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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twist angle and wing planform shapes were selected as design variables 

and optimiz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flying-wing type UAV. Flying-wing aircraft has no 

separated fuselage and tails, which has advantages i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stealth 

performance, but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flight stability. In this paper, the sweep back angle 

and twist angle were optimized to obtain the lateral stability, the static margin and wing 

planform shapes were optimized to improve the longitudinal stability of the flying-wing, then 

effect of the twist angle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stability of the shape with the 

winglet and the shape with the twist angle. In the optimization formulation, focusing on 

improving stability, constraints were established, objective functions and design variables were 

set, then design variable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obol method. AVL was 

used for aerodynamic analysis and stability analysis, and SQP was used for optimization. The 

CFD analysis of the optimized shape and the simulation of the dynamic stability proved that 

the twist angle can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 of the lateral stability as well as the stealth 

performance in the flying-wing instead of the winglet.

   록

본 논문에서는 전익기형 무인기의 비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날개 평면형상 및 비틀림 각을 포함

하는 형상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익기는 독립된 동체와 꼬리날개가 없어 공력특성과 스텔스 

성능에 장점이 있는 반면, 정적 여유 및 비행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 안정성 

개선을 위하여 비틀림 각과 후퇴각을 최적화 하였으며, 세로 안정성은 정적 여유와 날개 평면형상

을 최적화 하여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비틀림 각의 영향은 윙렛이 장착된 형상과 비틀림 각이 있

는 형상의 안정성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최적화 문제구성에는 안정성 개선에 초점을 두어 제약

조건을 수립하고 목적함수와 설계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설계 변수에 대하여 Sobol 방법을 

이용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력해석 및 안정성 해석에는 AVL이 사용되었으며, 최적화 방

법으로는 SQP를 사용하였다. 최적화 결과 형상에 대한 CFD 해석 및 동안정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틀림 각이 윙렛을 대신하여 전익기의 스텔스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비행안정성 개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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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받음각 (deg)
 = 설계 변수 행렬

 = Elevator 각 (deg )

 = 부등호 제약조건

 = 정적 여유 (%)

 = 날개면적 ()

 = 감쇠 비

 = 고유 주파수

 = 항력 계수

 = 양력 계수

 = 모멘트 계수

 = 롤 모멘트 계수

 = 측력 계수

 = 요 모멘트 계수

Ⅰ. 서  론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6세대 전투

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6세대 전투기의 필요 요구 

능력은 5세대 전투기 능력을 포함하며 센서 통합능

력, 극/초음속 비행, all-aspect 스텔스(Stealth),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율화 등이 있다[1]. 이 중에서 스텔

스 능력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능력으로, 레이더에 

포착되는 RCS(Radar Cross Section)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RCS 면적은 레이더와 수직으로 마주보고 

있는 winglet, fin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미익을 없애거나(Flying-wing), 기울이는

(F-22)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2]. 수직미익이 없고 동

체가 없는 flying-wing 형태의 항공기는 꼬리날개와 

동체가 없어 공력특성과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차세

대 무인기 형상에 적합하다[3,5]. 하지만 꼬리날개의 

부재로 가로 및 세로안정성 확보가 어려우며, 동체가 

없어 정적 여유(Static Margin) 확보 또한 어렵다[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는 캠버(Camber) 선이 위로 휘어진 reflex 에어포일

(Airfoil)을 사용하는 것이다[3]. 일반적인 에어포일은 

캠버가 아래로 휘어져 있어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기수 내림 모멘트가 발생하여 꼬리날개가 있

는 항공기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2,8]. 하지만 꼬

리날개가 없는 flying-wing에서는 부적합하며, 받음

각이 증가함에 따라 기수 내림 모멘트가 크지 않는 

reflex 에어포일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후퇴각을 

적용하는 것이다. 후퇴각은 중립 점(Neutral Point)과 

무게중심을 날개 뒷전으로 후퇴시켜 정적 여유 확보

를 통해 세로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측풍에 대

하여 롤(Roll)과 요(Yaw) 모멘트를 발생시켜 가로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3]. 마지막으로 비틀림 각

(Twist Angle)과 상반각(Dihedral)을 이용하는 것이

다. 이 두 방법은 날개에 수직 날개효과와 같이 방향 

안정성과 특히 dutch roll 모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밖의 방법으로는 split drag rudder를 이용하여 요 

모멘트를 발생시켜 방향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4].

Flying-wing의 형상설계에 있어서 여러 목적 함수

와 설계변수, 제약 조건을 조합할 수 있으며, 항공기 

공력특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과

정이 필수적이다[6]. 그 이유로는 설계 변수의 작은 

변화는 공력특성 및 안정성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때문에 설계 변수간의 trade-off를 통해 제약 

조건과 목적함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flying-wing의 안정성을 winglet

을 장착하여 통해 세로 및 가로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비행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였다[13].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flying-wing은 

수직미익과 winglet 등 꼬리날개와 동체가 없는 날개 

형상을 의미하며[3,7],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형상

을 초기 입력 형상으로 하여, flying-wing을 구현하

기 위하여 winglet 없이도 비틀림 각과 날개 형상 변

수를 최적화하여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

고자 한다.

Ⅱ. Methodology

2.1 Baseline 형상

Figure 1은 본 연구진의 이전 연구 결과 형상으로

써, flying-wing의 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winglet

이 설계되었다[13]. 세로 안정성은 reflex 에어포일을 

적용하고, 정적 여유와 후퇴각, chord 길이를 반복설

계를 통해 개선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및 비행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로 reflex 에어포일과 설계 

변수, winglet의 flying-wing의 비행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

대로 초기 입력 형상은 이전 연구의 날개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형상 정보는 Table 11에 최적화 결과 함

께 나타내었다.

Fig. 1. Baseline with wingle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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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 화 과정

Figure 2는 본 연구의 최적화 과정을 도식화 한 것

이다. 첫 번째로는 이전 연구의 결과물인 winglet이 

적용된 형상과 winglet이 없는 clean 형상, 비틀림 

각이 적용된 형상을 해석·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비

틀림 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최적화 문제 구

성에 적용하였다. 문제 구성의 제약조건은 항공기 비

행 안정성 규정 MIL-HDBK-1797A[14]를 참조하여 

구성되었으며, 목적함수 및 설계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후 설정된 설계 변수의 제약조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변수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Baseline을 초기 입력 값으로 설정했으며, 형상정보

가 AVL(Athena Vortex Lattice)에 입력되어 공력 및 

비행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해석결과가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를 통해 제

약조건에 만족하며 정밀 목표 1.0E-6를 만족할 때까

지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적화 결과 형상은 초기 

baseline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

석을 통해 비교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형상 해석을 위해 사용된 AVL은 VLM 

(Vortex Lattice Method)을 이용하여 공력해석과 비

행 동적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15]. Pereira은 저속

에서 AVL이 다른 VLM 소프트웨어들에 비해 정확도

가 우수한 것을 검증했다[17]. 최적화 방법인 SQP는 

Newton 방법과 Hessian 행렬을 이용하여 해를 찾으

며, 비선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16]. 본 연

구에서는 Python 프로그램 내의 SQP 방법을 내장 

모듈로써 구현한 SLSQP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19].

Fig. 2. Optimization process

2.3 Winglet, 비틀림 각 효과 연구

본 연구에 앞서, 비틀림 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연구 형상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형상을 

해석 및 비교하였다. winglet 형상, winglet이 장착

되지 않은 baseline 형상, 날개 span의 60%에 비틀

림 각이 적용된 형상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비행 

조건은 이전 연구와 동일한 조건인 150m 고도에서 

20m/s로 설정하였다. 항공기 동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short period 모드와 dutch roll 모드를 해석하

였으며, 결과를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냈다. 해석 

결과, short period 모드는 세 형상 모두 감쇄 비가 

커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Dutch roll 모

드에서는 winglet 형상은 높은 감쇠비로 급격히 수

렴하는 반면, baseline 형상은 음의 감쇠비로 수렴하

지 못하고 발산하였다. 그에 반해 비틀림 각 형상은 

winglet 형상에 비해 비교적 느리지만 발산하지 않

고 수렴하였다. 이 결과로 비틀림 각이 가로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용하여 방향 및 가로 안

정성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후 비틀림 각을 

형상 변수로 설정하여 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형

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Short period 

mode

Damping ratio

Short period 

mode

Natural frequency

Baseline with 

winglet shape
0.813 15.91

Baseline 

shape
0.782 19.97

Baseline with 

twist shape
0.724 20.03

Table 1. Short period mode results 

Dutch roll 

mode 

Damping ratio

Dutch roll 

mode

Natural frequency

Baseline with 

winglet shape
0.274 8.693

Baseline 

shape
-0.002 1.640

Baseline with 

twist shape
0.036 2.140

Table 2. D utch roll mod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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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 화 문제구성

외란에 의한 항공기 세로 방향 운동에는 phugoid 

모드와 short period 모드가 있는데, phugoid 모드는 

아주 작은 진동과 긴 주기로 flying-wing에서는 발생

하지 않거나 큰 감쇠비로 조종성에 큰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3]. 그에 반해 short period 모드는 큰 진

동과 짧은 주기로 세로방향 안정성 및 조종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로 방향 운동에는 roll 모드, spiral 

모드, dutch roll 모드가 있다. Roll 모드와 spiral 모

드는 비 진동운동이며, 가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

치지 않는다. Dutch roll 모드는 수렴과 발산이 있으

며, 요 운동과 롤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 발산 할 경

우 가로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3,9,10].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운동은 이 두 운동이

며, MIL–HDBK-1797A에서 각 운동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였다. 다른 세 운동은 최적화 결과 형상에 대

해 추가적으로 해석하였다.

2.4 .1 MIL- HD BK- 17 9 7 A

미 공군 군용기 감항인증 규격서 MIL-F-8785C의 

후속 버전인 MIL-HDBK-1797A는 항공기 비행 조종 

시스템에 구분 없이, 비행 안전과 임무 수행도의 척

도인 비행 품질을 구분한다[11]. 각 규정은 항공기 

등급 및 요구 비행 단계에 따라 구분되며, 만족도 레

벨에 따라 요구사항이 구별된다. 각 항공기 등급은 

Table 4와 같으며, 요구 비행 단계는 Table 5에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비슷한 급의 무인

기 형상 최적화를 위해 작고 가벼운 항공기 이며, 급

격한 기동과 정밀 추적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 

등급 및 비행 단계인 Class I, Nonterminal B를 채택

하였다. Tables 6-10은 각 운동의 안정성 요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적화 과정에서

는 short period 모드와 dutch roll 모드 요구 조건을 

참고 했으며, 형상 최적화에 있어 flying-wing의 안

정성 확보에 비중을 두었고, 제약 조건은 카테고리 B

의 최고 높은 안정성 요구조건인 Level 1을 바탕으

로 구성하였다. 이외의 제약 조건 및 목적 함수는 

(1)과 같다.

    


  









  ≤

  ≤ 
  ≤ deg
  ≤ deg
  ≤ deg
   ≤ 
   ≤ 
     ≤ 

(1)

Aircraft class Specification

Class I Small light aircraft

Class II
medium weight, low 

maneuverability aircraft

Class III
Large, heavy, low ~ medium 

maneuverability aircraft

Class IV High maneuverability aircraft

Table 4 . Aircraf t class specif ications

Type
Cate-

gory
Definition

Nonterminal

A
require rapid maneuvering, 

precision tracking

B
gradual maneuvers and 

without precision tracking

Terminal C

gradual maneuvers

and require accurate 

flight–path control

Table 5 . D ef inition of  f light phases

Table 3. Shapes compared f or stabilit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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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y level
Category & requirement

A, C B

1 0.35 ≤ ≤ 1.30 0.30 ≤ ≤ 2.00

2 0.25 ≤ ≤ 2.00 0.20 ≤ ≤ 2.00

3 0.15 ≤  0.15 ≤ 

Table 6 . Short period mode req uirement 

Satisfy 

level

Cate-

gory
Class

Requirement

  

1

A I, IV 0.4 ≤ 0.35 ≤ 1.0 ≤

B all 0.08 ≤ 0.15 ≤ 0.4 ≤

C
I, II, 

IV
0.08 ≤ 0.15 ≤ 1.0 ≤

2 all all 0.02 ≤ 0.05 ≤ 0.4 ≤

3 all all 0.0 ≤ - 0.4 ≤

Table 7 . D utch roll mode req uirements

Level All categories

1 0.04 ≤ 

2 0.00 ≤ 

Table 8 . Phugoid mode req uirement 

Level

Category

Double bank angle time

A, C B

1 12 20 

2 8 

3 4 

Table 9 . Spiral mode req uirement

Level
Category B

60 deg
1 1.3

2 1.7 

3 2.6 

Table 10 . Roll mode req uirement

정적 여유

Flying-wing은 동체가 따로 없어 정적 여유 확보가 

어렵다. 무게 중심이 중립점보다 뒤에 위치할 경우, 

급격한 세로 불안정성이 생겨나므로, 설계 변수들을 

조절하여 정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하였다[2,3].

트림조건에서의 Elevator 변화 각, 받음각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려면 트림조건

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트림 조건에서의 받음각과 

Elevator 변화 각이 실제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위치

해야하므로 이를 제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3].

목적함수로는 항공기 무게와 스텔스 성능 향상이 

기대될 수 있는 날개 면적 최소화로 설정하였다.

2.4 .2 설계 변수

설계 변수는 총 7개로 구성했으며, 각각의 명칭과 

위치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날개는 총 3개의 chord

로 구분하였으며, 총 날개 길이를 2m로 고정한 체로 

chord2의 위치가 변경되며, 또 전체 앞전에서의 후퇴

각은 하나의 변수로 동일하고, 정적 여유와 세로 안

정성 확보를 위한 배터리의 위치, chord2에서 chord3 

사이에 적용되는 비틀림 각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배

터리는 이전 연구와 비교를 위해 동일한 모델(0.9kg)

을 사용했으며, 최적화 과정에서 설계변수들의 변화 

범위는 이전 연구 결과 형상을 초기 입력 형상으로 

하여, 각 설계 변수의 ± 20%~30%만큼을 범위로 설

정하였다. 배터리 위치의 범위는 chord 1의 앞전에서

부터 1%~50%에 위치하며, 모든 설계 변수들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deg
 ≤  ≤ 
 ≤   ≤ deg
 ≤  ≤  

(2)

Fig. 3. D esign v 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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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 각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비틀림 각 효과 

시험에서 얻은 감쇄 비를 참고하여 제약조건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다. 초기 설정된 이 설계변

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목적 함수 및 제약조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2.4 .3 민감도 해석

민감도 해석은 입력된 요인에 의한 결과의 변화에 

따라 반응의 예민한 정도를 해석하는 연구로, 여러 

연구 방법 중 분산 기반 민감도 해석 기법인 Sobol 

방법을 이용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Sobol방

법은 설계 변수들의 관계와 모델에 대한 민감도를 

정량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방법이다[12]. 총 500개의 

sample data를 생성하였으며, Fig. 4는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에 대한 설계 변수들의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8개의 제약조건 중 중복이 되는 제약조건(1-2, 

4-5, 7-8)을 고려하여 5개의 제약조건 변수와 목적함

수에 대해 나타내었다. 각 변수들이 제약조건에 미치

는 민감도를 %로 나타내었을 때, 모든 설계 변수들

은 각 제약조건 및 목적함수에 10% 이상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초기 

설정한 변수 모두 설계 변수로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형상 최 화 결과

3.1 최 화 결과

형상 해석 조건은 이전 연구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고도 150m, 20m/s의 속도에서 해석했으며, 

Fig. 4 . D esign v ariable sensitiv it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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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 Objectiv e f unction conv ergence history

Fig. 6 . Optimum shape &  baseline shape

chord1의 뒷전에 동일한 모터(150g)를 위치시켰다.  

Fig. 5는 목적함수의 수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과

정 중, 100번째 과정 인근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몇 번의 값의 뛰고 내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

로 142번의 과정으로 1.0E-6의 오차 범위를 만족하는 

값으로 수렴했다. 최적화 결과 형상과 설계변수, 제

약조건 및 목적함수 결과는 Fig. 6과 Table 11에 나

타내었다. 초기 입력 형상에 비해 최적화 형상의 후

퇴각은 비슷하나 날개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제약 조건 값들은 허용 범위에 위치하

고 있으며, chord 1의 길이가 줄어듦에 따라 비교적 

정적 여유는 작아졌다. Elevator와의 팔의 길이가 감

소하고 Elevator 면적이 감소하여 변화 각은 커졌으

며, 면적 감소에 따라 트림조건을 위한 받음각은 증

가하였다. 결과 형상과 baseline의 동일한 입력 조건

에 대한 short period 모드와 dutch roll 모드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short 

period 모드의 수렴은 최종 형상이 더 빠르게 수렴

하였으며, dutch roll 모드는 최종형상이 비교적 빠르

게 수렴하며 baseline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수렴하

지 못하고 발산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형상이 level 1

을 만족하고, 초기 입력 형상에 비해 안정성이 개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riable
Baseline 

value

Optimum 

shape 

value

Chord1 0.75 0.6

Chord2 0.47 0.3

Chord3 0.3 0.2

Twist angle 0.0 deg 14.41deg
Location of chord2 0.4 0.25

Sweep angle 35.0 deg 32.8 deg
Location of battery 13.0% 41.6%

Wing area 0.95 0.6

Static margin 10% 7.7%

Elevator deflection -0.36 deg -9.15 deg
Angle of attack 0.06 deg 1.01deg

Short period mode 

damping ratio
0.782 0.750

Dutch roll mode 

damping ratio
-0.002 0.096

Dutch roll mode  1.640 3.453

Table 11. D esign v ariable results 

Fig. 7 . Short period mode simulation result

Fig. 8 . D utch roll mode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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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정  해석을 통한 검증

3.2.1 격자 조 도 해석

최적화 과정에서의 형상해석 결과 검증을 위해 전

산유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생성될 모델의 합리적인 격자 생성을 위해 격자 조밀

도에 따른 결과 수렴성을 해석했다.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난류

모델로는 k-ω SST를 사용하였고, ANSYS[18] 소프트

웨어가 해석에 사용되었다. 경계조건으로는 자유표면

에서 원방 경계조건(Far-Field)과 고체표면에서 점착 

경계조건(No Slip)을 설정하였고, 받음각 0도에서 계

산된 Y+는 1.0이다. 평균 공력 시위선(Mean Aero- 

dynamic Chord)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레이놀즈 

수는 696,676이다. 다른 해석 조건은 최적화 과정에

서 해석한 조건과 동일하다. 격자 수렴성은 4개의 다

른 격자수를 가지는 모델을 해석함으로써 검증되었

으며, 각각의 격자 수와 수렴된 공력계수를 Table 12

에 나타내었다. 격자 수에 따라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는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4번 모델이 가장 정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값에 공력계수

가 수렴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모델과 4번 

모델의 수렴 값의 차이와 해석하는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3번 모델의 격자 수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해석될 모델들의 격자 수

를 생성하였다.

Model 

Name
Mesh Number

Aerodynamics Coefficient

  

1 5,054,963 0.3361 0.0293 -0.2088

2 6,331,503 0.3307 0.0287 -0.2044

3 9,965,987 0.3308 0.0279 -0.2044

4 13,478,096 0.3313 0.0278 -0.2043

Table 12. Grid conv ergence analysis results

Fig. 9 . Grid conv ergence result

3.2.2 최 화 결과 형상 해석

비틀림 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최종형상ⓐ과 최종

형상에 대해 비틀림 각이 없는 형상ⓑ, 그리고 base- 

line의 winglet이 장착된 형상ⓒ을 해석하였다. 평균 

공력 시위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레이놀즈 수는 

ⓐ: 456,455 ⓑ: 456,455 ⓒ: 696,676이다. 각각의 형상

의 mesh는 unstructured 타입으로 생성되었으며, 격

자 수는 ⓐ: 9,072,327개, ⓑ: 8,840,612개, ⓒ: 9,965,987

개를 생성하였다. Fig. 10과 Fig. 11은 형상에 생성된 

격자 및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3은 CFD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항공기 정안정성은 계수

들의 기울기(  0,   0,   0,   0)로써 

판단할 수 있으며, 해석 결과를 유한차분법을 이용해 

기울기를 계산하여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8]. 

Table 14는 형상 별 계수를 나타낸 것이며, 모든 형상

의 모멘트는 평균 공력 시위선의 25%에 위치하는 점

에서 측정하였다. Winglet 형상은 모든 계수 기울기가 

크며 안정성을 가지는 기울기를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비틀림 각이 없는 형상은 값이 작으면서   0의 기

울기로 불안정하다. 최종 형상은 비틀림 각에 의해 계

수 기울기가 커졌으며, 특히 가 작지만   값이 

자체가 비틀림 각에 의해 커졌다. 이 밖의 계수 기울

기들은 안정성을 갖는 부호를 가진 것으로 보아 비틀

림 각에 의해 가로 및 세로 안정성 모두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winglet 형상에 비해 최종형상이 모

든 조건에서 양항비가 높다. 이를 통해 최적화 과정의 

방향성을 검증하였으며, 비틀림 각을 통해 공력 성능

뿐만 아니라 정안정성 또한 확보했음을 확인하였다.

Fig. 10 . Baseline with winglet mesh

Fig. 11. Optimum shape press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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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let

shape
-0.0663 -0.0080 -0.0082 0.0130

Optimum 

shape without 

twist

-0.0004 -0.0011 0.0002 0.0002

Optimum

shape
-0.0005 -0.0048 -0.0004 0.0008

Table 14 . Static stability coef f icients

3.3 동안정성 평가

최적화 과정에서는 형상 동안정성 해석을 위해 

short period 모드와 dutch roll 모드에 관해서만 다

루었다. 이 밖의 운동에 대하여 안정성 해석을 평가

하기 위해 2.2.1절의 Tables 8-10의 phugoid, spiral, 

roll 모드의 안정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석을 추가

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12는 결과 형상의 가로 및 

세로의 모든 운동의 고유 값(Eigenvalue)을 복소수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Table 15는 결과 형상과 

baseline 형상의 각 운동 고유 값이다. 제약 조건에서 

언급하였듯이, 결과 형상의 phugoid 모드 고유 값은 

허수 없이 서로 다른 실수이므로 감쇠비가 1보다 커, 

과도 감쇠 운동을 보이고 있다[9]. Spiral 모드와 roll 

모드 또한 고유 값이 실수이며 비진동운동을 보였다. 

Spiral 모드는 경사각이 2배가 되는 시간이 요구조건

이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or  

ln
(3)

Fig. 12. Result shape eigenv alues

Characteristic 

motion
Optimum shape Baseline

Phugoid 

mode
-1.8445+1.6523 0.0007±0.3283

Short period 

mode
-12.467±10.965 -13.431±10.703

Roll 

mode
-34.742 -23.680

Spiral 

mode
-0.0190 -0.0007

Dutch roll 

mode
-0.3363±3.4536 0.0045±1.6408

Table 15 . Characteristic eigenv alues

Beta Alpha      

Winglet

shape

0. 0. 0.0238 0.1187 -0.0716 0.0000 0.0000 0.0000

0. 2. 0.0278 0.3308 -0.2044 0.0000 0.0000 0.0000

2. 0. 0.0242 0.1171 -0.0707 -0.0160 -0.0163 0.0255

Optimum 

shape 

without twist

0. 0. 0.0143 0.0909 -0.0010 0.0000 0.0000 0.0000

0. 2. 0.0169 0.2332 -0.0018 0.0000 0.0000 0.0000

2. 0. 0.0142 0.0906 -0.0010 -0.0023 0.0005 0.0004

Optimum

shape

0. 0. 0.0276 0.3104 -0.0498 0.0000 0.0000 0.0000

0. 2. 0.0353 0.4504 -0.0508 0.0000 0.0000 0.0000

2. 0. 0.0275 0.3099 -0.0497 -0.0096 -0.0009 0.0017

Table 13. CFD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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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oll mode simulation result 

Roll 모드의 요구사항은 롤 각도 변화에 걸리는 시

간이며 이는 class I, II 항공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AVL 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도 변화 시간을 확

인하였다. 롤 각도 0도를 61.2도로 변화시킬 때의 시

뮬레이션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Table 16은 

각 운동의 level 1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도와 결과 

형상 및 baseline의 값을 정리한 것이다. 결과 형상은 

모든 운동이 Level 1 조건을 만족하는 반면, 초기 형

상의 phugoid 모드와 dutch roll 모드는 발산하며, 

roll 모드의 수렴 속도 또한 느리다. 이를 통해 최적

화 결과 형상의 동안정성 또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 각을 포함한 설계 변수를 

최적화하여 flying-wing의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비틀림 각의 가로 안정성 확보 효

과를 winglet 형상 및 baseline 형상과 비교하여 확

인했으며, 설계 변수를 수립하고 이들의 민감도 해석

을 하였다. AVL을 이용하여 공력 해석과 안정성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SQP를 이용하여 형상 설계 변수

를 최적화 하였다. 최종 형상에 대한 추가 고정밀 해

석 및 안정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력 특성 및 안정

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비틀림 각으로 인한 

flying-wing의 비행 안정성 개선 및 공력 특성 향상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약 조

건들은 모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만족도 레

벨을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하여 최종 형상의 비틀

림 각이 크다. 무인기 레벨에서의 안정성 만족도와 

공력 특성을 고려한 제약조건을 수립하여 최적 설계

를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비틀림 각의 최적 형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최적화 과정에 RCS

해석을 추가하여, RCS에 영향을 끼치는 설계 변수를 

새로이 수립하고, 낮은 안정성 만족도의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Aero & RCS 형상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UCAV 형상 비행 안정성 개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 및 전투기 설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 향상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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