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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 of airframes separating from a missile system

has been preformed. For the time-accurate trajectory simulation, six D.O.F equations of

motion of multiply connected bodies were derived and these equations have been

coupled with the unstructured overset mesh technique for the treatment of

independent mesh blocks moving with each body component. Applications were made

for the simulation of the airframe separation at missile angles of attack of 0 and 5

degree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present method is efficient and robust for the

prediction of unsteady time-accurate flow fields involving multiple bodies in relative

mo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비행중인 유도무기의 기체분리에 대한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체

의 정확한 분리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삼차원 공간에서 각각의 물체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물체를 둘러싼 격자계의 독립적인 처리를 위해 개발

된 비정렬 중첩격자기법과 연계하였다. 개발된 해석기법은 유도무기의 받음각이 0도와 5

도인 경우의 기체분리운동 해석에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해석기법이 다

중 물체간의 상대운동이 있는 비정상 유동장을 해석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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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속으로 비행중인 비행체로부터 분리되는

물체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비행체로부터

분리되는 물체가 안전하게 분리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분리로 인한 비행

체 궤도의 변화, 분리된 물체가 비행체에 미치는

상호 영향 등을 확인하여 분리된 후의 비행체가

계획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응용문제들은 비행체로 부터의 미사일 발

사 분리, 유사시 비행체로부터의 조종사 탈출문

제 등 다양한 실제적 현상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분리문제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발사체나 유

도무기의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어 지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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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행중인 유도무기의 안전한

기체분리를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체분리는

유도무기의 장거리 비행을 위한 단분리(booster

separation)후 유도무기의 전방동체가 후방동체로

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후방동체에 힌지로 연결

되어 있는 기체부가 좌우로 전개되는 복잡한 메

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물체 고유의 관성력과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력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된다. 기체부는 일반적으로 전방동

체의 뒷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비행 중 주로 스

프링이나 압력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전개를 시작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되는 후방동체와 이에

힌지로 연결되어 전개를 시작하는 기체부의 운동

을 해석하기 위해서 각 연결부분의 반력을 소거

한 물체의 복합물체(composite body)에 대한 운

동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비점성 Euler 방

정식에 의해 얻어진 공력과 연계하여 물체의 거

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운동방정식에 의해 얻어

진 물체의 운동을 적용하기 위해 비정렬 중첩격

자기법[5]을 사용하였다. 비정렬 중첩격자기법은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각각의 물체주위에 비정렬

격자계를 생성시키고 이를 중첩하여 전체 유동장

을 해석하는 기법으로, 독립된 격자계의 신속한

이동과 처리로 물체간의 상대운동이 있는 비정상

유동해석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비정렬

격자의 유연한 특성으로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격자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렬 격자계에서의

중첩격자기법보다 적용이 간단하고 중첩되는 영

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받음각 0도와 5

도에서 좌우로 전개되는 유도무기의 기체분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체에 부착되어

있는 핀의 위치를 변화하여 이에 대한 분리궤적

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Ⅱ. 수치해석 기법

2.1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상대운동이 있는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한 비

정상, 압축성 유동을 지배하는 Euler 방정식을

적분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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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는 제어체적을 나타내고, 는 제어표

면, 은 제어표면의 바깥방향으로의 법선벡터,
는 격자속도를 나타낸다. 식 (1)은 비정렬 격

자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격자 중심 방법의 유한

체적법으로 이산화하였다. 비점성 플럭스는 공간

에 대한 이차 정확도의 Roe의 평균값을 이용한

FDS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시간 적분

을 위해 내재적 시간적분방법의 하나인 point

Gauss-Sei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상유동의 해

석에서는 해의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부시

간 전진기법을, 비정상 유동의 해석에는 이중시

간 적분기법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은 원방경계

의 적용을 위한 1차원적 유동에 대한 Riemann

invarient를 이용하였고, 비점성 경계면에 대해서

는 유동접선조건(flow tangency condition)을 이

용하였다. 또한 벽면이 운동하는 경우에는 벽면

에 대한 유동의 상대속도가 유동접선조건을 만족

하도록 하였다. 계산시간의 단축 및 메모리 제한

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드를 병렬화하였다. 영역

분할을 통한 부하균형은 MeTiS library[6]를 사용

하였으며, 각각의 분할된 영역간의 자료교환은

MPI library[7]를 사용하였다.

2.2 비정렬 중첩격자기법

비정렬 격자계에서의 중첩격자기법은 불규칙

적인 자료구조로 인해 격자요소를 구성하는 격자

점의 위치파악을 위한 탐색(searching)을 필요로

하게 된다. 탐색을 거쳐 얻어진 격자점의 위치정

보는 계산에서 제외될 격자요소를 구분하고 삽간

되어야 할 격자점 및 격자요소를 구분하는 기준

이 되며, 삽간되어야 할 격자점 및 경계면에 유

동변수를 가중치에 따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하는 격자들을 이용하는 이웃

간(N2N: neighbor-to-neighbor) 탐색방법 중 강

건하고 신속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 선형형상

함수(linear shape function)을 이용하였으며, 이

웃간 탐색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탐색시작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격자면과 목표점까지의 벡터

를 이용하였다[5].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격자중심방법에서 중첩

격자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구성

된 격자계에서 임의의 격자요소를 계산에서 제외

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홀

컷팅(hole cutting)이라고 하며, 홀 컷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격자요소를 구성하는 격자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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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점을 구분

하기 위한 기준으로 벽면최소거리[8]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격자점

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격자요소는 활성, 비

활성 그리고 삽간격자요소로 구분되며, 비활성

격자요소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격자계 간의 중

첩되는 영역에서 정보전달을 위해 정의되어야 하

는 삽간경계면은 항상 상대격자계의 계산이 수행

되는 격자요소의 내부에 위치해야만 정확한 유동

변수 값의 전달이 보장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홀 컷팅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삽간경계요소와

비활성격자요소를 공유하는 격자면을 삽간경계면

으로, 삽간경계면을 구성하는 격자점을 삽간경계

격자점으로 정의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격자계 간의 정보전달은

삽간경계면에서의 삽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석

코드의 공간상의 이차정확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보전달을 위한 삽간 역시 이차정확도를 유지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삽간경계면과 삽간

경계격자점에 대한 삽간을 수행하였으며, pseudo-

Laplacian 방법[9]에 의해 얻어진 가중치를 이용

하였다. 또한 물체간의 간격이 매우 작을 경우,

물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삽간점의 처리를 위해

물체경계면에서 유동접선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부여하여 삽간점들이 합리적인 값을 가지도록 처

리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각각의 격자계에 대해

서 격자를 생성시킨 이후에 MeTiS library를 사

용하여 계산영역을 분할하였다. 이 때 나뉘어진

영역의 격자요소의 수가 같도록 분할하는 정적부

하균형을 사용하였으며 병렬통신경계의 경계면과

격자점에 대한 정보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얻게

된다. 정적부하균형 방법에서는 초기 영역이 분

할되면 이후에는 병렬경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초

기에 얻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탐

색등의 중첩격자기법을 구현함에 있어 프로세서

간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격자기법의

병렬화에 필요한 자료구조[5]를 사용하였으며, 이

자료구조는 데이터가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탐색,

홀 컷팅, 삽간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2.3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

삼차원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각각의 X, Y, Z

방향의 변위와 각 축의 회전변위를 가져 6 자유

도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형

상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전방동체, 후방동체 그

리고 후방동체에 한 방향으로만 회전이 구속된

그림 1. 임의의 기체 전개각에 대한 표면격자

두 개의 기체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방동체에 부착된 좌표계는

관성좌표계와 같다고 가정하여 후방동체와 기체

부가 전방동체에 대해 상대운동을 하게 된다. 후

방동체와 기체부는 각각의 물체의 질점과 질량을

고려하여 얻은 하나의 질점을 기준으로 운동을

정의하였으며, 힌지에서 발생하는 반력과 반모멘

트를 이용하여 하나의 물체로 고려된 복합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간의 운동방정식은 참고문헌 [10]을 참

조하였다. 식 (2)에는 물체의 반력을 소거하여 얻

은 복합물체의 병진운동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나

타내었다. 식 (2)에서 은 후방동체의 질량이며,

는 관성좌표계의 중심에서 복합물체까지의 거

리벡터, 는 복합물체의 중심에서 후방동체의 질

점까지의 거리벡터, 그리고  는 기체부의 질

량, 기체부의 질점까지의 거리벡터를 나타낸다.

 는 후방동체에 작용하는 공기력과 중력 및

외력을 포함하는 body force이며,   
는 기체

부에 작용하는 공기력과 body force를 나타낸다.

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힘은 각 물체의 질점에서

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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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는 복합물체의 회전운동을 나타내는

운동방정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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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체부의 전개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 질량관성모멘트 성분의

합이며, 
는 기체부의 전개에 따라 그 값이 변

화하는 질량관성모멘트 성분이다. 는 복합물체

의 각속도 성분을 나타내며, 는 기체부의 각속

도를 나타낸다.   는 후방동체 및 기체부에

생성되는 공력모멘트를 의미한다. 복합물체와 기

체부의 운동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매 시간간격

에 대해 각각의 방정식이 해석되어야만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식 (4), (5)에는 기체부의

병진 및 회전운동을 지배하는 운동방정식을 나타

내었다.



  

  (4)

 ·  


· 
× · 
  

(5)

식 (4), (5)에서    는 후방동체에서 기체

부로 작용하는 반력을 의미한다. 위의 식 (2)~(5)

는 X, Y, Z의 각각의 방향성분으로 전개가 가능

한 vector equation이며, 좌표계간의 변환을 위해

오일러각(Euler angle)을 사용하였다. 방정식의

해석을 위해서 시간에 대한 4차 정확도의 Runge

-Kutta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해석 결과

기체부와 후방동체의 동특성을 고려하여 유도

무기의 분리운동을 모사하였다. 독립적으로 운동

하는 물체의 이동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격자

계를 생성하여 중첩하였다. 그림 1에는 임의의

전개각에 대해 중첩시킨 형상의 표면격자계를 나

타내었으며, 계산에 사용된 격자수를 표 1에 나

타내었다.

표 1. 계산에 사용된 격자수

격자요소 격자점

전방동체(Block 1) 404,952 74,953

후방동체(Block 2) 479,932 86,455

우측기체(Block 3) 343,068 62,758

좌측기체(Block 4) 343,068 62,758

합 계 1,571,020 286,924

기체부는 좌우로 전개되며 계산에 사용된 유

동조건은 자유류 마하수 0.9, 받음각은 0, 5도 이

며 이는 실제 기체분리가 받음각 5도 이내에서

그림 2. 후방동체와 기체부의 핀 위치

일어나는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기체부의 초기

전개를 위한 분리력 및 각 물체의 물성치는 참고

문헌[11]에 있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물성치의 무

차원화를 위해 음속과 전방동체의 전장길이를 사

용하였다. 후방동체의 핀의 위치에 따른 분리궤

적을 비교하기 위해 핀의 위치를 변화시켰으며

이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Case 1은 기체부의

핀의 위치와 후방동체의 핀의 위치가 45도 어긋

나 있으며, Case 2는 기체부와 후방동체의 핀의

위치가 평행하다. 비정상 유동해석의 초기해를

얻기 위해 정상유동에서 수렴된 해를 이용하였

다. 정상유동은 격자계간에 어느 정도 간격을 요

구하는 중첩격자기법의 특성상 기체전개를 0.1도

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비정상 유동 해석

은 기체의 전개각이 0.1도에서 100도가 될 때까

지 좌우전개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병렬계산을

위해 전방동체를 포함하는 영역을 5개, 후방동체

를 포함하는 영역을 6개, 그리고 각각의 기체부

를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총 19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계산은 Pentium-IV 2.4GHz CPU에

서 수행되었으며, 정상유동에서 2000번의 반복계

산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2시간이다. 비정상 계

산을 위해 무차원 시간간격  을 사용하

였으며, 이는 실제시간으로 ×sec에 해당

한다. 반복계산은 기체의 전개각이 100도가 될

때까지 약 6500번이 요구되었으며 계산시간은 동

일한 PC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35시간이 소요되

었다.

3.1 받음각 0도

받음각 0도에서 전개를 시작하는 기체분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6에서는 복합물

체의 분리궤적에 대해 나타내었다. 그림 3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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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합물체 질점의 궤적

그림 4. 복합물체의 회전변위

합물체의 질점에서의 운동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se 1과 Case 2의 분리

궤적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받음각이 0도인

사실과 더불어 후방동체의 핀의 크기가 작아서분

리궤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고려된다. 두 경우 모두 Y, Z방향으로의

변위는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비해 X

방향의 변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후방동체의 앞면에 생성되는 강한 정체

압력과 전개되는 기체에 작용하는 공력의 영향으

로 고려된다.

그림 4에서는 복합물체의 회전변위를 나타내

었다. 이 경우 역시 Case에 대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핀의 형상변화에 대한 차이가 기체

가 전개될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Case 1에 비해 Case 2의 경우 머리숙임 운동

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모멘

트 팔길이 차이에 의한 머리숙임 운동에 변화된

핀의 형상이 머리숙임 운동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그림 5. 복합물체의 속도

그림 6. 복합물체의 회전각속도

고려된다. 그림 5에서는 복합물체 질점의 속도를

나타내었고 그림 6에서는 회전각속도를 나타내었

다. 이는 그림 4에서의 복합물체의 회전변위가

기체가 전개됨에 따라 그 값이 증가되는 원인으

로 작용하여 이 값 역시 Case 2의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Z축 방향으로의 회전각속도

R의 값이 Case 1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8에서는 기체부의 분리각과 각속도를

나타내었다. 좌우전개의 특성상 양 옆의 기체부

가 대칭으로 전개되며 기체가 100도까지 전개되

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60msec이다.

그림 9~14에서는 후방동체 및 기체부에 작용

하는 공력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9는 후방동체

의 힘계수를 나타낸 그림으로 평평한 동체의 앞

부분의 형상 때문에 발생하는 X방향의 큰 정체

압력과 더불어 분리가 시작되며 발생하는 cavity

현상을 잘 나타낸다.

그림 10은 후방동체의 모멘트를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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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체부의 전개각

그림 8. 기체부의 전개 각속도

그림 9. 후방동체의 힘 계수

으로 각 방향에 대해 진동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이는 후방동체의 형상과 더불어 전방동체

및 기체부와의 간섭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12에는 오른쪽 기체부의 힘, 모멘트

그림 10. 후방동체의 모멘트 계수

그림 11. 오른쪽 기체부의 힘 계수

그림 12. 오른쪽 기체부의 모멘트 계수

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13, 14에는 왼쪽 기체

부의 힘, 모멘트 계수를 나타내었다. 오른쪽 기체

부의 공력계수는 왼쪽의 기체부와 대칭하는 경향

을 보이며 기체부의 X방향의 힘은 50msec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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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왼쪽 기체부의 힘 계수

그림 14. 왼쪽 기체부의 모멘트 계수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는 기체부의 전개각이 약 60일 때이다. Y방향의

힘은 기체가 조금 전개할 때 오히려 감소하다가

약 5도정도 전개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모멘트가 기체부의 질점에서 측정되었기 때

문이며 초기에는 기체부의 뒷부분에서 강한 정체

압력으로 양의 모멘트를 가지나 기체가 전개하면

서 점차 감소하며 전개각이 15도 부근이 되는

30msec부터는 음의 모멘트를 가진다. 이 경우 핀

의 위치에 따른 복합물체의 위치가 달라져 공력

계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와 같은 위

치에 대한 공력계수는 같은 것으로 고려된다.

그림 15에는 Case 1에 대한 10msec 간격의 후

방동체 및 기체부의 분리과정 및 등압력선도를

나타내었다. 좌우로 전개되는 기체부의 운동을

잘 관찰하기 위해 왼쪽 상단 45도 부근에서 바라

본 형상으로 그림을 도시하였다. 그림 7, 8의 그

래프와 비교하여 기체부의 운동을 비교하면

30msec 부근이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기체부가

그림 15. 10msec 간격의 기체부의 전개과정
및 등압력선도 (받음각 0도)

천천히 전개되지만 그 이후에는 매우 급격히 전

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체가 100도까지 완전히 전개되는

60msec까지 후방동체와 기체부를 포함한 복합물

체는 X방향으로 20cm정도만 이동하여 물체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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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운동보다 기체부의 회전운동이 상대적으로 빠

르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간에 대한

등압력선도에서 후방동체의 앞부분과 기체부의

뒷부분에 강한 정체압력이 생성되며, 기체부의

안쪽면의 정체압력은 기체부가 전개되면서 점차

적으로 증가하다가 기체부의 전개각이 약 60도가

되는 50msec에서 최고가 되었다가 그 이후 감소

하게 되는데 이는 기체부의 안쪽부분 전체에 정

체압력이 생성된 이후에 기체부의 앞전을 넘어

돌아가는 유동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3.2 받음각 5도

받음각 5도인 경우에는 받음각이 0도인 경우

에 비해 후방동체, 기체부에 부착되어 있는 핀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그림 16에는 복합물체 질점의 이동거리를 나

타낸다. 받음각 0도인 경우와 비교하여 X축과 Z

축의 변위가 커졌음을 알 수 있으며, 받음각이 0

도인 경우에는 후방동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

그림 16. 복합물체 질점의 궤적

그림 17. 복합물체의 회전변위

를 보였으나 5도인 경우에는 위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받음각이 5도인 경우 Z방

향의 힘이 크게 나타나는 것임에 미루어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8. 복합물체의 속도

그림 19. 복합물체의 회전각속도

그림 20. 기체부의 전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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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체부의 전개각속도

그림 17의 회전변위의 경우에도 받음각이 0도

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앞서 받음각이 0도인 경우에서도 설명

되었듯이 무게에 대한 모멘트 팔의 길이에 의한

머리숙임운동이 유동에 의해 가속되는 것으로 판

단되어진다. 그리고 받음각이 0도일 때는 약

35msec부근부터 회전변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

했으나 이 경우 분리초기부터 Case 1과 Case 2

의 값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 받음각

이 있을 때 핀의 영향에 물체의 거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8, 19에는 복합물체의 속도 및 각속도를

나타내었다. 속도는 이동궤적에서와 같이 Case 1

과 Case 2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Z방향의 속도

가 분리초기에 증가하다가 30msec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이동궤적의 Z방향의 위치상승

이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며, 분리

된 물체는 기체부가 후방동체로부터 분리된 이후

에는 하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회전각속도 역시

차이가 크지 않으나 분리초기부터 Case에 대한

값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받음각

이 0도인 경우에서와 같이 복합물체의 유효받음

각이 0.5도에서 1도가 되면 각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21에서는 기체부의 시간에 따른 전개

각과 전개각속도를 나타내었다. 받음각이 0도인

경우와 비슷하게 좌우대칭인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27에는 후방동체 및 기체부에 작용하

는 공력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22의 후방동체

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은 받음각이 0도일 때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Z방향의 힘은 받음각이 0

도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는

받음각과 더불어 핀의 영향으로 고려되며 Case 1

의 경우가 Case 2의 경우보가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4, 26에서 볼 수 있

듯이 후방동체에서 생성되는 Z방향의 힘보다는

기체부에서 생성되는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

그림 22. 후방동체의 힘 계수

그림 23. 후방동체의 모멘트 계수

그림 24. 오른쪽 기체부의 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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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오른쪽 기체부의 모멘트 계수

그림 26. 왼쪽 기체부의 힘 계수

그림 27. 왼쪽 기체부의 모멘트 계수

에 물체의 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기체부의 공력계수는 좌우대칭인

특성을 보이며, 받음각 0도인 경우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 이는 복합물체가 머리숙임운동을하

여 받음각이 0도인 경우와 유효받음각이 유사하

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그림 28에는 Case 1에 대해 받음각 0도에서와

같이 10msec 간격의 후방동체 및 기체부의 분리

과정 및 등압력선도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그림 28. 10msec 간격의 기체부의 전개과정
및 등압력선도 (받음각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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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받음각 0도인 경우와 비교

하여 X, Z방향의 변위가 큼을 알 수 있으며, 머

리숙임운동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받음각이 0도와 5도인 경우에 기체부의 전개

는 모두 비슷한 경향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받음각과 머리숙임 운동에 의한 유효받음각이 같

아지기 때문이며, 이는 그림 4와 그림 17 그리고

받음각을 비교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받음각 0도와 5도 모두 기체부가 원활이 전개됨

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힌지로 연결되어 운동하는 후

방동체와 기체부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각각의 격자계에 대해 독립적인 운동을 처

리할 수 있는 비정렬 중첩격자기법과 연계하여

유도무기의 기체분리 운동을 성공적으로 모사하

였다. 비점성 유동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후방동체의 핀의 위치는 전체적인 분리운동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핀의 크기가

기체부에 핀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2. 계산에 의해 얻어진 100도까지의 기체부의

전개시간은 초기의 0.1도 까지의 전개는 고려하

지 않았으므로 실제의 기체전개에는 60~80msec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복합물체의 이동거리는 받음각이 0도일 때

에 비해 5도일 때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변위가 크지는 않았다.

4. 받음각이 0도일 때, 복합물체는 아래로 이동

하였으나 받음각이 5도일 때는 복합물체는 위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속도의 변화로 인해 기체의

파단 이후에는 아래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5. 복합물체는 분리를 시작하며 머리숙임 운동

을 하였으며 이는 받음각이 5도일 때 더 크게 나

타났다.

6. 초기의 머리숙임 운동은 기체부의 무게와

모멘트 팔의 길이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

되며 이 운동은 기체가 분리되면서 점차 가속될

것이다.

7. 받음각에 상관없이 좌/우 기체부의 전개는

대칭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8. 받음각이 0도, 5도인 경우 모두 기체분리의

특성이 비슷하며, 그 이유는 5도인 경우 머리숙

임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 두 경우의 유효받음각

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후 본 연구는 다양한 유동조건에서의 분리

운동에 적용될 것이며 더욱 복잡한 형상 및 운

동, 점성유동의 해석을 위해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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