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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군용 항공

기들은 연료탱크 또는 무장 등과 같은 외부장착

물이 장착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외부장착물

(external store)은 종류가 많지만, 유도제어 개념

이 아닌 경우는 공중에서 분리 투하되어 외부유

동 하중 및 동역학적 평형 관계에 의한 운동이 

결정되게 된다. 항공기에서 분리투하된 외부장

착물은 분리 후에 항공기와 충돌 위험성이 없어

야 하고, 설계된 궤적으로 정확한 운동이 요구

되기 때문에 동적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외부장착물 투하 안

전성 검증은 풍동시험을 수행하거나, 실제 비행 

투하 비행시험(flight test)을 하는 방법과 전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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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

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Fig. 1).

Fig. 1. Relation between CFD, wind tunnel
and flight tests

외부장착물이 있는 항공기 날개는 복잡한 형

상으로 인하여 천음속 및 초음속 영역에서 강한 

충격파 간섭현상이 유발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장착물 투하 시 발생 가능한 동적 불안정성을 

실험적 혹은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예측 

및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Carman[1]에 의해 미국 공군 Arnold Engineering

Development Center(AEDC)에서 무장분리에 관한

풍동시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captive trajectory

support (CTS)를 활용한 시험기법을 제시하였

다. Heim[2]은 AEDC의 풍동시험 설비를 이용

하여 천음속 영역에서 3차원 날개에 파일런 및 

외부장착물이 부착된 형상에 대해 날개 및 외부

장착물 표면의 압력 분포를 계측하였다. 또한 

파일런에서 외부장착물이 분리된 후, 시간에 대

한 위치와 피치, 롤, 요 각도 등을 계측하고, 상

세한 풍동시험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전산유체역학(CFD) 기법을 활용한 장착물 분

리운동 해석은 정렬중첩격자(structured overset

mesh)와 동적비정렬격자(dynamic unstructured

mesh)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3-12]. 정렬중첩격자 방식은 수치 안정성은 우

수한 편이나 물체의 이동에 따른 물체주변 이동

격자와 배경격자의 중첩영역에서 데이터 교환과

정에서 수치보간(numerical interpolation)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반면에 동적비정

렬격자 방식은 수치보간 오차 발생은 없으나,

물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유동해석 과정에서 이

동 및 변형격자 생성에서 격자 꼬임현상으로 인

한 수치에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국내외 연구사례에서 천음속 장착물 분

리운동 CFD 해석기법의 정량적인 검증을 위해 

참고문헌[2]의 풍동시험 결과가 대표적으로 비교

되고 있다. 하지만 동적비정렬격자에 기반한 대

부분의 연구는 마하 0.95에서만 CFD 해석 및 

풍동시험 결과를 비교 제시하고 있으며, 마하 

1.2 조건에 대해서는 풍동시험과 잘 일치하는 

비교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비정렬격자 기반의 이동변

형격자(moving and deforming mesh, MDM)

CFD기법을 활용하여 마하 0.95 및 1.2의 천음속

(transonic) 영역에서 외부장착물 분리운동 해석

을 수행하고, 기존 풍동시험과 비교결과를 제시

하였다. 특히 MDM 기법 적용 시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spring constant factor (SCF)가 

외부장착물 분리운동 수치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외부장착물 분리할 경우, 반발력에 따른 탄성체 

날개의 공력탄성학적 변형 및 진동 효과의 정확

한 해석을 위한 선행연구로 수행되었다. 외부장

착물 공력간섭 효과를 고려한 2-way coupled

CFD-CSD 비선형 전산공력탄성학해석[13-15]은 

고난이도의 수치해석 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적비정렬격자 기법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필요

성이 크다.

Ⅱ. 수치해석 기법

2.1 비정상 유동해석

압축성 유동에 대한 비정상(unsteady) 오일러

(Euler)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Q와 F는 각각 보존변수 및 비점성 플

럭스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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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5)

위 식에서 Q, u g, e o, n은 각각 보존변수,

격자속도, 단위체적당 전에너지(total energy) 및  

물체 표면에 수직한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이상기체 가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압력관

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공기의 경우 비열비 γ

는 1.4이다.

  



 

   



 (6)

식 (1)~(5)는 전산유체해석을 위해서 공간이산

화와 시간이산화 과정을 거쳐 연립대수방정식으

로 변환되고, 이 식을 풀어 이산화 지배방정식

에 대한 해를 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기반의 CFD 유

동해석 프로그램인 Fluent(Ver.18.1)과 장착물 분

리운동 모사를 위한 C언어 기반의 User-Defined

Function (UDF) 코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행하

였다. 각각의 셀 표면을 통한 플럭스는 Roe의 

flux-difference splitting (FDS) 기법을 적용하였

으며, 공간차분화 gradient는 least squares cell

based 및 2차 정확도 풍상차분법(second-order

upwind scheme)을 적용하였다.

2.2 동적격자 생성기법

CFD 유동해석 영역 내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문제나 유동과 구조진동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전산공력탄성학 해석[ ]을 수행하는 경우, 동적

격자 재생성 과정이 필요하다. 물체의 운동 변위 

또는 회전이 큰 경우는 격자의 volume 또는 

skewness 조건에 근거하여 낮은 품질의 격자 셀

(cell)들은 필요한 경우, 국부적으로 격자재생성

(remesh)을 하게 된다. 반면에 물체의 움직임이 

작은 경우는 국부적인 smoothing 기법이 사용

된다. 이 경우 격자점(node)들은 cell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동하게 되나, connectivity는 

유지하게 된다. Spring-based smoothing 기법은 

동적격자 생성을 위해 cell의 모서리(node와 node

사이)를 서로 연결된 spring 조합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

물체 초기 형상을 고려하여 생성된 격자계에 

대해 물체가 이동 또는 변형되면 우선 표면에 

위치한 격자점들을 물체 면을 따라 강제로 이동

시키게 된다. 이후 이 이동변위를 spring force로 

등가 고려하여 구조 평형상태에서 모든 spring

하중의 합은 0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반복계산(iterative) 방정식이 얻어

질 수 있다. 또한 임의의 i 격자점에 대해 물체 

이동 및 회전 변형에 의한 모든 격자점들의 신

규 변위(displacement)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7)

여기서, δ i
n +1= Δxn + 1 i+Δyn + 1 j+Δz n + 1 k 이

고, 는 각각 j 격자점들에 연결되어 있는 i 격

자점의 신규 변위벡터와 스프링 강성을 의미한다.

2.3 동적격자 보존방정식

동적격자 재생성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초기 

구성된 CFD 격자 cell 단위에서 격자 경계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속도가 유발되어 보존방정

식(conservation equation)의 보정이 필요하다. 동

적격자와 관련하여 경계가 움직이는 임의의 제

어체적()에서 일반적인 스칼라()에 대한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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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 속도벡

터, 는 격자 속도벡터, 는 디퓨전(diffusion)

계수, 는 의 source 항을, 는 제어체적(V)

의 경계를 의미한다.

1차 후방차분(backward difference) 공식을 사

용하여 시간미분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9)

여기서 과 +1은 현재 및 다음 시간스텝을 

의미하며, +1 시간스텝에서 체적  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10)

여기서 는 제어체적의 시간미분을 의

미하며, 격자 보존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

음식과 같이 계산된다.








 ․   



 ․  (11)

위 식에서 는 제어체적의 면(face) 수를 나

타내고, 는 번째 면의 면적벡터를 의미한다.

각각의 제어체적 면에 대해 식 (8)의 우변 항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

 (12)

여기서 는 모든 시간스텝에서 모든 제어

체적 면 j에 대해 계산되게 된다.

2차 정확도(second order)의 후방차분 공식을 

사용하여 식 (8)의 시간미분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위와 같이 2차 정확도의 시간차분법을 적용

하는 경우 제어체적의 부피 시간미분은 각 제어

체적 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14)

여기서, 
과 

은 모든 시간스텝에

서 모든 제어체적 면 j에 대해 현재 시간스텝 

및 이전 시간스텝에 대해 계산되게 된다.

2.4 이동물체 6-자유도계 운동해석

외부장착물 투하 후 운동궤적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CFD 유동해석 시 투하된 장착물의 6-자

유도계 동역학 운동방정식을 연성한 수치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운동하는 장착물에 대해 임의

의 시간스텝에서 계산된 공력 하중과 모멘트 및 

중력 하중을 6-자유도계 동역학 운동방정식에 

대입하여 다음 시간스텝에서 위치 및 자세를 결

정하게 된다. 이후 격자 재생성을 수행하고, CFD

해석을 통해 다시 공력하중을 구하는 과정을 반

복하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장착물 무게 중심의 병진 운동을 해석하기 위

한 동역학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는 물체 무게 중심의 병진운동 속

도벡터를 나타내고, m은 질량, 는 물체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적분된 공력하중 및 중력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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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의미한다.

물체의 회전 동역학 운동은 국부 좌표계에 

대해 동역학적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6)

여기서 은 질량관성 텐서, 는 물체에 작

용하는 모멘트 벡터, 는 각속도 벡터를 의미

한다. 모멘트는 관성 좌표계에서 물체 좌표계로 

다음과 같이 변환될 수 있다.

   (17)

여기서, R은 변환행렬로 다음과 같다.











  

    

    

(18)

위 식에서  cos and  sin를 

의미한다. 또한 는 z축에 대한 회전각(yaw), 

는 y축에 대한 회전각(pitch), 는 x축에 대한 

회전각(roll)으로 Euler angle을 나타낸다. 식 (7)

과 식 (9)에 대한 수치적분을 통해 병진운동 속

도 및 회전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시간스텝의 동적격자(dynamic mesh) 재생

성 과정에 사용되게 된다.

Ⅲ. 해석결과 및 검토

3.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수치실험을 위해 Arnold Engineering

Development Center[2]에서 수행한 1/20 축소

모델 풍동시험 모델 형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외부장착물의 무게와 

ejector의 사출 하중을 모사하기 위하여 실제 크

기로 형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Fig. 2). 날개의 

익형은 NACA 64A010이며, 앞전 후퇴각은 45°,

날개 시위길이(chord length)는 7,620 mm이다.

파일런의 위치는 날개 스팬 길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4개의 외부장착물 핀의 익형은 NACA

0008이다. Table 1에는 본 해석에 필수적으로 필

요한 외부장착물의 질량, 질량중심, 질량관성모

멘트, 파일런에 위치한 2개의 store ejector 위치 

및 ejector force 등에 대한 상세 수치를 제시하

였다.

Fig. 2. Geometrical shape of the
generic wing-pylon-store model

(unit: m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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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ynamic properties of the store and
ejector

항공기 날개에서 외부장착물의 시간에 대한 

분리운동해석을 위해서는 전산유체역학(CFD) 및 

다물체동역학(Multi-body Dynamics, MBD) 연

성해석 기법 적용이 요구된다.

Fig. 3은 CFD-MBD 연성해석을 위해 생성된 

3차원 CAD 모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좌표계

정의는 유동 방향이 x축, 날개 스팬 방향이 y축 

그리고 수직 방향이 z축이며, 원점은 외부장착

물의 질량중심에 위치시켰다.

Fig. 3. Generated CAD geometry for the
generic wing-pylon-store model

Fig. 4는 Fig. 3의 형상에 대한 3차원 CFD 유

동해석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 유동장의 

크기는 유동 방향으로 날개 뿌리 시위길이(root

chord length)의 25배, 높이 방향으로 20배, 스팬  방

향으로 5배를 설정하였다. CFD 격자 유형은 사면

체 tetrahedron grid이며, 총 cell 수는  3,858,000

개이다. 본 모델의 경우, 외부장착물의 분리운동

이 고려되므로 파일런과 외부장착물 사이에 미소 

공간(gap)이 존재하게 된다. 장착물 분리 운동 

시 수치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소 공간에 수직방

향으로 최소 4개 이상의 격자가 분포되도록 격

자 분포를 조절하여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별

도의 body of influence (BOI) 영역을 생성하였

으며, 이 영역에서는 격자의 밀집도 함수를 공

간격자와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Tetrahedral CFD grid domain of
the generic wing-pylon-store (Total cells

= 3,858,000)

Fig. 5. CF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generic wing-pylon-sto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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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설정된 유동해석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날개-파일런-외부장착물 표면은 wall 경계

조건을, 날개 뿌리에서 x-z 면은 symmetry경계조

건을, 외곽경계는 far field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CFD-MBD 연성해석 과정에서 2개의 사출기 반

발력을 받아 외부장착물이 분리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CFD 유동영역 내에서 장착물의 위치와 자

세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장착물의 운동

은 장착물 표면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하중을 실

시간으로 고려한 6-자유도계(6-DOF) 동역학 평

형방정식을 풀어서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unsteady) 유동해석을 정교하게 수행하

기 위해서는 매 시간 스텝마다 장착물의 신규 

위치 및 자세를 반영한 3차원 유동해석 격자의 

재생성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CFD 유동

해석에서 장착물의 운동을 비교적 용이하게 고

려할 수 있는 중첩격자법(overset mesh method)

이 있지만, 이 방법은 중첩격자 영역에서 매 시

간스텝 보간 오차(interpolation error)가 누적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첩격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부장착물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spring analogy[13] 기반의 이동변형격

자(moving and deforming mesh, MDM) 기법을 

활용하였다. MDM 공간격자 재생성 기법은 중

첩격자법의 단점인 수치보간 오차는 배제할 수 

있지만, 격자재생성 과정에서 격자의 꼬임 등에 의

한 수치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MDM 기법 적용 시 관계되는 주요 입력변수는 

spring constant factor(S.C.F.), convergence tolerance

(C.T.) 및 max iteration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

하 0.95 및 1.2 운항조건에서 이러한 수치 매개

변수가 외부장착물 분리운동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3.2 Mach 0.95 운항조건 외부장착물

분리운동 해석

천음속 영역인 마하수 0.95에서 외부장착물 

분리운동 해석을 위해 고려한 운항조건은 고도 

26,000ft, 대기압력 35977.12 Pa 및 대기온도 236.54

K 이다. MDM 공간격자 재생성 기법의 초기 매

개변수 설정은 S.C.F. 0.5 및 C.T. 0.001이며, 해

석결과, 개선을 위해 재설정한 매걔변수 값은 S.C.F.

0.1, C.T. 0.0005이다.

Fig. 6은 운항 마하수 0.95에서 외부장착물 분

리운동해석을 수행한 결과로, 시간에 대한 외부

장착물의 위치 및 자세와 표면 마하수 분포 가

시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개의 Ejector 반발

력을 작용한 이후 장착물의 6-자유도계 운동이 

안정적으로 수치해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FD-MBD 연성해석을 위한 시간간격(time-step)

은 0.001초이며, 장착물의 실시간 운동이 반영된 

비정상(unsteady) CFD 유동해석 과정에서 시간

정확도 향상을 위한 sub-iteration 회수는 총 20

회를 설정하였다.

Fig. 6. Store motion and surface Mach
number contour during separation motion

(M = 0.95, h=26,00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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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마하 0.95 운항조건에서 MDM 기법 

매개변수 설정을 S.C.F. 0.5 및 C.T. 0.001로 한 

경우 분리된 외부장착물의 이동변위 및 자세를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CFD-MDB

연성해석 결과와 시간에 대한 3축 방향 질량중

심 이동 변위는 모두 풍동시험 결과와  잘 일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착물 분리운동 

시 회전각 자세의 경우는 피치(pitch)와 요(yaw)

방향으로는 기존 풍동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롤링(rolling) 각도의 

경우만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Comparison of store C.G. position
and rotation angle with wind-tunnel test
data (M=0.95, h=26,000 ft, MDM Initial

parameter)

Fig. 8은 마하수 0.95 조건에서 분리된 장착물

이 운동하는 동안 0초, 0.17초 및 0.32초 순간에

서 외부장착물 표면에서 몸체 길이 방향으로 압

력계수 분포를 비교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치해석 결과가 기존 풍동시험 결과와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t = 0.0 sec

(b) t = 0.17 sec

(c) t = 0.32 sec

Fig. 8. Comparison of the pressure
coefficients distribution along circumferential

angle 5° at different time steps

Fig. 9는 Fig. 7과 동일한 조건인 마하 0.95에서 

MDM 매개변수 설정을 S.C.F. 0.5 및 C.T. 0.001

에서 S.C.F. 0.1 및 C.T. 0.0005로 변경하여 해석

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착물 무게

중심 운동변위의 경우, 변경 전 결과와 거의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전변위 운동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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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경우 pitch 응답이 실험결과에 약간 더 근

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 Comparison of store CG position
and rotation angle at M=0.95 for the
different spring control factors

3.3 Mach 1.2 초음속 운항조건 외부

장착물 분리운동 해석

초음속 영역인 마하수 1.2에서 외부장착물 분리

운동 해석을 위해 고려한 운항조건은 고도 38,000ft,

대기압력 20,589 Pa 및 대기온도 216.54 K이다.

Fig. 10은 운항 마하수 1.2에서 외부장착물 분리

운동해석을 수행한 결과로 시간에 대한 외부장

착물의 위치 및 자세와 표면 마하수 분포 가시

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하 0.9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일런에서 2개의 ejector 반발력을 

가한 후, 장착물의 6-자유도계 운동이 안정적으

로 해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FD-MBD 연

성해석을 위한 시간간격(time-step)은 0.001초이

며, 비정상 유동해석 과정에서 시간정확도 향상

을 위한 sub-iteration 회수는 총 20회를 설정하

였다. 장착물 투하 조건에 대한 총 해석시간은 

0.8초이다. 마하 0.95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비

행 마하수 증가로 인한 외부장착물 주변의 유동

환경 변화로 동일한 ejector 반발력 조건에서 운

동궤적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Store motion and surface Mach
number contour during separation motion

(M=1.20 and h=38,000 ft)

Fig. 11에서는 마하 1.2 운항조건에 대해 MDM

초기 매개변수를 S.C.F. 0.5 및 C.T. 0.001로 설

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 경우, 장착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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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및 회전운동 궤적을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초음속 유동의 경우 z축 방향으로의 운

동변위는 풍동시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반면에 나

머지 자유도 운동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1. Comparison of store C.G.
position and rotation angle with
wind-tunnel test data (M=1.2,

h=38,000 ft, MDM Initial parameter)

(a) Initial MDM parameters

(b) Modified MDM parameters

Fig. 12. Comparison of regenerated grids
using different MDM spring parameters

(cutting plane view, M=1.20)

Fig. 12는 외부장착물 분리 전 동일한 CFD

격자에 대해 분리 후 0.3초가 지난 시점에서 초

기 MDM 변수설정과 개선된 MDM 변수설정 

값에 따라 다시 생성된 격자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투하 운동하는 외부장착물 주변으로 비정상 유

동해석 시간 스텝마다 재생성되는 격자분포 및 

품질이 MDM 변수설정 값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MDM 변수 

값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지면 관계

상 모든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Fig. 13은 Fig. 11과 동일한 해석조건의 경우

로 마하 1.2에서 개선된 MDM 매개변수를 적용

한 경우, 외부장착물 운동궤적 해석결과를 풍동

시험 결과와 비교한 경우이다. 개선된 MDM 매

개변수를 적용한 경우 더욱 잘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마하 1.2의 비

행조건에서는 MDM 변수설정에 따라 재생성되

는 주변 격자의 영향이 마하 0.95의 경우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다. 마하 

0.95와 마하 1.2 조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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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특성이 다르고, 재생성되는 공간격자 분

포가 장착물의 운동을 결정하는 공력하중 결과

에 지속적인 되먹임(feedback) 작용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실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동적이동격자 CFD 해석기법으로 외부장착물 분

리운동을 해석하는 경우, 초음속 유동에서 MDM

변수설정 조건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

후 관련된 수치해석 연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용한 활용이 기대된다.

Fig. 13. Comparison of store CG position
and rotation angle at M=1.2 for the
different spring control factors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격파의 상호작용이 존재하

는 천음속 및 초음속 운항조건에서 항공기 외부

장착물 CFD 분리운동 해석을 MDM 기법으로

수행 및 비교하였다. 마하 0.95 및 1.2의 비행속

도 조건에 대해 기존 풍동시험 결과와 잘 일치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천음속 영역보다 

초음속 영역에서 MDM 기법의 매개변수가 장착

물 운동궤적 해석 결과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의 개선을 통

해 더욱 정확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종류의 

외부장착물 투하해석을 위한 MDM 기법 적용 

시 정확한 투하궤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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