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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위치에 따른 현상의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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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ck buffet on a transonic transport aircraft are negative factors that reduce the aerodynamic 
performance of aircraft. The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for position of nacelle/pylon to estimate the trend of 
flow mechanism under the wing that affects shock buffet. To generate external mesh of aircraft configuration that 
change the position of nacelle, snappyHexMesh provided in OpenFOAM was applied. Implicit density-based 
solver(ISAAC) was used for flow analysis. The change of nacelle position along horizontal direction dynamically 
affected the aerodynamic performance of transonic transport aircraft as comparing that of vertical direction. As a 
result of the parametric study of nacelle/pylon pos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optimal position of nacelle can be 
obtained by aerodynam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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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민항 제트 항공기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엔진의 위치는 항

공기의 공력, 하중분포, 진동, 소음, 정비, 조종 특성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주로 민항 제트 항공기의 

엔진 위치는 날개 하부 또는 동체 후방에 배치된다. 날개 하

부 엔진 배치는 동체 후방 엔진 배치에 비해 엔진의 정비, 날

개 및 동체의 무게, 전체 항공기의 중량 배분에서 장점을 가

진다. 또한 나셀의 흡입구가 동체와 날개에 의한 공기역학적 

간섭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현대 민항 제트항공기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1].

그러나, 날개 하부에 위치한 엔진은 날개 하부 유동에 영

향을 미쳐 공기역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나셀, 파일론, 날개

에 의해 형성되는 수축-확산 노즐(Convergence-divergence 

nozzle) 형상 공간에서의 간섭현상(Interference effect)은 날개 

하부 유동의 가속화를 유발한다. 이는 충격파를 발생시켜 항

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심한 경우에는 강한 충격파에 의한 박

리로 인해 천음속 버펫(Buffet)이 발생하게 된다[2]. 항공기에

서 발생하는 비정상 유동 현상인 천음속 버펫은 충격파의 진

동 및 박리 영역에서의 과도한 압력 섭동을 수반함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포위선도(Flight envelop)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천음속 영역이 주요 운용 범위인 민항 제트 

항공기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날개, 엔진, 파일론 사이의 간

섭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펫을 고려한 엔진 위치 설계가 

요구되어 진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엔진 위치 설계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엔진, 파일론, 날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섭현상

에 의한 버펫 유동 메커니즘 분석하고, 버펫 발단의 예측을 

통한 엔진 설계 범위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항공기에서 엔진의 배치에 따른 성능 분석은 여러 연구에

서 진행되어 왔다. Rossow et al.[3]은 민항 항공기 순항조건에

서의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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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유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Euler 식을 이용해 간섭

현상을 적절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전체 운항 조건 중 버펫

이 일어날 수 있는 하강 또는 선회 운항조건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Saitoh et al.[4]은 하강 운항조건에서 발생하

는 간섭항력 및 버펫을 줄이기 위해 나셀 위치 및 날개 단면

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으나, 수직 방향으로의 엔진 위

치만을 고려하였고, 버펫 발단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

아 설계 범위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Jing et al.[5]은 Navier 

-Stokes식을 이용하여 나셀, 파일론, 나셀 사이에 발생하는 간

섭현상을 줄이기 위한 나셀의 위치 설계를 수행하였으나, 설

계 과정에서 버펫을 고려한 설계범위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외에도 엔진 위치에 따른 유동특성을 분석한 논문들

[6,7]이 있으나, 하강 또는 선회 조건과 같은 임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버펫을 지연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위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엔진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버펫에 대한 유동 메커니즘과 공

력성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버펫의 원인

인 엔진, 파일론, 날개 사이의 강한 충격파와 날개 뒷전에서 

발생하는 역압력 구배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고[3], Navier 

-Stokes 해석에 비해 보다 빠른 격자 생성 및 해석이 가능한 

Euler 해석을 수행하였다. 나셀의 위치 변화를 위해 CAD프로

그램인 Solidworks를 사용하고, 항공기 형태의 변화에 따른 자

동격자 생성을 위해 OpenFOAM에서 제공하는 snappyHexMesh 

[8]를 사용하였다. 전산 유동 해석을 위해서는 OpenFOAM의 

기 개발 및 검증된 ISAAC[9]를 사용하였다. 또한, 정상적 천

음속 버펫 예측방법으로 공력 특성 곡선 꺾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버펫 발단 경계를 예측하였고 버펫 발단 이후에 나

타나는 비정상 유동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유동메커니즘에 대

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

는 엔진 위치설계를 위한 정성적인 경향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The System of Numerical Simulation

본 논문에서는 OpenFOAM을 이용하여 항공기 초기 설계

단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CAD프로그램을 활용

한 형상변형의 체계화, snappyHexMesh를 이용한 자동격자생

성, 기 검증된 OpenFOAM의 내재적 압축성 해석자인 ISAAC

을 이용한 Euler 해석을 통해 수치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1.1 CAD-based Geometry Control

본 연구에서는 AIAA 2nd drag prediction[10]에서 제공하는 

Fig. 1 CAD-based geometry control process using Solidworks

DLR-F6 Wing/Body/Pylon/Nacelle(이하 DLR-F6 WBPN) 형상을 

기준으로 나셀의 위치 이동을 적용하였다. CAD프로그램인 

Solidworks를 활용하여 나셀의 위치를 변화 시킨 표면 형상을 

생성하였으며, Solidworks에서 제공되는 기능인 어셈블리와 

history기능을 이용하여 설계변수에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 나셀의 위

치에 따라 발생하는 파일론 형상의 변화 및 표면 형상의 생

성은 Fig. 1에 나타낸 과정을 통해 수행되어진다. 동체와 날개

는 고정되어진 상태에서 나셀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그 다음

에 파일론의 앞전과 뒷전이 나셀과 날개의 접합부에 부여된 

구속조건을 따라 파일론의 표면이 재생성 된다.

2.1.2 격자 자동 생성

나셀의 위치 변화에 따라 항공기 외부형상은 변화한다. 이

러한 형상변화에 따라 외부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외부격

자의 자동생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OpenFOAM에서 제공하는 자동 격자 생성 유틸리티인 

snappyHexMesh를 이용하였다. snappyHexMesh는 자동적으로 3

차원 다면체 격자를 생성하는 자동 격자 생성 프로그램이다. 

임의의 형상에 대한 표면정보인 STereoLithography(STL) 파일

을 이용하고, 임의의 형상 주위에 육면체 격자를 생성하는 

castellate 과정과 형상과 격자를 일치시켜 다면체 격자로 바꿔

주는 snap 과정, 그리고 경계층 격자를 생성해 주는 add-layer 

과정을 통해 격자를 생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해석하는 

DLR-F6 WBPN 형상은 날개와 동체 접합부 또는 날개 뒷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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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dure of grid generation using snappyHexMesh

Fig. 3 The Mesh of DLR-F6 WBPN

같이 표면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격자생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정

보를 가지는 Feature line을 생성하여 추가적인 격자생성과정

을 수행한다. Fig. 2는 snappyHexMesh의 개념을 나타낸 그림

이다. 이와 같은 격자 생성 방법은 계산영역의 크기, 항공기 

주위의 격자 크기, 경계층 높이 및 개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 입력만으로 격자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병렬작업도 가능

하여 자동격자 생성에 매우 유리한 격자 생성 방식이다. 또한 

생성하고자 하는 격자의 질을 몇 가지의 입력 값을 통해 지

정할 수 있으며, 해석형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동일한 정도의 

격자질을 유지하여 재생성 할 수 있다. Fig. 3는 2nd AIAA 

drag prediction에서 제공하는 DLR-F6 WBNP 형상에 대한 격

자 생성 결과이다. 

2.1.3 수치 해석 기법

최근 Kim et al.[11], Kim et al.[12]은 OpenFOAM을 이용한 

압축성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공개된 압축성 유동 해

석자는 SIMPLE 알고리즘 및 외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력해석에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hin et al.[9]은 Oliver Born의 외재적 시간 적분법이 적용된 

Density-based turbo 해석자를 기반으로 LU-SGS를 이용한 내재

적 기법이 적용된 압축성 유동 해석자인 ISAAC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ISAAC을 이용하여 압축성 유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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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p distribution at cruise condition(y/b=0.331)

Euler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방경계에는 Riemann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며, Flux scheme으로는 Roe[13]의 approximate 

Riemann solver를 사용하였다. Flux계산의 고차 정확도를 위해 

Venkatakrishnan[14]의 multi-dimensional limiter를 사용하였다. 

2.2 수치 해석 검증

2.2.1 간섭 현상(Interference Effect)

본 논문에서는 snappyHexMesh[8]로 생성된 격자를 사용하

여 Euler 해석을 통해 버펫의 원인이 되는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의 간섭현상의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Rossow et 

al.[3]는 Euler 해석을 통해 나셀의 설치 때문에 나타나는 유동 

변화 및 간섭현상을 적절히 예측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uler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snappyHexMesh

에서 경계층 격자를 추가하기 위한 add-layer 과정은 생략하였

다. 항공기 형상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질의 외부 격자를 생

성하기 위해 격자질을 조정하는 파라메터는 고정하였다. 

2nd AIAA drag prediction workshop[10]에서는 DLR-F6 형상

의 여러 유동 조건에 대한 실험치 및 수치 해석 데이터를 제

공한다. Fig. 4는 DLR-F6 WBPN 형상 순항 검증 조건

(∞    ×
  deg)에서의 파일론 근방의 

날개표면(y/b=0.331)에서 실험치와 여러 해석자 및 본 연구에

서 해석한 압력분포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치 및 기존의 

Navier-stokes 수치해석 결과[10]와 비교했을 때, 나셀, 파일론, 

날개사이의 간섭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의 강도와 위치

를 Rossow et al.[3]의 해석결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ossow가 언급한 바와 같이 Euler 해

석의 특성상 나타나는 날개 윗면의 충격파 위치이동과 뒷전 

압력 하중에 대한 과도한 예측으로 인해 양력을 약 4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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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ch number contour at the descent condition
                   (∞  deg)

(b) Mach number contour at the descent condition(y/b=0.331)

Fig. 5 Flow analysis for the DLR-F6 WBPN configuration

크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치와 비교했을 때, 나셀이 없는 Wing-Body 형상 대비 약 

10%의 동일한 양력 손실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SAAC과 snappyHexMesh를 이용한 Euler 해

석이 항공기에서 나타나는 나셀, 파일론, 날개 간의 간섭현상

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2.2 항공기 하강 조건에서 파일론에 발생하는 버펫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버펫은 대부분이 하강 또는 선회와 

같은 임계 운용 조건에서 발생한다. 유동조건은 Koc et al.[7]

이 수행한 수치해석결과 파일론 표면에서 버펫이 발생하는 

임계조건인 하강조건(∞  deg)으로 선정하였

다. DLR-F6 형상의 날개 붙임각은 5.87deg로 하강조건에서 날

개에 적용되는 받음각은 약 3deg이다. Fig. 5(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항공기 운용구간 중 하강조건에서는 날개상부보다 

날개하부에서 유동의 가속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Fig. 5(b)

Experiment  Lift loss
WB 0.557468 10.88%

WBPN 0.49679 -
ISAAC_Euler  Lift loss

WB 0.818806 9.99%
WBPN 0.737 -

Table 1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Calculation

Fig. 6 Parameter definition of nacelle position

와 같이 나셀, 파일론, 날개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노즐 형상 

공간에서 유동속도가 ∞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충

격파의 강도가 강해진다. 충격파 이후에는 유동이 아음속이 

되고 확산 영역에서 감속함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

로 인해 충격파에 의한 박리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의한 

압력의 섭동의 영향으로 버펫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석자를 이용해 버펫에 의한 충격파

의 진동이 확인 되었으며 충격파에 의한 박리에 의해 발상하

는 버펫을 예측 할 수 있었다.

2.3 나셀 위치에 대한 유동효과 분석

2.3.1 꺾임 분석법을 이용한 버펫 발단(Buffet Onset) 탐색

버펫의 원인은 Fig. 5(b)와 같이 날개 뒷전에서 발생하는 

박리이다. 이러한 날개 뒷전에서의 박리의 영향은 후류를 통

과하여 날개 위아랫면의 유동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날개 뒷

전 주위의 압력 및 순환(Circulation)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압력 및 순환의 변화는 양력의 변화를 가져온다. 

Pearcey and Holder[15]에 의하면, 이러한 공력하중(Mean 

aerodynamic load)의 변화 즉, 유동 박리에 의한 양력의 변화

량이 버펫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버펫이 발생할 때의 유

동특성을 반영하여 Lamar[16]은 공력 특성 꺾임 분석법을 제

안하였다. 공력 특성 꺾임 분석 방법은 유동 조건 및 항공기

의 형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공력 특성의 불연속 지점 및 

기울기의 급격한 부분을 판단하여 버펫 발단을 예측하는 방

법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기 초기 설계 단계

에서 적용이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력 및 항력을 이용한 꺾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나셀의 위치에 따른 버펫의 원인이 되는 유동현상

을 분석하였다.

2.3.2 나셀의 위치에 따른 파일론에서의 버펫 분석

나셀 위치의 이동에 따라 파일론에서 발생하는 버펫을 분

석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나셀의 위치는 

Fig. 6와 같이 나셀의 중심을 기준으로 날개 앞전까지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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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0.1 -0.05 +0.05 -0.1 +0.05 +0.05 +0.1
 0.2137 0.2089 0.2125 0.2175 0.2259 0.2226 0.2158 0.2103

∆ (%) - -2.2 -0.6 1.8 5.7 4.2 1.0 -1.6 
 0.0175 0.0169 0.0168 0.0174 0.162 0.162 0.0171 0.0183

∆  counts(%) - -6(-3.4) -7(-4.0) -1(-0.6) -13(-7.4) -13(-7.4) -4(-2.3) 8(4.6)
∆(%) - 1.2 3.4 2.4 14.2 12.5 3.4 -5.9 

Buffet or No buffet Buffet No buffet No buffet Buffet No buffet No buffet No buffet No buffet

Temporal calculation steady/
unsteady steady steady steady/

unsteady steady steady steady/
unsteady

steady/
unsteady

Table 2 Aerodynamic performance data of CFD result

Fig. 7 Set of parameter of nacelle position simulated

수평거리를 나셀이 위치한 날개의 코드길이(=133.6 mm)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위해 Fig. 7과 

같이 기준형상인 DLR-F6 WBPN의 나셀위치를 기준으로 기준 

코드 길이의 5%씩 수직방향(∆ )으로 3 Case, 수평방

향(∆ )으로 4 Case로 나셀을 이동시켜 해석을 수행하

였다. 나셀의 위치에 따른 항공기의 성능은  , 와 경

향성 판단을 위한 초기 나셀 위치 대비 ∆를 통해 

평가하였다. Table 2는 각 나셀의 위치에 따른 성능 및 버펫

의 발생 유무를 나타낸 표이다. 또한 나셀의 위치에 따른 항

공기 성능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8(a)는 수직 방향으로의 나셀의 위치변화를 

적용한 결과 나타나는 공력성능의 변화 그래프이다. 나셀의 

음의 수직방향 이동 즉, 나셀이 날개에서 멀어질수록 양력과 

항력이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수직방향의 

나셀 위치변화는 양항비 성능에 적게 영향을 미쳤다. 신속하

게 버펫 발단을 예측 할 수 있는 공력꺾임분석법을 적용했을 

때, 나셀에 날개에서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양력 및 항력의 기

울기가 0.0부터 -0.05사이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

으로 보아 이 범위의 나셀 수직 위치에서 버펫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0.05위치 이하에서부터 버펫이 

사라진다. Fig. 8(b)는 나셀의 수평방향 위치이동에 따른 항공

기 공력성능의 변화 그래프이다. 수직 방향의 위치 이동에 비

해 공력성능 변화 기울기가 큰 것으로 보아 수직방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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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 , ∆ along the nacelle
                position

이동에 비해 항공기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나셀이 날개 앞전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양력이 

증가하고 항력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인해 양항비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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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rea ratio definition after shock wave

경향이 나타났다. 공력 꺾임 분석법을 적용하였을 때, 나셀이 

날개의 앞전 방향이동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양력 및 항

력의 기울기가 0.0부터 -0.05사이에서 급격하게 변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범위에서 수평방향의 버펫이 발단하는 

나셀의 수평위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나셀을 

날개의 앞전 방향으로 이동 시킬 때, 양항비의 증가와 함께 

버펫이 일어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나셀의 위치 변수는 수직방향

보다 수평방향의 나셀이동이 버펫을 고려한 설계에 더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3.3 노즐 형상 구간의 면적비와 버펫간의 관계 분석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버펫의 원인은 날개 

뒷전에서 발생하는 박리이다. 이 박리현상은 충격파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충격파 이후에 나타나는 아음속 유동이 나

셀과 날개사이에서 형성되는 노즐형태의 구간의 확산영역에

서 나타나는 압력의 증가로 일어나게 된다. 즉, 버펫의 원인

이 되는 날개 뒷전의 박리는 이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에서 

형성되는 노즐의 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충격파가 생성되는 지점 이후의 

노즐 형상 구간의 면적비와 파일론에서 생성되는 버펫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3는 나셀의 수직, 수평위치에 따른 

충격파 이후의 노즐 형상 구간의 면적비와 버펫 발생 유무를 

나타내었다. 1.6이상의 노즐 형상 면적비를 가지는 나셀의 위

치에서는 버펫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은 나셀의 

위치에 따른 파일론 근처의 마하수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나

셀을 날개와 떨어뜨리거나 날개의 앞전 방향으로 이동시킨 

경우와 같이 노즐 형상 구간의 면적비가 적은 나셀의 위치에

서는 날개 뒷전에서 발생하는 박리영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

Nacelle position  Buffet or No buffet
-0.1 1.19 No buffet
-0.1 1.29 No buffet

Initial 1.60 Buffet
+0.1 2.11 Buffet
+0.05 3.05 Buffet

Table 3 Area ratio VS buffet at each positions of nacelle 

 

 

Fig. 10 Mach number contour at each positions of nacelle (y/b=0.331)

Fig. 11 Snapshots of Mach number contour and flow streamline 
during a single shock-buffet cycle on the pylon : +0.05
  Case

는다. 그러나 노즐 형상 구간의 면적비가 1.6이상인 나셀의 

위치에서는 박리 영역이 날개의 앞전 방향으로 전진하며 커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리영역의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의 섭동은 충격파 주위의 압력에 영향을 주어 

충격파의 진동을 야기한다. Fig. 11과 Fig. 12는 버펫이 발생

하는 나셀의 위치에 대한 비정상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11은 노즐 형상구간의 면적비가 가장 큰 경우인 +0.05

Case에서 나타나는 버펫 유동의 한주기 구간의 순간 마

하수장으로 날개 뒷전에서 나타나는 박리영역의 비정상성이 

충격파 주위의 압력에 영향을 주어 충격파가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나셀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버펫에 의한 항공

기 양력의 진동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12(a)는 수직방향

의 나셀 위치에 따른 양력의 진동을 비교한 것이다. 노즐 형

상 구간의 면적비가 3.0이상인 +0.05  Case의 경우 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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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history at each nacelle position 

진동주기와 폭이 상당히 커 버펫의 강도가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면적비가 줄어들수록 진폭이 줄어들면서 

버펫의 강도가 약해졌다. Fig. 12(b)는 수평방향의 나셀위치에 

따른 양력 진동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12(b)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나셀의 위치가 날개의 앞전방향으로 이동 할수록 버

펫에 의한 양력의 진동주기가 증가하면서 버펫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에

서 형성되는 노즐 형상이 파일론에서 발생하는 버펫의 발생 

및 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나셀의 위치 

설계 시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확인하였다. 

2.3.4 항공기 순항 조건에서 나셀 위치에 따른 성능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하강조건과 같은 항공기의 임계운용 영역에

서 나타나는 버펫을 고려한 나셀 위치의 이동이 순항조건

(a) (b)

Fig. 13 Mach contour at (a) initial and (b) -0.1  : cruise
                  condition

(∞   deg)에서의 항공기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순항조건에서는 하강조건에서 나타나는 

강한 충격파에 의한 버펫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셀, 파일론, 

날개사이의 간섭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해 순항 

조건 성능이 결정되게 된다. Table 4는 버펫을 고려한 나셀의 

위치 이동시 버펫이 일어나지 않는 -0.1 , -0.1Case에 

대해 순항조건에서의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Table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나셀의 위치 이동에 따른 양항비 성능의 변화

가 하강조건과 비교하여 크지 않으나, 하강조건에서 양항비 

성능의 증가가 나타났던 수평방향의 이동이 순항조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3은 나셀의 수평방향 

이동에 의해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강도가 상당히 작아졌음을 나타낸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버펫을 고려한 엔진 위

치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엔진 위치 변화에 따라 나셀, 파

일론, 날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버펫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셀 위치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 결과, 나셀

과 날개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셀이 날개 앞전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버펫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수평방향의 나셀

이동이 수직방향의 이동에 비해 항공기 성능에 주는 영향이 

컸으며 앞전 방향으로의 수평이동이 양항비의 증가를 가져오

기 때문에 나셀의 수평방향 이동이 수직방향 이동에 비해 더

Initial -0.1 -0.1
 0.753 0.735 0.752

∆ (%) - -2.39 -0.13 
 0.0364 0.0354 0.0359

∆ (%) - -2.75 -1.37 
∆(%) - 0.37 1.26 

Table 4 Aerodynamic performance at cruis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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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중요한 나셀의 위치 요소임을 확인 하였다. 나셀, 파일론, 

날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버펫은 날개 뒷전의 박리현상이 원

인으로, 이러한 박리는 형성되어지는 노즐 형상 구간의 충격

파 이후의 면적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버펫을 고려

한 나셀의 위치 설계 시 노즐 형상 구간의 면적비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버펫을 고려한 나셀 위치의 설

계가 순항조건에서도 유사한 성능 향상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 시 엔진 위치에 따른 항공

기 성능에 변화에 대한 정성적인 경향성 확인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엔진 위치의 설계가 가

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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