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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항공대학교 응용공기역학연구실(http://mercury.

kau.ac.kr/aerodynamics/)은 비행체 설계에 반영할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물체의 공력특성 및 유

동구조를 파악하는 전산 및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본 연구실은 비정상 공기역학(unsteady aerodyna

mics), 유동가시화(flow visualiza-tion), 생체모방 유체

역학(bio-mimetic fluid mechanics), 날갯짓 비행체 설

계, 초소형/극초소형 비행체(Micro/Nano Air Vehicle)

개발 등을 비롯하여 압전세라믹 구동기(piezoceramic

actuator)를 적용한 유동제어(flow control) 등을 연구하

고 있다. 특히 본 연구실은 실험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의 비행원리를 규명

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새, 박쥐, 곤충 등의 생물학적 비행체에 대한 실험

적 연구를 통해 초소형/극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 무인화 로봇 특화센터(KAIST),

국방과학연구소(ADD),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 등 국내

/외 유수한 연구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 응용공기역학 연구실의 주요 장비 및 연
구내용

2.1 주요 연구장비

본 연구실은 유동장에 대한 실험적인 해석을 위해

토출식 형태는 물론 흡입식 형태의 아음속 풍동을 보

유하고 있다. 토출식 풍동은 0.9 m×0.9 m의 시험부 단

면을 갖고 있으며 최대 유속은 20 m/s이다. 흡입식 풍

동은 0.5 m×0.5 m의 시험부 단면에 최대 풍속 50 m/s

의 실험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공력측정과 유동구조

측정을 위해 다축 로드셀과 연결할 수 있는 공력측정

시스템과 단텍(Dantec)사의 3축 열선풍속계 시스템 및

4축 자동이송장치(auto traverse system)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에어포일 표면에서 경계층을 측정할 수 있는

3축 자동이송장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0.01 mm

의 정밀도로 에어포일 표면에서 외부유동을 향해 수직

으로 이동되면서 경계층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실에서 보유한 진공 챔버는 약 500L

의 크기로 20분 안에 99.98%의 진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장비는 날갯짓 비행체 모델의 관성력을 측정하

는 장비로, 비정상 공력을 측정할 때 포함되는 관성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

는 가시화 및 정량적 연구를 위한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PIV 시스

템은 2W DPSS Green 레이저와 1,000프레임의 고속카

메라 장비로 이뤄져 있으며 오픈 소스의 PIV 프로그램

을 활용해 데이터를 해석하고 있다.

유동제어를 위한 압전구동기를 구동하기 위해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와 오실로스코프 등도 보유

하고 있으며, 최대 30Pa의 낮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변환기 및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저레이놀즈

수에 대한 유동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다. 

<토출식 아음속 풍동>      <흡입식 아음속 풍동>

     <단텍사의 열선풍속계>      <경계층 측정용 자동이송장치>  



한국항공대학교 응용공기역학연구실(Applied Aerodynamics Laboratory) 9

2.2 압전구동기를 이용한 유동 제어 연구

본 연구실은 평판은 물론 유선형 물체에서의 항력

감소 및 공력이득을 얻기 위한 기법 중 하나로 경계층

을 제어하여 유동의 천이(transition) 및 분리(separation)

를 지연시키고, 에어포일의 실속(stall)을 지연시키는 기

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법 중에서

도 유동장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방법으로

압전구동기를 활용하여 용출(blowing)과 흡입(suction)

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순항비행시의 경계층 크기를 감소시키고, 저속

으로 비행할 때 나타나는 경계층의 불안정성을 감소시

키며, 실속각보다 큰 받음각을 갖는 경우에도 날개 윗

면 흐름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더욱 높은 공력적 이득

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압전구동기를 이용한 기법은 와류발생기

(vortex generator)나 지속적인 용출 또는 흡입을 활용

한 기존 방법과 달리 뛰어난 효율을 갖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압전구동기를 활용하여 지

속적인 섭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평판의 경계층에

교란을 주어 유동을 제어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수동(water tunnel)을 활용한 가시화는 물론

열선풍속계로 경계층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압전구동기를 통해 유동장의 에너지를 증가시킴으로

써 항력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개발될 비행체의 공력특성을 향상시키

   <토출식 풍동 시험부>      <공기력 측정장치> 

<진공 챔버>

<수조 및 PIV 시스템>

<응용공기역학연구실에서 보유한 측정장비>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유동제어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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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기법이 될 것이다.

2.3 에어포일의 비정상 공력특성에 관한 연구

최근 개발되는 항공기는 초소형비행체(MAV)와 같

이 작은 동체를 갖거나, 임무수행을 위해 성층권 수준

의 고고도 환경에서 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조건은 근본적으로 비행체가 저레이놀즈수의

환경에 노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에서 적

용했던 데이터로는 설계가 불가능하다. 특히 상기의

환경은 경계층의 천이 및 분리, 재부착(reattachment)

등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에 대

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상기 유동장에 대한 데이터

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진동하는 에어포일

에 대한 비정상 공력특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저 난

류 아음속 풍동을 활용하여 에어포일 표면압력 측정 및

가시화를 수행하였으며, 열선 풍속계와 다축 이송장치

를 이용해 근접후류에 대한 유동구조도 파악하였다. 측

정결과 경계층 구간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와류를 동반한 비정상 층류 분리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재부착 이후에 발생하며 불연속적인 이산와류를 동반

한다. 또한 비정상 분리는 비정상 효과로 인해 정상상

태에 비해 낮은 레이놀즈수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후

류에서는 비대칭 와류, 역 와류, 뒷전으로 유입되는 유

동장 등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에어포일

의 공력특성을 구분 짓는 임계 레이놀즈수(critical

Reynolds number)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임계 무차원 진동수(critical reduced frequency)도 예

<수동에서의 염료 가시화>

<경계층에서의 평균속도 및 난류강도>

<연선기법에 의한 경계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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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었다. 상기 결과는 저레이놀즈수의 유동 메커니즘

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로, 이후 개발될 비행체의 중요

한 설계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한 쌍 날개를 갖는 날갯짓 비행체에 대한 연구

초소형 비행체(Micro air vehicle)는 기획 당시 휴대

용 정찰수단으로 대두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교통흐름의 감시, 재난지역의 조난 감지는 물론 우주

탐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소형 비행체에 생

물학적 비행체의 비행방식을 모방하여, 비약적인 비행

성능을 얻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인 “폴딩(Folding) 운

동이 포함된 날갯짓 비행체에 관한 흐름가시화 및 공력

측정”을 비롯, 국방과학연구소(ADD) 장기기초과제인

“플래핑 타입 초소형 비행체 유동장 해석기법 연구” 및

“생체모방 비행체 공력특성 및 제어특성 연구”등과 같

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수한

비행성능을 갖는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의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의 경우 날갯짓 외에 날개를 접는 동작(folding)을

통해 추가적인 공력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험적으로 접근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풍동시험과 가시화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실

에서는 곤충비행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진 지연실속

(delayed stall), Weis-Fogh 메커니즘, 후류포획(wake-

capturing) 등의 고양력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한 기

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파리의 날갯짓

<경계층 측정용 실험장치 개략도>

<NACA 0012 에어포일 주위 압력분포>

<열선풍속계로 측정한 근접후류 구조>

<폴딩이 가능한 날갯짓 비행체 모델>

<곤충모방형 날갯짓 비행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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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여 공력측정 및 가시

화를 수행하였으며, 초소형비행체에 해당하는 레이놀

즈수에서는 비정상효과로 인한 공력이득을 얻기 힘들

지만, 고 받음각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

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이 높은 형태의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곤

충비행에 대한 물리적 특성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제

자리 비행이 가능한 곤충모방형 초소형비행체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2.5 두 쌍 날개를 갖는 곤충비행에 대한 연구

다양한 생물학적 비행체 중에서도 손꼽히는 비행실

력을 갖춘 생물은 잠자리다. 잠자리는 장시간 제자리

비행(long-term hovering)을 포함해 25G의 순간가속도

와 고기동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꼽힌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은 잠자

리의 비행성능이 앞-뒷날개 상호작용을 활용한 높은

공력 생성량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

실에서는 이러한 잠자리의 비행원리를 규명하고, 생체

모방 유체역학으로 활용하여 잠자리의 비행성능에 버

금가는 비행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수조 상사기법을 활용하고 PIV

<초파리 날개 모델의 흐름구조 가시화> 

<선행회전 및 후행회전일 때의 양력계수>

<잠자리 유형 모델의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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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image velocimetry) 연구와 공력측정을 통해

잠자리의 앞-뒷날개 상호작용이 비행안정성과 조종성

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

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예상한 바와 달리 앞-뒷날개 상

호작용은 고양력 생성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

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앞-뒷날개 상호작용을 초소형

비행체에 적용하기 위해 레이놀즈수에 대한 실험도 진

행하여, 레이놀즈수에 따라 뒷날개가 받는 영향이 최소

로 나타나는 특정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세대 초소형비행체에 적용될 기초적인

데이터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2.6 차종별 초저항 차량 개발 연구

본 연구는 차량 형태 변화에 따른 차량 주위의 압력

<잠자리 유형 앞날개의 수직력 계수>

<잠자리 유형 날개의 와류구조 PIV 가시화> 

<잠자리 유형 날개의 염료 가시화 및 분석>

<잠자리 유형 날개의 연선기법에 의한 가시화>

<초저항 차량의 후류 측정을 위한 3축 열선프로브 및 측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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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류 유동 특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를 통하여 최적 형상을 예측하여 초저항 차량을 개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량의 형상개발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최적화 설계를 위

한 형상 플랫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항력 감

소로 연비 및 효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형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스포일

러 유무, 차량의 하부 형상, 차량의 후방동체 길이, 지

상고 등과 같은 실험변수를 기준으로 항력 및 후류를

측정하여 그 유동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각 세그먼트에 대한 차량 별 후류 형태를 파악하

였으며, 각각의 차량에 대한 최적 형상 파라미터를 제

시하였다.

2.7 각종 물체 내/외부의 유동장 해석을 위한 전산

연구 

본 연구실에서는 전익기 형상 무인전투기의 기초 데

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앞전후퇴각의 변화에 따른 공

력특성을 CFD 기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항공

기 이착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면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원형 실린더의 지면효과에 대한 유동 시뮬레이

션을 전산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

구실은 공기정화 살균기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공기

정화 살균기 외부로 방출되는 흐름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실내 공간상에서 공기정화 효율

을 조사하는 전산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산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뿐만 아니라 각종 물체 내부와

<지면효과를 받는 원형실린더 전산연구>

      <전익기 윗면 및 아랫면의 압력분포>                   <중심에서의 압력 분포>

       <공기정화기 출구에서의 평균속도>                     <실내에서의 공기순환 전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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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흐름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실은 지면효과와 같이 지면의 운동상태에 대

해 실험으로 정확히 재현하기 곤란하거나 센서로 측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산연구를 통해 유동현상을 파악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좀 더 세밀

한 실험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으로서 정성

적인 데이터를 예측하는 전산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산연구를 통한 유동해석은 풍동실험과 더

불어 수행하여 상호 보완하거나 검증하고 있으며, 특

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실험하기 곤란한 실험항목

을 대체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2.8 유동 센서 및 날갯짓 비행체 개발 연구

본 연구실에서는 이미 앞에서 기술한 다양한 기초 연

구와 함께 시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3차원 유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공 압력프

로브를 개발한 바 있으며,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23

분 동안 비행에 성공한 날갯짓 비행체(송골매), 총중량

20g의 마이크로 로봇 날갯짓 비행체, 가시화용 수동

(water tunnel) 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련기술을 확

보하는 개발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날갯짓 비행체는 최적의 플래핑 운동을 갖춘 기

어비 산출, 초경량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어

려움을 극복하고 로봇 날갯짓 비행체를 개발하였다. 이

것은 모터와 배터리로 구동되며, 무선으로 방향 및 고도

뿐만 아니라 날갯짓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비행체이

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는 중량 20 g의 로봇 날갯짓 비

행체를 개발해 제1회 유럽 초소형비행체 학술대회 및

비행대회(EMAV 2004)에 참가하였다. 본 연구실은 날

갯짓 비행체 관련 논문 발표와 더불어 비행대회 시상식

장에서 독일, 영국,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중

국, 터키 등 전 세계 100여명의 전문가가 지켜보는 가

운데 특별 시범비행을 하였다. 이러한 시범비행은 독일

신문 제1면을 비롯하여 TV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

개되었다. 이와 같이 개발된 로봇 날갯짓 비행체는 고

정익 비행체보다 속도가 느린 장점이 있어 도시의 빌

딩 숲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므로 도시전투환경에서

도 공중수색 및 정찰비행, 가미가제식 무인기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로봇 날갯짓 비행체는 레저용, 환경

감시, 광고 및 홍보용 비행체 등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3. 맺음말

본 기사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응용공기역학연구실

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

                            <20 g 로봇 날갯짓 비행체>                           <독일신문 제1면 기사>

     <개발한 날갯짓 비행체>            <7공 압력 프로브>            <1st EMAV 참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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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실은 비정상 공기역학,

유동가시화, 생체모방 유체역학, 날갯짓 비행체 설계

및 제작, 초소형/극초소형 비행체 개발, 유동제어 등 공

기역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실은 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공기역학적

연구에 대해 전산 및 실험적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실은 미 개척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기반 기술 및 연구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응

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알려지지

않은 공기역학적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들은 향후 개발될 비행체는 물론

생체모방공학을 적용한 초소형/극초소형 날갯짓 비행

체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