
 
자동차 윈드노이즈의 난제 

The Current Conundrums of Automobile Wind Noise 

이강덕† 

Kang-Duck Ih 

 
1. 서 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자사의 품

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윈드노이즈가 매우 중

요한 항목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1990 년대 말 닥친 아시

아 경제위기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내 

처음으로 공력소음풍동을 건설하여 향후 전사적으로 

전개되는 품질경영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J.D.Power 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 조사에서 2000 년 초기 산업평균을 

훨씬 웃돌던 불만수준이 2005 년에는 산업평균은 물

론 도요타를 추월하게 되었으며 향후 도요타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 더불어 내구품질에 

대한 불만조사 결과도 2007 년 이후, 도요타를 능가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전까지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

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이전

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윈드노이즈 관련 

문제들 중 명쾌하게 개선안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

들에 주목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 부분에 대

한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Fig. 1 년도별 초기품질지수 및 내구품질지수 

 

2. 본 론 

2.1 천이유동 휘슬소음 
이 현상은 톨미엔-쉴리팅 불안정파(Tollmien-

Schlichting instability wave)라고도 하며 비교적 오

래 전인 1960 년에 이미 그 존재가 알려진 소음이다.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할 때 수반하는 유동불안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조건에서 

천이유동이 생기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명확한 

해법을 잘 제시하기 힘든 소음이다. 

(1) 미러 휘슬소음 
미러 하우징에서 간혹 천이유동에 의한 휘슬소음

이 발생한다. 하우징 중간에 디자인 라인이 있는 경

우에 주로 발생하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휘슬소음이 잘 발생하는 특정 속도대역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Fig. 2 미러 휘슬소음 

 

하우징 표면에 작은 알갱이 모양의 와동이 하류로 

이동하면서 하우징 끝단에 부딪히면서 압력파를 발

생시키고 이것은 또 상류의 와동 흘림을 활성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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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향모드가 형성된다. 

 

(2) 라디에이터 그릴 휘슬소음 
마찬가지의 천이유동 휘슬소음은 라디에이터 그릴

에서 발생한다. 발생하는 그릴은 모양보다는 단면 

형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과 같이 날개 단면

형상일 때 주로 발생하며 길이를 따라 층류에서 난

류로 천이해 나가는 유동에서 와동이 그릴 끝단에 

부딪혀 압력파를 발생시킨다. 

 

 

  
Fig. 3 라디에이터 휘슬소음 

 

라디에이터 그릴 휘슬소음은 그릴 후방의 범퍼 빔, 

프레임, 쿨링팬 앗세이 등에 의해 발생조건이 변화

하며 동일한 단면인데도 현상재현이 일과성 있는 것

은 아니다. 이것이, 라디에이터 소음 발생을 예상하

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2.2 뒷창문 버펫팅 
뒷 창문 버펫팅은 썬루프와 동일한 소음 발생구조

를 가졌지만 썬루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어가 잘안

되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Fig. 4 뒷창문 버페팅 

그러나, 썬루프 버페팅에서와 같은 디플렉터를 설

치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된 도어 디자인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해 개선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창문 버페팅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지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2.3 좁은 틈새 휘슬 

미세한 틈새 유동은 차속, 받음각 등에 따라 현

상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미미한 소음을 발생시

킨다. 기존의 가시화 장비와 측정 센서들이 접근

하기 곤란한 좁은 틈새에서는 유동구조는 물론 유

동의 유무조차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 발생구조를 알기는 어렵고 많은 경우, 

경험에 의해 대책안을 찾고 있다. 

 
Fig. 5 좁은 틈새 휘슬 사례 

 

3. 결  론 

공력소음에 대한 연구성과는 대부분의 공력소음 
발생구조를 밝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만, 아직 
시험방법이나 해석 솔버들의 한계로 인하여 현상의 
재현을 통한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들이 더러 있다. 이런 미결 문제들은 앞으로 문제비

중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부분에 대

한 심도 깊은 연구와 성과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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