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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음속 영역의 항공기 유동해석에서는 박리흐름과 충격파

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면 DNS 기법이나 LES 기법보

다 효율적인 수치해석이 가능하지만 난류모델에 따라 박리흐

름의 예측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항공기 해석에 있

어서 박리흐름은 공력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러한 난류모델에 따른 결과 차이는 천음속 영역에서 항공기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박리흐름 뿐만이 아니

라 압력분포와 충격파의 위치도 난류모델에 따라 다르게 예

측되기 때문에 난류모델의 선택은 항공기 공력해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RANS 방정식은 난류모델

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해석조건에 따라 적합한 난류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PW2(2nd Drag Prediction Workshop)[1]에서는 다양한 연구

자들이 참여하여 항공기 형상인 DLR-F6 WB(Wing-Body) 형

상과 WBNP(Wing-Body-Nacelle-Pylon) 형상을 해석하였다. 다

양한 해석조건을 통해 RANS 해석자의 성능평가가 이루어졌

고, 특히 항력을 비롯한 공력특성 예측에 주안점을 두어 비교

가 이루어졌다. May et al.[2]은  모델을 위주로 해석을 

진행하며, DLR-F6 WB 형상에 한하여 4가지 난류모델에 따른 

양항곡선과 날개-동체 교차점의 박리거품 비교를 병행하였다. 

Kwak et al.[3]은  SST 모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난류

모델과  모델을 이용하여 DLR-F6 WB 형상과 WBNP 

형상의 박리흐름을 비교하여 공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난류모델의 적용에 따라 항공기의 

공력특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항공기 형상은 

DLR-F6 WB 형상과 WBNP 형상이며, in-house CFD 해석자인 

MSAPv[4]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형상에 대한 

각 난류모델별 공력 특성을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형상 및 시험조건에서 각 난류모델

천음속 영역에서 항공기 유동해석에 미치는 난류모델의 영향 비교

허 진 범,1 이 남 훈,1 이 승 수,*1 곽 인 근2

1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2(주)한화

COMPARISON OF TURBULENCE MODELS

ON ANALYSIS OF AIRCRAFT CONFIGURATIONS AT TRANSONIC SPEED

J. Huh,1 N. Lee,1 S. Lee*1 and E. Kwak2

1Dept. of Aerospace Engineering, Inha Univ.
2Hanwha Corp.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various turbulence models by comparing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the flow patterns computed for aircraft models. An in-house CFD solver, MSAPv, that solves the three 
dimensional RANS equations with the turbulence model equations is used. The turbulence models used in this study 
are the Spalart-Allmaras model, Menter's   SST model, Coakley's   model, and Huang and Coakley's  
model. DLR-F6 WB and WBNP configurations are selected for the study. We concentrate on the separated flow 
pattern variations with the turbulence models at the wing-body junction and the wing-pylon junction as well as drag 
polar curves.

Key Words : 전산유체역학(CFD), 난류모델(Turbulence Model), 박리거품(Separation Bubble), 양항곡선(Drag Polar Curves)

Received: December 31, 2014, Revised: February 10, 2015,
Accepted: February 10, 2015.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lee@inha.ac.kr
DOI http://dx.doi.org/10.6112/kscfe.2015.20.1.047
Ⓒ KSCFE 2015



48 / J. Comput. Fluids Eng. J. Huh ․ N. Lee ․ S. Lee ․ E. Kwak

의 유동 모사에 어떠한 경향성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

였다.

2. 수치 해석기법

2.1 지배방정식 및 수치 기법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차원 RANS 방정식을 사용한다.





















 (1)

여기서 는 보존형 유동 변수 벡터(conservative flow variable 

vector)를 의미한다. ,  , 는 각 방향의 비점성 유속 벡터

(inviscid flux vector)를 나타내며 , , 는 각 방향의 점

성 유속 벡터(viscous flux vector)를 나타낸다.

위의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이산화 되었으

며, 비점성 유속벡터의 계산에는 Roe의 근사리만 해법을[5], 

점성유속벡터의 계산에는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였다. 2차의 공

간정확도를 확보하기위해 Van Leer의 MUSCL(Monotone 

Upstream centered Scheme for Conservation Law) 외삽법[6]을 

적용하였으며,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를 유지하기위

해 van Albada의 제한자가 사용되었다. 효율적인 시간적분을 

위해 AF-ADI(Approximate Factorization-Alternate Direction 

Implicit) 방법[7]을 이용하였다.

2.2 난류 모델

난류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1방정식 난류모델인 Spalart- 

Allmaras(SA) 모델[8]과 2방정식 난류모델인  SST 모델

[9],  모델[10],   모델[11]을 사용하였다. 난류모델들

은 RANS 방정식과 약연계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2.2.1 Spalart-Allmaras(SA) 모델

SA 모델은 대표적인 1방정식 난류모델로써 전달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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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 영역을 난류해석으로 수행하였기에 trip 

함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식 (2)로부터 난류점성계수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   

 (3)

또한 식 (2)의 와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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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와도(vorticity)를 나타내며, 는 벽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

2.2.2 Menter의  SST 모델

Menter에 의해 고안된  SST(Shear-Stress Transport) 모

델은 벽면 근처에서는  모델을 사용하고, 외곽영역에서

는   모델을 사용한다.  SST 모델의 난류점성계수

는 아래와 같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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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달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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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blending function으로써,  모델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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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NERA M6 wing geometry

델의 난류모델 상수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2.2.3 Coakley의  모델

Coakley의  모델은 다른 2방정식 모델들과 달리 자유

류의  , , 값을 상수로 두고 계산을 시작할 수 있고, 비교

적 높은 수치적 안정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

의 난류점성계수와 감쇄계수는 다음과 같으며, 난류점성계수

는 Komogorov 관계식을 통해 얻어진다.

 


(7)

      exp  ,  


여기서 는 벽면까지의 최단거리를 의미하며, 전달방정식은 

아래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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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Huang과 Coakley의   모델

Huang과 Coakley의 의 난류점성계수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9)

(a)  = 0.65

(b)  = 0.95

Fig. 2 Pressure distribution of ONERA M6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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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는 벽면 근처에서의 감쇄계수를 의미한다. 또

한   모델의 전달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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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FD 해석자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CFD 해석자를 검증하기 위해 천음속 영

역에서 ONERA M6 날개 형상을 해석하여 시험결과[12]와 비

교하였다. 해석대상의 형상은 Fig. 1에 나타나있다. 날개의 

MAC(Mean Aerodynamic Chord)는 0.64 m이며 받음각 3.05°, 

마하수 0.8395, 레이놀즈수 11.72 × 106의 조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스팬방향으로 두 곳의 위치

(  )를 선택하여 압력분포를 비교하였다.

Fig. 2에는 4가지 난류모델을 사용한 ONERA M6 날개의 

해석결과가 풍동시험 결과와 함께 도시되어있다. 4가지 난류

모델의 결과와 풍동시험의 결과가 충격파 부근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4. 해석 결과

4.1 해석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형상은 DPW2에서 사용된 바 있는 

DLR-F6 모델이다. 이 모델은 나셀과 파일론의 유무에 따라 

날개-동체 형상(WB)과 날개-동체-나셀-파일론 형상(WBNP)이 

존재한다. 모델의 형상과 표면격자를 Fig. 3에 나타내었고, 전

체 격자계의 구성을 Fig. 4에 나타내었다. 표면에서 첫 격자의 

간격은   을 만족한다. 옆미끄럼각이 영이므로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형상의 반만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이 격자는 

선행연구[3,13]에서 사용되어 검증된 격자이므로 본 연구에서 

별도의 격자의존성검사(grid dependency test)를 수행하지는 않

았다. 격자계의  격자정보와 해석조건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주익 MAC는 141.2 mm이며, MAC를 기준으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받음각을 3° ~ 2° 범위에

서 0.5°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Case Grid size Mach No. Re.
WB 3.66 million cells 0.75 3 × 106

WBNP 5.75 million cells 0.75 3 × 106

Table 1 Computing conditions

(a) WB configuration

(b) WBNP configuration

Fig. 3 DLR-F6 geometry and surface grid system

(a) WB configuration

(b) WBNP configuration

Fig. 4 DLR-F6 total gr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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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B configuration

(b) WBNP configuration

Fig. 5 Drag polar of DLR-F6

4.2 양항곡선 비교

Fig. 5에 WB 형상과 WBNP 형상의 양항곡선을 풍동시험

결과[1]와 함께 나타내었다. Fig. 5(a)에 나타난 WB 형상의 양

항곡선은 SA 모델과  모델이 풍동시험과 거의 일치하는 

개형을 보인다. 반면 Fig. 5(b)에 나타난 WBNP 형상의 경우 

낮은 받음각에서는  SST 모델이 가장 유사하지만, 높은 

받음각에서는 SA 모델과  모델이 풍동시험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항력을 표

면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압력 항력은 모든 난류모델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단 

높은 받음각일 때,   모델이 다른 난류모델보다 양력계수

와 압력항력계수를 작게 예측한다. 이러한 경향은 WB 형상

과 WBNP 형상의 압력항력 곡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모델의 이러한 경향은 4.6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

다. 표면 마찰 항력의 경우  SST 모델이 공통적으로 가

장 작게 예측하고   모델이 가장 크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며, SA 모델과  모델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다.  SST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SA 모델과  모델

이 약 25count,   모델이 약 35count 표면마찰항력을 크게 

예측하고 있다. 결국, 전체 항력과 비교해보면 양항곡선에서 

보이는 난류모델간의 차이는 대부분 표면 마찰 항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 모델과  모델은 WB 형상과 WBNP 형상 모두에

서 서로 유사한 양항곡선을 보여준다. 단, WBNP 형상의 경

우 낮은 받음각으로 갈수록 SA 모델이 양력계수를 더 작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WB 형상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아 나셀과 파일론의 유무가 이러한 차이를 야기

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4.5절에서는 파일론 주위 유동장을 중

심으로 검토하였다.

4.3 비교조건에 따른 표면압력분포 

본 연구에 사용된 DLR-F6 형상은 순항 시 양력계수(설계 

양력계수)가 0.5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풍동시험에서 WB 형

상은 받음각 0.49°에서, WBNP 형상은 받음각 1.0°에서 설계 

양력계수를 얻었다. 하지만 CFD 해석에서는 풍동시험과 다른 

받음각에서 설계 양력계수가 나타났다. Fig. 6(a),(b)는 WB 형

상의 표면압력분포 해석결과를 풍동시험과 같은 받음각(

-matching)일 때와 설계 양력계수( -matching)일 때로 구분한 

것이다. 날개 윗면의 충격파 위치를 보면, -matching일 때의 

결과가  -matching일 때 보다 풍동시험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DPW2 참가자들의 연구

[13,14]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그 원인의 규명을 위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7의 WBNP 형상에

서도 WB형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박리흐름 및 표면압력분포를 비교할 때 -matching 조건

에서 비교하였다.

4.4 날개-동체 교차점에 발생한 박리거품 비교

두 형상 모두 날개-동체 교차점에서 박리거품이 발견되었

고,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박리거품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난류모델에 따라 박리거품의 크기와 

발생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나셀의 유무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관찰되어 이를 비교해 보았다.



52 / J. Comput. Fluids Eng. J. Huh ․ N. Lee ․ S. Lee ․ E. Kwak

(a)   matching

(b)   matching

Fig. 6 Pressure distribution of WB configuration at  = 0.377

4.4.1 WB 형상

Fig. 8에는 각 난류모델이 날개-동체 교차점에서 박리거품

을 모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낸다. Fig. 8(a)의 SA 모델의 

경우 받음각 -1°에서 안장점(saddle point)을 명확하게 나타내

기 시작하며 약간의 박리거품이 이미 관찰된다. Fig. 8(b)의 

 SST 모델도 -1°에서부터 SA 모델과 유사한 흐름을 보

이나 SA 모델에 비해 박리흐름이 약하게 관찰된다.  모

델과  모델은 0.5°부터 박리흐름을 모사하기 시작한다. 

Fig. 8(c),(d)를 보면   모델은 작은 박리거품을 예측한 반

면  모델은 아직 박리거품을 모사하지 못하고 약간의 

(a)   matching

(b)   matching

Fig. 7 Pressure distribution of WBNP configuration at  = 0.377

박리흐름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SA,  

SST,  ,  모델 순서로 날개-동체 교차점의 박리거품

을 모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은 받음각 2°에서 박리거품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박리거품의 크기는 안장점을 지나는 유선 중 가장 바깥쪽 유

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크기가 큰 순서대로 SA,  

SST,  ,  모델 순서이다. 즉, 박리거품이 생성되는 

순서와 동일하게 박리거품의 크기도 크게 예측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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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 model at  = -1° (b) SST model at  = -1°

(c)  model at  = -0.5° (d)  model at  = -0.5°

Fig. 8 Wing-Body junction bubble of WB configuration

Fig. 9 Comparison of separation bubble size at  = 2° 
                     (WB configuration)

4.4.2 WBNP 형상

WB 형상이 받음각 1° ~ -0.5° 부근부터 날개-동체 교차

점의 박리거품을 예측한 것과는 달리 WBNP 형상은 3°에서 

이미 박리흐름이 모사되었다. Fig. 10에 3°일 때 박리흐름을  

나타내었다. SA 모델과   모델은 이미 박리거품을 뚜렷

하게 모사하고 있으며,  SST 모델과  모델의 흐름

에서는 안장점이 보이며, 박리거품이 생기기 직전의 상태로 

보인다. 이를 통해 WB 형상의 결과와는 다르게 SA 모델과 

  모델이 박리거품을 먼저 모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단, 박리영역의 크기는 SA 모델과  SST 모델이 더 

크게 예측하여 WB 형상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WBNP 형상에서 발생한 박리거품의 크기를 자세하게 관찰

(a) SA model at  = -3° (b) SST model at  = -3°

(c)  model at  = -3° (d)  model at  = -3°

Fig. 10 Wing-Body junction bubble of WBNP configuration

Fig. 11 Comparison of separation bubble size at  = 2° 
                      (WBNP configuration)

하기 위해 WB 형상과 마찬가지로 받음각 2°에서 비교하여 

Fig. 11에 도시하였다. Fig. 9에 나타난 WB 형상의 박리거품

과 비교하면 WBNP 형상의 박리거품이 크게 예측된다. 난류

모델 사이의 경향은 대체로 비슷하여 SA 모델과  SST 

모델이 박리거품을 크게 예측했고,   모델과  모델

은 상대적으로 박리거품을 작게 예측했다. 한 가지 차이점은 

WBNP 형상에서는  SST 모델이 SA 모델보다 박리거품

을 크게 예측한 점이다.  모델은 두 형상에서 공통적으

로 박리거품을 가장 작게 예측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4.5 나셀과 파일론 주위의 박리 흐름 비교

DLR-F6 형상에서 관찰된 주요한 현상 중 하나는 나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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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perimental stream trace near pylon at  = 1.0°

(a) SA model (b) SST model

(c)  model (d)   model

Fig. 13 Stream trace near pylon at  = 1.0°

파일론 주변의 박리흐름이다. Fig. 12는 풍동시험을 통해 가시

화 한 받음각 1°에서의 파일론 주위의 유동이다. 뒷전부근에

서 박리흐름이 관찰되며 파일론 바깥쪽보다 안쪽에서 강한 

박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3은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난류모델별 파일론 주위의 유동을 나타낸다. Fig. 12와 

마찬가지로 바깥쪽보다 안쪽의 박리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만 전반적으로 박리거품의 크기를 풍동시험보다 크게 예측하

고 있다. Fig. 13(c)의  모델이 Fig. 12의 시험결과와 가

장 비슷한 크기의 박리거품을 보여준다.

Fig. 14에서는 파일론 안쪽의 박리흐름을 좀 더 자세히 비

교하기 위해  = 0.331(= 0.353)에서의 압력분포를 도시

하였다. Fig. 13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Fig. 14에서도  

모델의 결과가 풍동시험과 가장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SA 

모델도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SST 모델

과   모델은 박리거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랫면의 

압력분포가 풍동시험의 결과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Fig. 15에 나타난 받음각 0.190°의 압력분포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모델은 더 이상 풍동시험과 유사한 결

과를 보이지 않으며  SST 모델과   모델의 압력분

포와 큰 차이가 없다. SA 모델 역시 Fig. 14에서는 풍동시험

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Fig. 15에서는 시험결과와 가장 

차이가 심한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받음각 0.190° 에

서는 모든 난류모델이 날개 밑면 뒷전부근에서 풍동시험보다 

Fig. 14 Pressure distribution at  = 1.0°,  = 0.331

Fig. 15 Pressure distribution at  = 0.190°,  = 0.331

강한 압력구배를 보이고, 이로부터 난류모델들이 풍동시험보

다 파일론 주위의 박리흐름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a)에서 SA 모델과  모델이 모든 받음각에서 

유사한 양항곡선을 보이는 반면, Fig. 5(b)에서는 받음각에 낮

아질수록 SA 모델의 양력계수가 급격히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Fig. 15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SA 모델이 파일

론 주위의 압력구배를 강하게 예측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모델은 받음각 1°에서 풍동시험과 매우 흡사한 박리

흐름과 압력분포를 나타내었고, 받음각 0.190°에서는 시험결

과와 차이를 보이나 다른 난류모델보다 비교적 유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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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ressure distribution of WB configuration 
                          at = 1.230°,  = 0.638

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것이  모델이 다른 난류모델보다 

나셀주위의 유동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

며, 위에서 언급한 난류모델들의 경향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

니라 해당 형상에 대한 난류모델 사이의 상대적인 비교이다.

4.6 날개 윗면의 충격파 위치 비교

날개 표면의 압력분포를 비교한 결과, 아랫면의 압력분포

는 나셀주위를 제외하고 모든 난류모델이 풍동시험과 일치하

는 압력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날개 윗

면의 경우는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차이를 보였으며 난류모

델 간 차이도 관찰되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모델이다.   모델은 충격파의 위치를 다른 난류모델보다 

앞전 쪽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WB 형상과 WBNP 

형상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스팬방향에서도 일관

되게 나타난다. 받음각이 높아질수록 충격파의 위치 차이도 

증가하며, 동체 쪽보다는 날개 끝 쪽에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Fig. 16과 17을 보면  모델의 경우 충격

파를 앞 쪽에 예측함으로써 양력계수가 다른 모델에 비해 작

아지게 되는데 이는 Fig. 5의 양항곡선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높은 받음각에서   모델의 양력계수가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모델의 충격파 위치

가 시험결과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스팬방향 위치 

에 따라 다른 난류모델이 시험결과와 더욱 근접하게 예측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난류모델이 시험결과와 유사하다고 정

리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난류모델들의 경향은 4.5

Fig. 17 Pressure distribution of WBNP configuration 
                        at = 1.738°,  = 0.638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해석형상에 한하여 난류모델 사

이의 상대적인 비교결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DLR-F6 WB 형

상과 WBNP 형상의 유동을 해석하였다. 그 해석결과를 풍동

시험 결과와 비교하고 난류모델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양항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SST 모

델이 표면 마찰 항력을 가장 작게 예측하였고,   모델이 

가장 크게 예측하였다.   모델은 높은 받음각에서 양력과 

항력을 작게 나타내는데, 이는   모델이 날개 윗면의 충

격파를 앞쪽에 예측하는데서 기인한다. SA 모델과  모

델은 매우 흡사한 양항곡선을 보이지만 WBNP 형상의 경우 

받음각이 낮아질수록 양력계수 차이가 심화되었다. 이는 낮은 

받음각에서 SA 모델이 나셀과 파일론 주변의 박리흐름을 과

하게 예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날개-동체 교차점의 박리거품은 WB 형상과 WBNP 형상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SA 모델과  SST 모델이 박

리거품을 크게 예측했으며,  모델이 박리거품을 가장 작

게 예측하였다. 파일론 주위의 박리흐름은 받음각 1°에서 비

교되었다. 풍동시험의 가시화 결과와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

여준 것은  모델이었다. 다른 난류모델들은 풍동시험보

다 박리거품을 크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낮은 받음각에서는 

 모델도 풍동시험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SA 모델은 

받음각이 감소함에 따라 파일론 주위의 박리흐름을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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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난류모델의 경향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DLR-F6 형상에 한하여 확인한 결과이므로 다른 형상

의 항공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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