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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ior vehicle noise due to the exterior aerodynamic field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acoustic 

design of a car. The air flow detached from the A-pillar and impacting the side windows are of particular 

interest as they are located close to the driver / passenger and provides a lower insulation index than the 

trimmed car body parts.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analysis method for a simplified vehicle model. The internal air 

cavity including trim component are included in the simulation. The car body includes the windshield 

and two side windows. The body is made of aluminum and trimmed with porous layers. 

The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paper relies on two steps: the first step involves the computation 

of the exterior flow and turbulence induced non-linear acoustic field using PowerFlow. 

The second step consists in the computation of the vibro-acoustic transmission through the window 

using the finite element vibro-acoustic solver Actran. 

Additionally in order to validate the numerical process, an experimental set-up has been created 

based on the simplified vehicle. The vibration of the windshield and windows, the total wind noise level 

results and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different windows are then presented and compared to 

measurements. The influence of the flow yaw angle (different wind orientation) is also assessed. 

 

 

1. 서

 론 

외부 유동장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 내부 소음은 

차량의 소음 설계 분야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

제이다. 특히 차량 앞유리와 옆유리에 부딪치는 공

기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 유동 압력은 대표적

인 차량 소음원중 하나이다. 이러한 외부 유동 소음

에 대한 시험 평가는 고비용의 시제품 제작 및 풍

동시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부유동 소음에 대

한 수치해석적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화된 차량 모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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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eady Lattice Boltzman 방식의 CFD 해석 

S/W 인 PowerFlow와 FEM 방식의 Acoustic 해석 

S/W 인 Actran 을 연성하여 공기 유동에 의한 차량 

내부 소음을 예측하였으며 내부 소음 예측 결과는 

풍동 시험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2. 해석 방법 

전체 해석과정은 Fig 1.과 같이 두 가지 입력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Impact hammer에 의한 

가진 해석은 구성된 Actran Vibro-Acoustic 모델

을 검증하고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유동에 의한 가진 해석은 유동 속도(flow speed) 

및 유동 방향(yaw angle) 조건에 따라 0~5000Hz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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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ation Process 

 

2.1 전체 구성 

 
Fig 2. Hyundai Simplified Model 

본 논문에 사용된 단순화된 차량 모델은 HMC 

NVH1 Research Lab에서 제공한 Hyundai 

Simplified Model(이하 HSM)로서 Fig 2.와 같이 3

개의 유리창이 존재하는 알루미늄 Cabin이며 내부

공간은 흡차음재(trimmed body)로 처리되어 있다. 

관련된 모든 물성치는 HMC에서 제공하였다.  

 

2.2 Vibro-Acoustic 모델링  

 
Fig 3. Mesh Model 

관심영역인 5000Hz까지 소음해석을 수행하기 위

한 Mesh Size는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계산시간 단

축을 위해 Fig 3. 와 같이 1600Hz 이하 주파수 영

역과 1600hz 이상 주파수 영역에 대해 별도의 

Mesh 모델을 구성하였다. 

 

2.3 흡차음재 모델링 

내부 공간내의 흡차음재 모델은 Biot-UP 모델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모델링되었다.  

 
Fig 4. Trimmed Body Modeling 

3. Impact Excitation 해석 

Impact Hammer 시험과 동일한 각각의 가진점 

위치에 시험으로부터 구한 가진력을 가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가진 위치별 가속도 데이터와 내부 공간

내 마이크로폰으로부터 구한 시험결과와 비교하였

다. 

 

3.1 Excitation Setup 

가진점, 가속도계 위치, 내부공간 내 마이크 위치

는 Fig 5., Fig6.와 같다. 각각의 Impact 가진 위치

에 따라 별도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결과가 

1600Hz까지 제공되었기 때문에 해석 역시 1600Hz

까지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5. Microphon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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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ccelerometer Location on Glass 

 

3.2 Glass Clamping 조건에 따른 결과 

유리창과 알루미늄 프레임과의 체결조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Free edge인 경우와 

Constraint edge 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Fig 7.과 

같이 두 경우 모두 첫 피크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시험결과와 편차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었다.  

 

 
Fig 7. Acceleration at Each Clamping 

Conditions 

 

3.3 Glass Clamping 조건 개선 결과 

 
Fig 8. Model Improvement in Glass Clamping 

 

유리창과 윈도우 프레임간의 실제 체결은 Fig 8.

과 같이 완전 고정 조건으로 가정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으며 또한 이 체결 조건에 따라 유리창의 동

적 거동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체결조건

과 동일하게 유리창과 구조물 사이에 Sealer 를 고

려하여 모델을 변경하였다. 다만 Sealer 및 Space 

재질 물성값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결과와

의 Correlation을 통해 적정한 값을 추정하여 모델

을 개선하였다. Fig 9.은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결과

로서 가진점 부위에서의 가속도에 대한 시험 결과

와 해석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Acceleration in Improved Model 

(Same Locations for Excitation and Measurement) 

 

Fig 10.는 옆 가진점와 다른 측정점 위치에서의 

가속도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서 역시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Acceleration in improved model 

(Different Locations for Excit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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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Impact 가진에 따른 내부 공간내 마이

크로폰 음압의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

로서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Fig 11. SPL in interior cavity 

 

4. Flow Excitation 해석 

유동 가진 해석은 유동 속도별(110km/h, 

130km/h), 유동 방향별(yaw angle 0°, -10°) 4가지 

구성에 대한 CFD 해석결과를 앞에서 구성한 

Vibro-Acoustic Model에  가진원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유동소음의 대부분이 유리창을 통해서 전달되

기 때문에 실제 CFD 해석결과를 이용하는 영역은 

앞유리창과 좌우 유리창이며 그 외 외부 유동장과 

접하는 구조물의 접촉면들을 통해서는 압력이 전달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12은 유동 음향 

해석과정이다. 

 
Fig 12. Aero-Acoustic Analysis Process 

 

4.1 Mapping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에 사용되는 CFD cell은 음

향 해석용 Mesh에 비해 조밀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FD mesh에 담겨 있는 TWBF 

(Turbulent Wall Pressure Fluctuation) 정보를 

Acoustic Mesh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Mapping 과

정이 필요로 하게 된다. 본 해석에서는 훨씬 성긴 

하나의 구조 Mesh 내에 대응하는 모든 CFD cell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장을 적분하여 mapping하는 

integr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13.는 

integration 방법에 대한 도해로서 이 방법의 장점

은 mapping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Acoustic Mesh

로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Fig 13. Illustration of the Integration Method 

 

각각의 유리창에 대한 가진 해석은 독립적으로 수

행되었으며 최종적인 내부공간내의 음압은 중첩

(Superposition)시켜 구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차량 내부의 음압에 대한 각 유리창의 상대적인 기

여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4.2 결과분석 

4.2.1 유동 방향별 비교 

마이크로폰 1 위치에서의 음압 비교 결과,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오는 경우가 Yaw가 있는 경우에 비

해 약간 더 높은 음압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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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b/w yaw angles 

 

4.2.2 유동 속도별 비교 

마이크로폰 1 위치에서의 음압 비교 결과, 전 주

파수 영역에서 유동속도가 높을 때 더 높은 음압이 

발생하였다. 

 

 

 

 
Fig 15. Comparison b/w cruise speeds 

 

4.2.3 유리창별 발생 소음 비교 

마이크로폰 1위치에서의 음압 비교 결과, 앞 유리

창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작았으며 오른쪽 

창문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왼쪽 창문에 의해 발

생하는 소음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이

크의 위치가 왼쪽 창문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Yaw가 있는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 창문간의 발생 

소음차이가 더 커지는 이유는 Yaw에 의해 왼쪽창

문의 A필러 근처에서 난류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

문이다. 

 

 

 

 
Fig 16. Noise generated by each window  

 

4.3 시험결과와의 비교 

Fig 17., Fig 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폰 1 (Left Head Side), 마이크로폰 2 

(Right Head Side)위치에서의 풍동시험과 해석결과

를 1/3 OctaveBand 로 비교한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verall SPL로 확

인한 결과 표 1.과와 같이 시험 결과와 해석결과는 

1~2 dB 차이 이내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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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all SPL (unit : dB) 

  시험 해석 오차(%) 

110km/h 

Yaw 0˚ 

LH 72.9 71.7 1.7 

RH 71.7 70.5 1.7 

110km/h 

Yaw -10˚ 

LH 70.4 68.4 2.9 

RH 68.9 67.1 2.7 

130km/h 

Yaw 0˚ 

LH 78.6 77.4 1.6 

RH 77.4 76.8 0.8 

130km/h 

Yaw -10˚ 

LH 76.1 75.0 1.4 

RH 74.6 73.6 1.3 

 
Fig 17. Comparison b/w analysis and test 

@110 km/h 

 
Fig 18. Comparison b/w analysis and test 

@130 km/h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리창을 통과하는 유동 소음을 풀

기 위해 유동해석과 소음해석을 연성하는 수치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Impact 가진 시험결과와

의 Correlation을 통해 윈도우와 프레임간의 경계조

건을 개선하고 내부 공간의 흡차음재 모델링을 통

해 Vibro-Acoustic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

다. 

PowerFlow로 구한 외부 유동해석결과를 이 음향 

모델에 적용한 해석결과와 풍동시험 결과는 

Overall SPL 기준으로 1~2dB 이내로 매우 잘 일

치하였다. 

또한 각 유리창의 음압 기여도 분석을 통한 결과 

유동이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경우 왼쪽 창문에서 

가장 많은 소음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유동난류 해석과 음향해석을 연성

하는 Hybrid 방법의 유용성 및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 현장에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

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 물성치 및 시험결과는 

HMC NVH1 Research LAB 에서 제공하였으며, 

PowerFlow를 이용한 CFD 결과는 Exa Korea에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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