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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풍동시험은 전산해석에 비해 비행시험 전 많은 데이

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레이놀즈수 효과

(Reynolds Number Effect), 벽면효과(Wall Interference 

Effect), 모형지지부 효과(Model Support Effect) 등에 

대한 보정이 필수적이다. 풍동 시험 결과에 대하여 

모형지지부 보정, 벽면효과 보정 외에도 압력 보정, 

흐름각 보정 등이 일반적으로 수행되며 벽면효과 보

정은 현재까지 널리 연구되어 있으며 모형지지부에 

의한 불확도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풍동시험 모형은 시험부 내에 모형지지부를 이용

하여 받음각(angle of attack, α)과 옆미끄럼각(angle 

of sideslip, β), 롤각(angle of roll, φ) 등의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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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ind tunnel test of 29.7% scaled model of NASA Common Research Model with belly 

model support was performed in small low speed wind tunnel. The static aerodynamic forces 

and moments of CRM were measured with belly sting support configuration. Pitching moments 

of belly sting with various fairings were compared and small interference fairing shape was 

found. The belly sting model support interference and reducing effect of fairing shapes with 

CFD analysis.

   록

29.7% 축소 NASA Common Research Model을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에 장착하여 저속에서 풍

동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형상의 페어링을 장착한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에 대하여 공력계수를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에 장착된 CRM 형상

을 이용하여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벨리 스팅 페어링 형상 변화에 따른 피칭모멘트로부터 벨

리 스팅 간섭 효과를 감소시키는 형상을 찾았다. 전산해석을 통해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의 간섭과 

시험부 페어링의 간섭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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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모형지지부는 밸런스의 종류와 시험의 목

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벨리 스팅(belly sting) 지지부, 핀 스팅(fin 

sting) 지지부, 블레이드(blade sting) 지지부, 삼점

(three strut) 지지부, 하프스팬(half span) 모형지지

부, 스팅(sting) 지지부, 트윈스팅(twin sting) 지지부, 

흡입구(air inlet) 지지부 등 다양한 모형지지부가 있

다. 주로 외장형 밸런스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풍동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모형지지부의 형태는 스트러트

(strut) 타입이며, 내장형 밸런스를 사용하는 지지부

는 스팅 지지부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NASA CRM(Common Research 

Model) 형상을 이용하여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의 간

섭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고 벨리 스팅 페어링 형상

에 따른 모형지지부의 직접 간섭 효과 감소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Ⅱ. CRM 모형  모형지지부

2.1 CRM 형상

본 연구를 위하여 NASA CRM 형상을 사용하였으며 

이 형상은 수퍼 크리티칼 천음속 날개(contemporary 

supercritical transonic wing)를 가진 광폭 동체의 상

업용 수송기 형태이다. CRM은 마하 0.85에서 순항

하며, 순항시 설계 양력 CL=0.5로 설계되었다. 가로

세로비(aspect ratio)는 약 0.9, 후퇴각(leading edge 

sweep angle)은 35°이며, 날개 기준 면적(Reference 

area, S)은 3.01ft2, 날개폭(wingspan, b)은 62.47in, 날

개 코드(mean aerodynamic chord, c)는 7.45in이다. 

모형의 모멘트 중심(model moment reference center)

은 동체 노우즈로부터 35.8in 후방, 동체 기준선으로

부터 하방 1.177in에 위치한다. 나셀은 관통형(flow 

through nacelle) 단순 형상이다. 자세한 형상 데이터

와 시험결과 등은 NASA CRM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Fig. 1은 NASA Ames 11-ft 풍동에서 수행된 

CRM 시험 사진이며 핀스팅(Fin sting) 모형지지부 

형상이다[2].

Fig. 1. CRM with Fin sting support in NASA Ames [2]

항력 예측 워크숍(Drag Prediction Workshops/ 

DPW)은 최신 전산유체역학 계산을 통하여 여객기 

형상의  실질적인 항력을 예측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DPW에서는 현존 전산 Navier-Stokes 해(solvers)와 

모델링 기법의 효율을 검증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

였다. 세 번째 워크숍(DPW-III)까지 날개/동체를 가

진 여객기 형태의 DLR-F4와 DLR-F6형상(파일론/나

셀 추가)에 대한 블라인드 계산을 수행하였으나 2009

년 6월에 개최된 네 번째 워크숍(DPW-IV)에서 세 

번째 블라인드 계산 세트인 본 CRM 형상이 제안되

었다. 이 CRM 형상에 대한 미국 NTF 풍동에서 수

행한 힘과 모멘트, 표면압력, 모형 변형, 표면 흐름가

시화 등의 시험결과는 2010년에 발표되었다[3]. 이 

CRM 형상은 미국 NASA Langley NTF(National 

Transonic Facility) 풍동뿐만 아니라 NASA Ames 

11-ft 풍동[4], 유럽 천음속풍동(European Transonic 

Wind Tunnel, ETW)[5], 프랑스 ONERA[6], 일본 

JAXA[7] 풍동에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풍동내 모형지지부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Cartieri et al.[8], Schimanski et al.[9], Heidebrecht. 

[10] 등과 FLIRET 프로젝트[11]를 통하여 모형지지

부의 영향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려 노력했다. 특히 

Stojanowski et al.[12]와 Mouton[13]은 천음속 조건

에 집중하였으며 최근 Kohzai et al.[14], Rivers et 

al.[15], König et al.[16] 등이 다양한 천음속 풍동에

서 CRM형상의 모형지지부 영향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Rivers et al.[15]은 이 현상을 천음속 구간에

서 동일 모형을 다른 풍동, 다른 모형지지부에 설치

하여 시험하였다. Andreas et al.[5]은 저속이지만 상

대적으로 높은 레이놀즈수 환경에서 CRM에 작용하

는 모형지지부 효과를 연구하였다.

2.2 모형지지부

2.2.1 핀 스  모형지지부

핀 스팅 모형지지부는 주로 항공기의 순항 성능 

측정 시험에 많이 사용된다. Fig. 1과 같이 수직꼬리

날개를 변형해야 하므로 수평 안정성 시험과 옆미끄

럼각 측정에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유발한다. 핀 

스팅 모형지지부는 모형과 지지부 간의 간섭을 최소

화할 수 있으나 수직면으로 약간의 드리프트를 유발

하기도 한다. 핀 스팅 모형지지부를 이용한 CRM에 

대한 핀 스팅 지지부 시험은 NASA NTF, Ames와 

ETW, JAXA에서 수행하였다.

2.2.2 벨리 스  모형지지부

싱글 스트럿 지지부라고도 불리는 벨리 스팅 모형

지지부는 Fig. 2와 같이 모형 하방에서 밸런스와 모

형을 고정하며 일반적으로 외장형 밸런스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모형지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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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M with Belly sting support

그러나 얇은 후방동체와 많은 제어면(수평꼬리날

개, 수직꼬리날개, 벤트럴핀 등)을 고려할 때 후방 동

체에 모형지지부를 삽입할 수 없는 경우, 벨리 스팅 

지지부와 내장 밸런스를 통하여 힘과 모멘트를 측정

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된다.

2.2.3 블 이드 스  모형지지부

Z-스팅 지지부라고도 불리는 블레이드 스팅 모형

지지부는 Fig. 3과 같이 모형의 후방 아래에서 모형

지지부를 삽입시키는 방식이다. 후방동체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높은 장착각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옆미끄럼각이 많이 제

한되는 단점이 있다. ONERA에서 CRM 형상의 신규 

수직꼬리날개 시험을 위하여 블레이드 스팅 모형지

지부를 사용하였다.

Ⅲ. 모형지지부 간섭 보정 

3.1 모형지지부의 간섭(Interference)

모형지지부에 의한 간섭은 크게 직접 간섭(near 

field interference)과 간접 간섭(far field interference)

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직접 간섭은 모형과 스팅의 간섭으로부터 발생하

며 스팅에서 발생하는 후류가 동체 후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직접 간섭은 보정시험으로부터 

보정량을 구할 수 있다. 

벨리 스팅지지부의 경우 지지부 간섭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더미 스팅 방법과 지지부 두께 변화 방법 

등이 있다.

Fig. 3. CRM with Blade sting support

간접 간섭은 모형지지부의 존재로 인한 풍동 내 

흐름장의 변화를 말하며 Panel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모형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장 측정으로부

터 보정량을 구할 수 있다. 

3.2 간  간섭 보정 방법

모형지지부에 의한 시험부 흐름의 간섭은 벽면효

과 보정방법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하

여 보정한다. 모형지지부 시스템의 원거리 유동장

(far-field)은 포텐셜 흐름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모형의 자세, 세로방향 부력으로 인한 

항력 등을 보정하나 보정량은 그리 크지 않다.

ETW의 Heidebrecht는 슬로티드 벽면(slotted wall)

을 갖는 풍동에서 모형지지부의 간접 간섭 보정 모

델을 수치적으로 개발하였다. Heidebrecht는 시험부 

내에 모형지지부가 설치된 형상의 단순화된 CFD 모

델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인 모형을 시험부에 설치한

다고 가정했을 때 CFD 그리드는 약 4~5백만 노드 

정도이며, 일반적인 풍동시험을 계산하는 경우 상대

적으로 빠른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풍동에 대한 보다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부 벽면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필수적이지만, 지

지부의 간접 간섭 효과는 쉽게 얻을 수 있었다. 

Heidebrecht는 시험부에 스팅형상의 정압력 파이

프를 장착하여 수행한 풍동시험 결과와 CFD 모델을 

해석한 결과를 비교하였고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

다. 이 방법은 여러 종류의 모형지지부의 간접 간섭

보정에 사용할 수 있다[10].

3.3 직  간섭 보정 방법

3.3.1 더미 스  보정 방법 

널리 알려진 더미 스팅을 사용하여 모형지지부의 

직접 간섭을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장형 밸

런스 모형지지부 보정 방법은 참고문헌[18]에 잘 기술

되어 있으며 본 시험에 사용된 내장형 밸런스의 모형

지지부 간섭효과 보정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을 정상상태로 시험한다. 이 형상의 시험 

결과는 비행체의 피칭모멘트 계수(Cm)와 벨리 스팅

에 의한 간섭(Cm_b)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

형 자세는 inverted 상태로 시험하며 더미 벨리 스팅

을 장착한 시험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더미 스팅은 

밸런스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non-metric 부분에 부

착한다. 이 형상의 시험 결과는 비행체의 피칭모멘트  

계수(Cm)와 도살 스팅의 간섭(Cm_d), 더미 벨리 스

팅의 간섭(Cm_db = Cm_b)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inverted 자세에서 더미 스팅 없이 시험을 수행

한다. 이 형상의 시험 결과는 비행체의 피칭모멘트 

계수(Cm)와 도살 스팅의 간섭(Cm_d)만을 포함한다.

위 세 종류의 시험 결과로부터 스팅에 의한 간섭을 

제거하는 것은 각각의 간섭효과가 중첩된다고 가정하

면 단순한 산술적인 작업이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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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odel Up + Belly Sting 
   : Cm1 = Cm + Cm_b
② Model Invert + Dorsal Sting + Dummy Sting
   : Cm2 = Cm + Cm_d + Cm_db
③ Model Invert + Dorsal Sting
   : Cm3 = Cm + Cm_d
④ Model only : Cm = Cm1 + Cm3 – Cm2

그러나 더미 스팅 방법은 보정시험을 위해 모형 

교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심각한 단점

이 있다.

3.3.2 모형지지부 두께변화 방법 

벨리 스팅 지지부 직접 간섭 효과를 보정하는 다른 

방법에는 모형지지부 두께 변화 방법이 있다[19]. 이 

방법은 모형지지부의 두께를 변화시켜 측정한 시험

결과로부터 Ds(Support Diameter)/Df(Fuselage Dia- 

meter) 즉, 모형지지부가 영(0)이 되는 점에 간섭이 없

다고 가정하여 보정하는 방법이다. Fig. 4는 옆미끄럼

각 0도일 때, 여러 받음각에서 모형지지부 두께 변화

에 따른 저속통제기 형상의 피칭모멘트 계수의 변화

이다. 옆미끄럼각이 일정하므로 받음각 변화에 대한 

모형지지부 간섭 효과는 일정함을 볼 수 있다. 옆미

끄럼각이 커지면 지지부 후류에 의한 동체의 간섭면

적이 줄어들어 간섭 효과는 줄어든다.

3.4 직  간섭 감소 방안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는 시험부 내 모형 하부에 

장착되며 단면은 원형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원통 후방에서의 흐름은 비정상 유동이다[20]. 원통 

주변의 흐름은 경계층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통 스팬 

방향의 압력 구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원통 주변

에 말발굽형 와류(horseshoe vortex)가 발생한다[21]. 

이미 교란된 원통 후방에는 느린 흐름인 와류

(wake)가 생성되며 원통 후방의 압력이 전방보다 낮

게 되고 이로 인해 x-방향의 경계층 압력(형상) 항력

(boundary layer pressure(form) drag)이 발생하게 

된다. 이 압력의 차이는 z-방향 즉, 동체 하부의 낮은 

압력과 동체 상부의 높은 압력으로 인하여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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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m vs Ds/Df with variable angle of 

attack [19]

a)

b)

c)

d)

Fig. 5. Flow pattern of 2-D bodies [22]

(+)피칭모멘트를 발생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피칭모

멘트는 후류의 동체와의 간섭면적과 관련이 있으며 

음(-)의 계수 보정이 필요하다. 

비교적 낮은 레이놀즈수에서 원통을 지나는 흐름

은 Fig. 5(a)와 같이 후방에 박리와 함께 와류가 생성

된다. 원통형의 벨리 스팀 모형지지부에서 발생한 와

류는 모형 동체 후방과 꼬리날개에 영향을 준다[22]. 

그러나 Fig. 5(d)와 같이 유선형의 물체는 박리로 인

한 와류의 크기를 줄여주고 실린더 자체의 항력계수

도 감소하게 하며 후류로 인한 후방동체에 대한 영

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항공기에 부착된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들은 항력감

소를 위하여 페어링(fairing)을 장착한다. Fig. 6은 흐름

상에 수직으로 놓이는 원통형 물체의 항력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원통 후방에 여러 형태의 페어링을 장착한 

형상의 항력계수들을 보여준다. 각 페어링의 형상에 

따라 임계 레이놀즈수(Critical Reynolds Number)와 

아임계(Sub-Critical), 초임계(Super-Critical)에서 최소항

력() 계수를 표기하였다. 항력이 가장 작은 형상

은 streamlined 형상이며, 다음으로 작은 형상은 2배 

코드 길이의 wedged 페어링 형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페어링의 항력감소 효과에 착안하

여 원통형 벨리 스팅에 streamlined 페어링 형상과 

wedged 페어링 형상을 적용하여 모형지지부의 직접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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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fluence of various fairing an drag of 

circular cylinder at Reynolds no. above 

transition [22]

Ⅳ. 풍동시험

4.1 국과연 소형 아음속 풍동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소형 아음속 풍동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국과연 소형 아음속 풍동은 국과

연 중형 아음속 풍동의 1/4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폐

회로 단일 순환식 풍동이다. 수축비는 1 : 9이며 시험

부의 크기 0.75m(W) × 0.56m(H) × 2.19m(L), 시험부 

풍속은 10~120m/sec이다. 

소형 아음속 풍동의 재질은 적층합판으로 되어있

으며 정체실, 수축부, 시험부를 제외한 원형 단면의 

유로는 등가의 팔각 단면이다(Fig. 7). 

나셀 및 팬은 중형 아음속 풍동의 형태와 같으며 

구동 모터는 유로 밖에 설치되어 있다. 

광각 확산부와 정체부에는 안전 스크린과 열교환

기, 하니콤, 스크린 3장이 설치되어 있어 시험부에서 

좋은 유질의 흐름을 유지한다. 

Fig. 7. ADD Low Speed Pilot Wind Tunnel 

Fig. 8. ADD CRM configurations and dimensions

본 풍동의 제어/자료획득과 자동화 시스템은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 획득 시스템은 총 16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A/D 변환기의 해상도는 16bit이다.

4.2 CRM 시험 모형 설계

풍동시험 모형의 외형은 NASA의 CRM 형상이다. 

풍동 시험부의 크기를 고려하여 모형을 축소하였으

며, 축척은 실물의 0.8%, NASA 모형의 29.7% 크기

이다. 모형은 크게 동체, 주날개, 꼬리날개, 엔진나셀

로 이루어진다. Fig. 8에 모형의 주요 치수를 나타내

었으며 단위는 mm이다.

모형은 시험부 내에 핀 스팅 모형지지, 블레이드 

스팅 모형지지와 벨리 스팅 모형지지 등 3가지 방식

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모형은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표면을 검정색으로 

산화피막 처리를 하였다.

4.3 CRM 시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저속, 저레이놀즈수에서 모형지지부

의 변화에 따른 피칭모멘트 변화에 주목하였다. 시험 

속도는 85m/sec, 마하수 0.246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때의 레이놀즈수는 약 0.3×106이었다. 

힘과 모멘트 계측에 사용된 내장 밸런스의 불확도

는 받음각 0도와 10도에서 Table 1과 같으며, 받음각

(AOA), 시험속도(Velocity), 시험마하수(Mach), 마하

수 불확도(U_Mach), 축력계수 불확도(U_Cx), 수직력 

계수 불확도(U_Cz), 피칭모멘트계수 불확도(U_Cm)

Table 1. Uncertaintie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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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M model with belly support fairing in  

 small low speed wind tunnel 

를 표기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날개의 휨 등에 대한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벽면효과 보정을 수행하

지 않았다. Fig. 9는 페어링을 장착한 벨리 스팅 모

형지지부에 설치된 CRM 시험 사진이며, 수직꼬리날

개가 장착된 형상이다.

4.3.1 에어포일 형상 페어링 효과 시험

본 연구의 목적인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의 간섭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3.4절에서 제안한 에어포

일(airfoil) 형상 페어링을 장착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벨리 스팅은 직경이 20.0mm 원통형이며 Fairing Off

로 표기하였다. Fig. 10에 3번으로 표시한 페어링은 

기준형상이며 NACA 0012 에어포일을 단면 형상으

로 하고, 최대두께는 20.0mm이다. 페어링의 최대두

께 지점부터 꼬리까지 기준길이는 약 117mm이며 기

준길이 대비 1/2로 줄인 것을 페어링 2번, 3/2로 늘

린 것을 페어링 4번으로 시험하였다.

4.3.2 라운드포일 형상 페어링 효과 시험

라운드 포일(Round-foil) 형상 페어링을 장착한 시

험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라운드 포일은 

페어링의 전방부분 형상을 직경 20.0mm의 원통형상

으로 동일하게 제작하고 NACA 0012 에어포일의 최

대두께지점 이후의 형상을 꼬리부분으로 제작하였으

며 이 기준길이는 약 117mm이다. Fig. 11의 페어링 

6번의 기준 길이를 1/4로 줄인 것을 10번, 1/2로 줄

인 것을 5번, 3/2로 늘린 것을 7번으로 시험하였다. 

Fig. 10. Airfoil shape fairing in side and top view

Fig. 11. Round-foil shape fairing in side and  

 top view

Fig. 12. Variable nose shape of fairing in side   

 and top view

4.3.3 페어링 노우즈 형상 변화 시험

벨리 스팅 페어링의 노우즈(nose) 형상 변화에 대

한 간섭효과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Figure 12와 같이 최대두께에서부터 후방 형상은 

동일하나 페어링의 전방 형상이 NACA0012인 2번, 

원통형상인 5번, 타원형상인 8번, 쐐기형상인 9번 페

어링 형상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4.4 풍동시험 결과 

4.4.1 모형지지부 효과 

2.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CRM 형상에 대하여 세 

가지 형태의 모형지지부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

다. 핀 스팅 지지부 형상은 꼬리날개가 없으므로 블

레이드 스팅 지지부와 벨리 스팅 지지부 형상도 꼬

리날개가 없는 형상과 비교하였다.

흐름각 보정을 수행한 세 모형지지부 형상의 양력

계수는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최소항력과 피칭

모멘트는 Fig. 13과 같이 값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팅에 의한 간섭

효과가 작은 블레이드 스팅을 기준으로 스팅 효과 

보정량 dCm은 –0.2(핀 스팅)에서부터 –0.4(벨리 스

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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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rag and Pitching moment coefficients vs  

alpha with various model supports 

4.4.2 에어포일 형상 페어링 효과 

벨리 스팅 지지부의 직접 간섭 효과를 줄이기 위

하여 4.3.1절과 같이 벨리 스팅에 에어포일 형상의 

페어링을 장착하여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페어링에 의한 양력계수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페

어링으로 인하여 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항력계수는 약 0.0015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Table 

1의 밸런스의 오차 0.00154와 유사한 값이다. 그러나 

Fig. 14의 피칭모멘트 계수는 에어포일 형상 페어링

의 코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페어링으로 인한 피칭모멘트 간섭

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4.3 라운드포일 형상 페어링 효과 

4.3.2절과 같은 벨리 스팅에 라운드포일 형상의 페

어링을 장착하여 측정한 항력과 피칭모멘트 계수는 

Fig. 15와 같다. 

라운드포일 형상 페어링에 의한 양력계수의 변화

는 에어포일 형상 페어링과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항력은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항력계수는 약 

 Fig. 14. Lift, Drag and Pitching moment 

coefficients vs alpha with Airfoil 

shaped Belly sting fairing 

0.001 정도 증가하였고 이는 밸런스의 오차보다 작은 

값이다. 피칭모멘트의 경우 라운드포일 형상 페어링

의 코드 길이가 짧아질수록 피칭모멘트는 감소하고 

기준 길이보다 작은 두 경우(fairing 5, fairing 10)는 

간섭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극도로 작은 10번 페어링의 경우 5번 페어

링에 비해 항력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간섭 효과 감

소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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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rag and Pitching moment coefficients 

vs alpha with Round-foil shape Belly 

sting fairing 

4.4.4 페어링 노우즈 형상변화 시험 결과 

4.3.3절과 같이 벨리 스팅을 기준으로 테일의 길이

와 형상은 같고 노우즈 형태를 변화시킨 페어링 형

상들에 대한 시험결과는 Fig. 16과 같다. 

페어링의 노우즈 형상 변화에 따른 양력계수의 변

화는 거의 없고 페어링으로 인하여 항력계수는 약 

0.0012 정도 증가하였고 이는 밸런스 오차 내의 작은 

값이다. 

실험 결과 페어링 5번 형상의 간섭으로 인한 항력 

증가가 가장 작았다. 피칭모멘트의 경우 동일한 테일

로 인하여 모두 간섭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나 

5번 라운드포일 형상 페어링의 피칭모멘트 감소 효

과가 가장 컸다.

4.4.5 더미스  보정 방법과 페어링 방법 비교 

3.3.1절의 더미스팅 방법을 이용한 보정결과와 핀

스팅 모형지지부 시험결과, 벨리 스팅, 벨리스팅 페

어링 시험 결과는 Fig. 17과 같다.

벨리 스팅으로 인한 간섭효과를 가장 많이 완화시

킨 페어링 5번은 피칭모멘트 간섭을 전반적으로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높은 받음각

Fig. 16. Drag, Pitching moment coefficients vs 

alpha with Round-foil shape Belly 

sting fairing 

Fig. 17. Corrected pitching moment coefficients  

 vs alpha for belly sting support and   

 fin sting  support results

에서는 핀 스팅 모형지지부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으로부터 페어링이 모형지지부의 직접 간섭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더미스팅 방법의 보정 결과에 비해 충분히 간섭 

효과를 완화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나 더미 스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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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보정시험 준비 및 보정시험 수행 시간과 

투입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제작 및 장착에 긴 시간

과 노력이 필요치 않는 스팅 페어링 방법은 간섭효

과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산해석결과

5.1 Grid Generation

본 연구를 위하여 Fig. 18과 같이 CRM 형상과 벨

리 스팅, 그리고 페어링의 격자를 ANSYS Meshing

으로 작성하였다. 격자수는 다소 증가하나 형상구현

이 용이한 비정렬(Tetra/prism) 격자로 구성하였으며 

ETW의 수치해석 결과[5]와 비교하여 격자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생성한 격자수는 CRM 벨리 스팅 형상

에 대하여 1,200만 노드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코

드길이 56mm인 본 모델의 날개면에서 격자크기/코

드비는 1.4244%이며 페어링의 격자크기/코드비는 

2.6786%이다. 날개벽면 첫 번째 격자의 높이는 해당 

y+ 값이 1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5.2 Flow Solver

본 연구는 ANSYS CFX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CFX는 fully implicit pressure based coupled solver

로 지배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coupling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또한, 연산 시 multigrid 기법을 적

용하여 반복 계산할 때 국부 발생하는 왜곡된 값이

나 발산을 줄여준다[23]. 본 Solver는 DPW Ⅱ, Ⅲ에 

참여하여 항력예측에 대한 검증을 발표된 바 있으며, 

발표에 사용하였던 SST 난류 모델을 본 연구에 적용

하였다[24].

5.3 Boundary Condition

본 연구의 해석 조건은 M = 0.25, Re = 0.3×106 

영역에 대하여 실물의 0.8% 축소 모델로 수행하였다. 

 Fig. 18. Configuration volume mesh for belly 

sting fairing #5

해당 레이놀즈수 영역은 천이구간에 속하나, 시험 환

경조건이 내부유동에 속하며 풍동의 규모를 고려하

여 난류로 가정하였다. 입구유속은 M = 0.25에 해당

하는 85 m/s를 적용하였고, 출구는 대기압으로 설정

하였으며, 작동온도는 25°C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5.4 계산 결과

계산결과의 공력 계수는 Fig. 19와 같이 100회 반

복계산 후 변화폭(fluctuation)이 크지 않아 수렴결과

를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Figure 20은 No스팅, 핀 스팅, 벨리 스팅 그리고 

벨리 스팅+페어링 5번 장착 형상의 피칭모멘트 계산 

결과와 시험결과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풍동시험결과

는 페어링의 효과가 보이는 반면, 실선으로 표시된 

계산결과는 모형지지부의 종류에 따른 스팅효과 보

정량이 dCm 약 0.04로 시험결과와 유사하다.

Figure 21은 페어링이 없는 벨리 스팅 지지부에 장

착된 CRM 형상의 받음각 8도일 때 모형 주변 압력

장 계산 결과이다. 모형지지부의 존재로 인하여 전방

으로 높은 압력, 후방으로 낮은 압력장이 형성되고 

수평 꼬리날개와 주 날개 주변의 압력장이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Figure 22는 벨리 스팅에 페어링 5번을 장착한 형

상에 대한 받음각 8도에서의 계산 결과이다. 페어링

Fig. 19. Monitoring points for belly sting fairing 

#5 at  10°

Fig. 20. Cm with variable supports and fair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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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ressure contour for Belly Sting 

configuration at   8°

으로 인하여 모형지지부 전방의 높은 압력이 줄어들

고 페어링 후방은 오히려 동체 가까운 쪽의 압력으

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3은 받음각 8도에서 비행체 아랫면의 표면

압력분포 및 속도장 계산결과이며, 페어링이 없는 벨

리 스팅 지지부 형상(상)과 페어링 5번 형상을 장착

한 벨리 스팅 지지부 형상(하)의 계산 결과이다. 

벨리 스팅으로 인하여 동체 후방에 Fig. 5(a)와 같

은 vortex street이 발생하였으나, 페어링을 장착함으

로써 후방동체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정화되고 압력

차가 줄어든 면적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기대하였던 페어링으로 인한 피칭모멘

트 계수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Fig. 22. Pressure contour for Belly Sting with 

Fairing #5 at   8°

Fig. 23. Surface pressure coefficient contours  

 and surface-streamline with belly      

 support and fairing#5 at   8°(lower  

 side view)

Ⅵ. 결  론

풍동시험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모형지지부의 

간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별히 후방동체 형

상의 제한 등으로 동체 하방에 벨리 스팅을 장착해

야하는 경우 모형지지부로 인한 항력과 피칭모멘트

는 간섭 효과를 검토하였다. 

NASA의 CRM 형상을 이용하여 모형지지부에 따

른 공력계수를 비교하여 모형지지부의 직접 간섭 효

과를 확인하고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에 의한 피칭모

멘트 간섭 효과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감소시키

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벨리 스팅 앞부분의 형상 변화 및 후방 형상의 길

이 변화 등 다양한 페어링 형상에 대하여 시험을 수

행하여 벨리 스팅 간섭 효과를 감소시키는 형상을 

찾아 정량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최종 선택된 페어링 형상 시험 결과를 핀 스팅과 

더미 스팅 보정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높은 받

음각에서 페어링 형상 보정 결과와 핀 스팅 시험 결

과는 비교적 잘 일치하였으나 더미 스팅 보정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전산해석을 통해 벨리 스팅으로 인하여 모형지지

부 전후방의 압력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모형지

지부로 인한 직접 간섭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페어링으로 그 직접 간섭 효과가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 계산을 통하여 페어링이 벨리 

스팅 모형지지부의 직접 간섭을 완화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으나 스팅프리 조건을 위한 추가 보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CRM 형상에 

대한 결과이므로 간섭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모델에 대한 연구와 페어링 형상의 최적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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