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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포일의 아랫면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빠른 유동에 의

하여 발생하는 낮은 압력으로 발생하는 leading edge thrust를 

통해 공기역학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초음속에서 역시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6]. 날개가 의미 있는 수준의 leading edge 
thrust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크기 이상의 받음각이 요구되며 

특히 초음속 유동에서는 큰 앞전 후퇴각이 요구된다. 그러나 

팽창파를 활용하여 앞전에 인위적인 낮은 압력을 만든다면 

낮은 받음각을 가지거나 앞전 후퇴각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도 leading edge thrust를 발생시킬 수 있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형상을 제시하고 

이를 EDISON CFD를 활용해 분석하여, 팽창파를 활용하여 

에어포일의 공력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팽창파의 형성 방법

팽창파는 표면이 유동으로부터 멀어져갈 때 발생하는데 일

반적으로 에어포일의 앞전 주위는 그러지 못하며 충격파가 

발생하게 된다. 팽창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이 표면으

로부터 멀어지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Fig. 1
에 묘사되어있다.

Fig. 1은 마하수 1.3 받음각 0도에서 해석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동이 앞전의 정체점에서 갈라져 흘러가는 중 경로

에 위치한 돌출부에 의하여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꺾여 

흘러가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돌출부의 안쪽에 

정체점이 형성되고, 이것이 돌출부가 높은 받음각을 가진 것

과 같이 작용하게 하여 바깥쪽에서 강한 팽창파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팽창파가 형성되면 이에 따라 낮은 

압력을 가지게 된다.
돌출부의 윗면은 자유유동을 향해 기울어져있어, 이 부분

에 낮은 압력이 형성되게 되면 에어포일의 압력항력이 감소

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돌출부로 인하여 에어포일 

앞쪽에서 높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돌출부를 에어포일의 윗면에만 만들게 되면 추가적인 

양력을 얻는 것 역시 기대 할 수 있다.

Fig. 1 Formation of expansion wave

앞전에서의 팽창파를 이용한 양항비의 개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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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edge thrust is generally caused by passing air flow from lower to upper surface and it is required to 
have sufficient angle of attack for notable leading edge thrust. To produce leading edge thrust at low angle of 
attack, utilizing expansion wave accompanying low pressure is able to be a solution. Fore structure changes the 
direction of flow, and this flow passes the projected edge. As a result, from a perspective of the edge, it is able to 
have high angle of attack, and artificial expansion wave is generated. This concept shows 9.48% increase of L/D in 
inviscid flow, at Mach number 1.3 and angle of attack 1° in maximum, and this model shows the 3.98% of 
increasement at angle of attack 2°. Although advantage of the artificial expansion wave decreased as angle of attack 
increase, it shows the possibility of aerodynamical improvement with artificial expansio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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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3.1 해석을 위한 모델 및 격자

본 논문에서는 크기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여 이러한 모델

의 공력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NACA 65-006 에어포일을 

기반으로 앞전 일부를 수정하여 제작하였는데, size factor는 

앞전에서부터 돌출부의 앞쪽 모서리까지의 시위선 상의 거리

로 정의하였고 시위선의 길이는 1이다. Size factor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모델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해석에 사용된 격

자는 Fig. 3에 나타내었다. 6가지 모델을 만들었고 S=0를 기

준 모델로 하여 크기가 작은 것은 S-n 으로 큰 것은 S+n으로 

표기하였다. Fig. 3에 나타난 모델은 S=0 모델이며 정렬격자

로 총 격자수는 52900개이다.

Fig. 2 Size factor models

Fig. 3 Mesh for analysis

3.2 계산조건

모델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EDISON CFD를 활용하였다. 
EDISON CFD에서 제공하는 2D_Comp_P solver를 이용하여 계

산을 수행하였으며 Euler equations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비

점성 비정상 유동으로 해석하였다. 차분화 기법은 RoeM 기법

을 사용하였으며 제한자는 mimmod, 시간 전진기법은 LU-SGS 

method를 사용하였다. 모델들은 받음각 0도에서 마하수 1.1에
서 2.0의 범위에서 해석되었고 마하수 1.3에서는 받음각 -2도
에서 7도의 범위에서 해석되었다.

4. 결과 분석

Fig. 4에 받음각 0도에서 마하수의 변화에 따른 항력의 변

화를 나타내었고, Fig. 5에서는 항력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S+3 모델은 낮은 마하수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항력계수를 나

타내고 있으며 마하수 1.5 이상에서는 작은 size factor를 가진 

모델이 명확히 낮은 항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
하수 1.3에서의 drag polar의 비교와 양항비 증가율을 Fig. 6과 

7에 나타내었으나, drag polar는 특성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

타내지 못하고 있다. Fig. 7을 확인하면 낮은 받음각에서는 

NACA 65-006에 비하여 높은 양항비를 보여주나, 받음각이 

커짐에 따라 양항비의 증가율은 감소하여 오히려 더 낮은 양

항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4 Drag variation with Mach number of size factor models

Fig. 5 Drag decrease ratio of size facto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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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rag polar of size factor models at Mach number 1.3

Fig. 7 L/D improvement ratio of size factor models
Size factor의 크기가 작을 경우 넓은 받음각 및 마하수 영

역에서 양항비의 향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마하수 1.1을 제외

한 비교적 낮은 마하수에서는 size factor가 증가함에 따라 항

력은 감소 후 반등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양력은 반대로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마하수 1.2부터 1.4까지 가

장 낮은 항려계수를 나타낸 모델은 각각 S=1, S-1, S-2, 그 이

후는 S-3 모델로 확인되어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낮

은 항력을 가지는 size factor의 크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8과 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마하수가 커짐에 따라 

팽창파에 의하여 형성되는 낮은 압력은 약화되고, 특히 정체

점이 앞전의 위쪽에 위치함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

는 아랫면의 팽창파가 크게 약화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앞전에 형성되는 높은 압력은 심화되어 항력을 크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S-3 모델의 경우 낮은 마하수에서

도 아랫면에는 낮은 압력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 이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작았던 것이 넓은 영역에서 낮은 항력의 감소

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8 Pressure coefficient comparison

a) Mach number 1.3

b) Mach number 1.9
Fig. 9 Pressure field of S=0 model

받음각이 커짐에 따라 성능이 악화되는 것 역시 앞쪽에 형

성되는 높은 압력의 증가를 형성된 팽창파로 상쇄하지 못하

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Fig. 10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넓은 받음각 영역에서 효과를 가지기 위해

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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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CA 65-006 α=0°

b) S=0 α=0°

c) NACA 65-006 α=3°

d) S=0 α=3°
Fig. 10 Pressure field at Mach number 1.3

5. 결  론

팽창파를 이용하여 앞전 주위에 낮은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양항비를 향상시키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CFD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 마하수와 받음각이 커짐

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고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였으나, 낮은 

마하수와 작은 받음각을 가졌을 때는 상당한 효용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정체점의 이동을 통해 아랫면

에 낮은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특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넓은 

영역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항공기의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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