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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윙렛이나 샤크렛을 장착한 비행기 날개 주위에서의 유동 해석을 하였다. 윙렛이 없는 모델에서는
공기가 날개 옆으로 흐르면서 날개 끝부분에 유동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윙렛이나 샤크렛이 있는 경우가 윙렛이
없는 모델보다 날개 아랫부분에 생기는 압력이 넓은 영역에서 더 낮은 압력이 발생한다. 해석 결과로서, 날개 옆으로
흐르는 공기가 주 날개 위쪽으로 넘어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샤크렛이 있는 모델이 그 유동 속도가 가장 빨리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샤크렛이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유동의 전압력이 날개의 아래쪽에 분포하여 날개의
양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항공기 날개 끝부분의 형상에 따른 공기 유동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해석
결과들은 그 융합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항공기, 날개, 윙렛, 샤크렛, 공기 유동, 융합

Abstract  The flow analyses around the wing of airplane installed with winglet or sharkelt were carried 
out in this study. At the model without winglet, it can be seen that the air flows beside the wing and 
the flow is concentrated at the end of wing. At the model of winglet or sharklet, the pressure on the 
bottom of the wing happens to be lower in the wide area than for model without winglet. At the 
analysis result, the air flowing next to the wing can be seen to go over and rotates over the main wing. 
The model with the sharklet shows that the flow rate is the fastest. In case of model with sharklet, it 
is thought that the maximum total pressure of flow is distributed at the bottom of the wing, which can 
further improve the lift force of the wing. It is thought that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on the 
air flow due to the configuration of aircraft edge wing can be helped at its converg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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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비행기를 통한 여행이나 물류의 배송은 허다하

게 많다. 항공사나 물류회사의 경우, 비교적 낮은 비용으
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1-4]. 항공기 제작사들은 항공기의 유류 비용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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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연료의 효율을 구현하는 항공기
를 제작하기 위하여 비행기 날개 끝단에 윙렛이나 샤크
렛을 장착하여 항공기가 비행하는데 필요한 양력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대형 여객
기를 이륙시키기 위하여 날개면적을 더 넓히지 않고 윙
렛을 추가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윙렛이나 샤크
렛을 장착한 비행기 날개 주위에서의 유동 해석[5-10]을 
ANSY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윙렛과 샤크렛의 추가 
형상이 그 날개의 윙렛과 샤크렛의 추가 형상이 유동 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11-16]. 본 연구의 해석 
결과들을 항공기 날개 끝 부분의 설계에 적용하면 실제
로 날개 끝부분의 형상에 따른 공기 유동 실험을 하지 않
고서도 날개의 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리고 항공기 날개 끝부분의 형상에 따른 공기 유동에 대
한 본 연구에서의 해석 결과들은 그 융합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유동 해석 모델 및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는 윙렛의 유무에 따른 주변의 유동해석과 
그 형상에 따른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3D 모델링을 하였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인 윙
렛이 없는 모델을 CATI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 1(a)
와 같이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윙렛의 형상을 추가하
여 Fig. 1(b)의 윙렛과 Fig. 1(c)의 샤크렛, 두 가지의 모
델링을 하였다.  Fig. 2는 유동 모델로서 항공기 날개 주
변의 공기로 지정하여 이 모델 내부의 유동을 해석하였
다. 날개 주변부에서는 공기 흐름으로 지정하였고 전체적
인 유속이나 압력분포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음으로 넓은 
구역에 걸쳐서 지정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유동 
모델의 Nodes와 Elements의 개수를 모델별로 나타내
었다. 

         (a) No Winglet                     (b) Winglet

(c) Sharklet

Fig. 1. Wing models of aircraft 

Fig. 2. Analysis condition of flow

Table 1. Numbers of nodes and elements by flow model  

Flow Model Nodes Elements

No Winglet 42055 233517

Winglet 51012 284217

Sharklet 53219 297034

또한 Fig. 2와 같이 실제 항공기의 항속 비행과 비슷
한 유동 해석 조건을 가하였다. 대부분의 장거리 항공기
는 10km 상공에서 항속 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평균 속도는 600km/h로서 유동 모델 입구에는 
600km/h의 속도를 적용하였다. 실제 비행에서는 바람
의 영향으로 더 빨리 운행되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이는 
배제하였다. 항공기가 비행하는 환경인 해발 10km 상공
은 약 0.25기압으로 출구 조건에 0.25bar를 적용하고, 
날개 주변의 공기는 주변의 평균온도인 -55℃의 공기의 
물성치를 적용함으로서 실제 항공기가 항속비행을 하는 
상황을 구현하여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다[7-10].



항공기 날개 끝부분의 형상에 따른 공기 유동에 관한 융합 연구 217

3. 해석결과

해석 결과 Fig. 3은 윙렛이 없는 모델과 윙렛이나 샤
크렛이 있는 유동 모델들에서 날개 주위에서의 공기 흐
름에서의 유동 속도를 보았다. 해석 결과를 보면, 날개 옆
으로 흐르는 공기가 주 날개 위쪽으로 넘어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샤크렛이 있는 모델이 그 유동 속도가 
가장 빨리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석결과, 윙렛
이 없는 모델에서는 공기가 날개 옆으로 흐르면서 날개
끝 부분에 유동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 No Winglet 

(b) Winglet 

 

(c) Sharklet 

Fig. 3. Streams of flow rates by model 

Fig. 4는 유동 모델에서 YZ 평면에서 1.5m에 위치한 
면에서의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압력분포를 
Contour를 통해 Total Pressure값을 가시화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윙렛과 샤크렛이 있는 모델이 윙렛이 없는 
모델보다 그 유동 압력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a) No Winglet

(b) Winget

(c) Sharklet 
Fig. 4. Pressure contours at the plane of 1.5 m distant 

from YZ plane b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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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유동 모델에서 ZX 평면에서 0.05m에 위치
한 면에서의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분포를 
Contour를 통하여 본 것이다. 윙렛과 샤크렛이 있는 모
델이 윙렛이 없는 모델보다 그 유동 압력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날개에 윙렛이나 샤크렛를 장
착함으로서 날개 옆으로 흐르는 공기의 유동을 개선할 
수 있으며, 샤크렛이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유
동의 전압력이 날개의 아래쪽에 분포하여 날개의 양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곧 항공기가 뜨기 
위한 양력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
공기의 연비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a) No Winglet

(b) Winglet 

(c) Sharklet 
Fig. 5. Pressure contours at the plane of 0.05 m distant 

from ZX plane by mod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윙렛이나 샤크렛을 장착한 비행기 날개 
주위에서의 유동 해석을 하였다. 그 날개의 윙렛과 샤크
렛의 추가 형상이 유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1. 항공기 날개의 윙렛의 유무에 따른 공기 유동 해석
결과, 윙렛이 없는 모델에서는 공기가 날개 옆으로 
흐르면서 날개 끝부분에 유동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윙렛이나 샤크렛이 있는 경우가 윙렛이 없는 모델
보다 날개 아랫부분에 생기는 압력이 더 넓은 영역
에서 더 낮은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해석 결과를 보면, 날개 옆으로 흐르는 공기가 주 
날개 위쪽으로 넘어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샤크렛이 있는 모델이 그 유동 속도가 가장 빨리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샤크렛이 있는 모델의 경
우에는 그 최대의 유동의 전압력이 날개의 아래쪽
에 분포하여 날개의 양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곧 항공기가 뜨기 위한 양력을 형
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공기의 연
비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항공기 
날개 끝부분의 형상에 따른 공기 유동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해석 결과들은 그 융합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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