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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효율적이고 정확한 설계기법을 이용하여 wing-body 형상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공간의 크기와 설계변

수의 개수에 따라 각각의 설계 기법들을 적용하여 공력 형상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첫 단계로, 수개의 

설계변수로 표현 및 변형이 가능한 wing planform의 경우 유전자기법과 Kriging-EI 기법을 기반으로 

한 전역최적설계기법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wing 표면형상과 같이 많은 설계 변수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계 공간을 확보하여 높은 형상 변화의 자유도를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분 매개변수법을 이용

한 국소최적설계기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최적설계기법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력

을 감소를 위한 형상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설계 전 후의 항력 값들을 drag decomposition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항력 요소들로 분리하여 제안된 설계 기법의 효용성을 분석해 보았다.

ABSTRACT

An efficient and high-fidelity design approach for wing-body configuration is present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design space and the number of design variables, aerodynamic 
shape optimization is carried out at each design stage via a selective optimization strategy. In 
the first stage, global optimiz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planform design with a few 
geometric design variables using Genetic Algorithm based on Kriging-EI method. In the second 
stage, local optimization technique based on discrete adjoint method is employed for wing 
surface design with numerous design variables which can maintain a sufficient design space 
with a high DOF (Degree of Freedom) geometric change. By the use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method, drag minimization is performed in inviscid and viscous flow conditions and 
the performance of the multi-stage design strategy are compared with the single stage design 
approach using the drag decomposition method.

Key Words : Aerodynamic shape optimization (공력형상최적설계), Kriging (크리깅), 

Expected Improvement (EI), Discrete adjoint method (차분매개변수법)

1.  서 론

전역최적화 기법은 디자인 공간 안에서 전역 최

적값을 찾아낼 수 있고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1)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GA는 진화과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므로 많은 디자인 변수를 필요로 

하는 3차원 비행체 형상 디자인 문제에 적용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RSM, Kriging(2,3)같은 

meta-modeling 근사기법들과 함께 적용하게 된

다. 그러나 이런 모델링 기반 최적화 기법도 디

자인 변수가 많을 경우, 근사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험점의 계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다.

이에 비하여, Gradient based optimization 

method(GBOM)(4,5)은 adjoint variables 

method(AV)의 경우 목적함수의 민감도 계산시

간이 디자인 변수의 개수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많은 디자인 변수를 필요로 하는 설계문제의 경

우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GBOM은 설계공간의 

비선형성이 존재할 경우 최적화의 과정이 local 

optimum에 국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설계 문제에 따라 AV solver의 수렴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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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역최적화 기법과 

GBOM의 특성을 고려한 multi-stage 디자인 기

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wing shape design을 

설계 변수 및 설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

인 변수가 적은 wing planform 설계에 kriging 

modeling과 GA Optimizer를 적용한 전역 최적

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설계 공간의 강건한 탐색

을 위하여 EI(Expected Improvement)기법(3)을 

적용하였다.  그 후 설계된planform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디자인 변수들을 필요로 하는 

날개 표면 디자인 에 discrete adjoint approach

를 적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설계 결과를 planform과 wing surface를 AV 

method를 이용하여 동시에 최적화를 수행하는 

single stage design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

에서 제안된 2-stage design approach 의 성능

을 검증해 보았다.

2. 수치기법

2.1 Kriging Modeling

Meta-modeling 기법은 설계공간을 평균 및 편

차를 이용하여 근사화하고 Response Surface 

Methodology(RSM)와 Kriging model이 주로 사

용된다. 이중 Kriging 기법은 RSM과는 달리 샘

플 데이터 값을 정확히 내삽하고 다중 국소 극점

들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Kriging medel은 식 (1)과 같이 구성된다.

  

           (1)

여기서 는 의 예측값이고 는 일반적으로 상

수값으로 나타내지는 전역 모델이다. 은 

correlation matrix이고  는 샘플 포인트

의 두 점 ,  사이의 상관함수(correlation 

func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Gaussian 

correlation function을 사용하였다.

2.2 Expected Improvement (EI)

Kriging 모델의 정확도는 GA의 예측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좀 더 정확한 반응면을 

구성하고 설계 공간안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

하여 EI(Expected improvement)기법을 적용하

였다. 이 기법은 초기의 Kriging 모델 및 샘플 

포인트에 예측 포인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

존의 샘플 포인트에 목적함수 값의 개선이 예상

되는 추가적인 샘플 포인트를 찾아 kriging 모델

을 다시 구성하게 된다. 목적함수의 최소화를 위

한 EI는 식 (2)와 식 (3)과 같이 구성된다.

        
  

 

          (2)

   
 

 
 

    (3)

여기서 은 현재 목적함수의 최소값이고, 는 

예측값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와 는 정규본

포 및 정규 밀도함수를 나타낸다. 식 (3)에 의해 

최대 EI 포인트를 계산하고 이 포인트에서의 목

적함수값을 CFD 해석을 통해 새로운 샘플 포인

트로 추가 시키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설계 공간 안에서 전역 최적값에 더욱 근

접한 최적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2.3 Genetic Algorithm

 유전자 알고리즘은 자연진화론에 기원한 확률 

알고리즘으로 임의의 염색체의 배열에서 시작하

여 유전자 알고리즘은 선택, 재교배, 돌연변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자손세대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재교배중 우량 부모 염색체를 선택하

고 유전자들을 재교배하여 후손세대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적으로 성공적인 자손세대를 구성하고 그들의 염

색체의 평균 적응값(Fitness value)을 증가시키

게 되다. 그리고 증가량의 변화가 수렴조건에 도

달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전자 알고리즘은 주어진 설계 공

간에서 최적해를 구하게 된다.

 

 2.4 Discrete Adjoint Approach

 Adjoint variable method는 목적함수의 민감

도 계산 시간이 설계변수의 개수와 무관하여 항

공기 형상설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정상/

비정상 상태에서의 residual이 충분히 수렴을 한 

상태라 가정을 하면, AV 구성식은 완전히 수렴

된 차분 지배방정식과 목적함수로부터 유도된다. 

만약, 항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매개변수 

벡터 값을 식 (4)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면 목적함수의 민감도 값은 식 

(5)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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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적설계 Framework

Fig. 1에서와 같이 wing 설계를 각각의 설계 특

성에 따라 2단 설계로 분리 수행하였다. Wing 

planform의 경우 설계공간이 surface 설계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비선형성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설계에 필요한 설계 변수의 개수가 작으므로 전

역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wing 

표면 설계는 그 설계 변수의 변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선형적인 설계 공간을 갖고 있다고 가정 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설계 변수를 사용하게 되

므로 adjoint method를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단일 설계 기

법을 적용할 경우와는 달리 국소 최적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극복하고, 전역 최적해에 더욱 

근접한 설계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1st - Stage Design  2nd - Stage Design 

Design variables 
Wing Planform  

Sweepback, tr, AR, Twist

Design variables 
Wing Surface 

Wing Section Geometry

Optimization Method 
Global Optimization 

Kriging + EI + GA  

Optimization Method 
Local Optimization 

Adjoint method + BFGS 

Solver & Grid system 
Overset flow analysis code 

Solver & Grid system 
Overset flow analysis code 

& discrete adjoint code 

Fig. 1. Strategy of 2-stage design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2-stage  design

3.1 1단계 설계: wing planform 설계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wing planform은 

wing span, taper ratio, sweepback angle 그리

고 twist angle 등 몇 개의 설계변수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GA와 같은 전역최적화 방법이 

적합하나 3차원 공력 설계의 경우 유동해석에 필

요한 계산이 매우 많기 때문에 GA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역 최적해의 탐색을 위하여 meta modeling 기

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riging 기반의 

EI 기법을 적용하였고, 초기 실험점들은 

LHS(Latin Hypercube Sampling)기법을 사용하

여 추출하였으며, 각 실험점에 대하여 CFD해석

을 수행 kriging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 후 위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GA를 사용하여 목적함수를 

최소화 시킬 가능성(EI)이 최대인 실험점을 반복

적으로 추출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선 제안된 2단계 설계 방법을 우선 ONERA-M6 

wing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점검해 보았다. 목적

함수 및 제약조건은 식 (6)과 같다.

 Minimize :                    

     Subject to :  ≥  ≥     (6)

   = Lift coefficient of baseline model

   = Wing weight of baseline model

유동해석 조건은 Mach number 0.84, 받음각 

3.06도, Reynolds 수는 ×이다. 유동 지배

방정식은 3차원 압축성 N-S 방정식에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공간 차분기법으로는 

RoeM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MUSCL을 사용하여 

3차 공간정확도를 확보하였다. 시간 적분으로는 

LU-SGS를 사용하였다.

Fig. 3. Design variables of ONERA-M6
Planform(left), Surface(right)

Table. 1은 기저형상 및 최적 설계 후의 

planform 형상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Kring-EI

를 이용한 planform 설계결과와 surface 설계변

수를 포함한 single stage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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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sign variable(Dv) Min Base Max Single stage
design Kriging-EI

Dv1 Sweepback 
Angle 25° 30° 35° 30.3046° 32.9786°

Dv2 Half Span 1.3240 1.4712 1.6183 1.4563 1.4340

Dv3 Taper Ratio 0.5058 0.562 0.6182 0.5694 0.5499

Dv4 Twist Angle -2° 0° 2° 0.1459° -0.0313°

Const. Wing Weight 6.5240 6.4499 6.4950

Table 1. Geometric information on the 
ONERA-M6 and the designed planform

3.2 2단계 설계: wing surface 설계

1단계에서 설계된 planform 형상을 기반으로 

하여 2번째 단계에서는 차분 매개변수법을 사용

한 wing 표면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 변수

는 Fig. 3에서와 같이 wing root, mid, tip 부분 

표면 위 아래로 각 각 10개씩 총 60개를 사용하

였다. Wing 각 부분의 표면 변형은 

Hicks-Henne 함수를 사용하였다. 목적함수는 

planform 설계와 마찬가지로 항력계수이고 제약

조건으로는 양력계수로 하였다. 또한 항력계수와 

양력계수의 변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받음각에 대

한 각 공력계수의 변량의 비인 가중계수를 사용

하여 식 (7)과 같이 적용하였다.

 Minimize :                               

  Subject to :  ≥                     (7)

  (Objective Function) =  ×   
 = Lift Coefficient of Baseline Model

   





Table. 2와 Fig. 4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2단계 

최적설계 후 제약조건인 양력계수는 0.1%로 약

간 감소하였지만 항력계수는 0.01751에서 

0.01446로 17.3%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양

는 14.97에서 18.10로 증가하였고 Fig. 5에서와 

같이 wing 윗면에 발생하는 충격파의 강도가 크

게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Single stage 

design 경우 7.2%를 감소시켰다. 또한 위의 

planform 설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변량

이 작고 Kriging 결과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wing weight를 포함하는 설계 

공간이 국소 최적점을 가지고 있고, single 

stage design의 경우 planform과 같이 큰 형상 

변화를 수반하는 최적설계의 경우 국소 최적값을 

예측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2

단계 설계방법이 국소 최적점을 피하여 가장 효

과적으로 wing의 공력성능을 증가시킴을 확인 

할 수 있다.

2 단계 최적 설계 후, Drag Decomposition 기

법(6)을 사용하여 wing의 설계 전후의 항력 값을 

Table. 3에서와 같이 요소별로 분리하여 분석하

여 보았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설계 단계에서 유도항력 보다는 엔트로피 항력의 

감소량이 우세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surface 설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Obj.-Fn. 
& const.

Baseline
model

Single stage 
design

First-stage 
design

Second-stage 
design

Planform+Surface Planform Surface

CL 0.26218 0.26199 0.25962 0.26182

CD 0.01751 0.01625 0.01691 0.01446

Table. 2. Comparison of the values of the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 for the 

designed model

Fig. 4. Design histories of ONERA-M6
Single stage design(left), Two stage design(right)

Fig. 5 Pressure contours of ONERA-M6
Baseline(upper left), Single stage(upper right) 

First-stage(lowe left), Second-stage(low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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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trategy Drag prediction 
method CL CD CD, 

entropy
CD, 

induced

Baseline model

Surface 
integration 0.2622 0.0175 N/A N/A

Wake 
integration 0.2927 0.0160 0.0128 0.0032

Planform only
(Kriging-EI

 + GA)

Surface 
integration 0.2620 0.0163 N/A N/A

Wake 
integration 0.2961 0.0137 0.0098 0.0038

Single stage 
design

(Adjoint method 
only)

Surface 
integration 0.2596 0.0169 N/A N/A

Wake 
integration 0.2882 0.0155 0.0119 0.0036

Two-stage 
design

(Kriging-EI + 
Adjoint)

Surface 
integration 0.2618 0.0145 N/A N/A

Wake 
integration 0.2975 0.0112 0.0073 0.0040

Table. 3 Examination of the aerodynamic 
performance evaluated by the drag 

decomposition method

 4. 항공기의 2단 공력형상 최적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2단 공력 최적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DLR-F4의 wing-body 재설계를 수행

하였다. Planform 및 surface의 설계변수는 Fig. 

6과 같다. Wing-body 형상의 계산을 위하여 

Fig. 7과 같이 7 block의 overset 격자계를 사

용하였다. 총 격자의 개수는 230만개이다. 유동 

조건은 Mach number 0.75, AOA 0도, Re 수는 

300만이다. 유동해석에 사용된 수치기법은 

ONERA-M6와 같고, MLP3 limiter를 적용하여 

과도한 수치 점성을 방지하면서 공간정확도를 확

보하였다.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은 wing 설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력을 최소화 하였고  기저

모델의 양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였고 base 

model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Fig. 6 Design variables of DLR-F4 
Planform(left), Surface(right)

  

Table. 4는 설계 후의 planform 변수이다. 

ONERA-M6의 설계와는 다르게 두 설계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Table.5와 Fig. 8에서와 같이 2단계 공력설

계 후, 항력계수가 7.5% 감소하였다. 이는 위의 

wing 설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량은 작지

만, 설계 변수가 wing에만 적용되어 fuselage에

서 발생하는 항력은 설계 전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전체 항력값 중 fuselage가 차

지하는 항력을 제외한다면 감소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Fig. 7 Overset mesh system for DLR-F4

Design variable
(Dv) Min Baseline Max

Single 
stage 

design
Kriging-EI

Dv1 Sweepback 
Angle 25° 27.15° 30° 27.0550° 25.2454°

Dv2 Kink
Span 3733.5 4148.6 4563.2 4190.42 4322.35

Dv3 Semi
Span 11682.0 12980.5 14273.0 12903.1 12875.2

Dv4 Kink
Chord 2731.2 3034.7 3338.1 3117.34 3252.08

Dv5 Tip
Chord 1401.0 1556.7 1712.4 1572.87 1709.62

Dv6 Twist
Angle -5.0° -4.631° -3.0° -4.6424° -4.9590°

Const. Wing 
Weight 14.3024 14.2828 14.2998

Table. 4 Design variables and optimum values 
of DLR-F4

Obj.-fn. &
constraint

Baseline 
model

Single stage 
design

First-stage 
design

Second-stage 
design

Planform + 
Surface

Planform 
design

Surface 
design

CL 0.489609 0.489651 0.491078 0.488280

CD 0.032683 0.031601 0.031538 0.030239

Table. 5 Comparison of the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 values of DLR-F4 

 Fig. 8은 DLR-F4의 design history를 보여준

다. Single stage design의 경우 3.3%의 항력계

수 감소를 보였고, 2단계 설계의 경우 planform 

설계에서 3.5%, surface 설계에서 4.0%, 전체적

으로 7.5%의 항력계수 감소를 보였다. Fig. 9는 

wing surface에서의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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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에서 나타나는 단일충격파가 설계 이후 

크게 약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Design histories of DLR-F4
Single stage design(left), Two stage design(right)

Fig. 9 Pressure contours of DLR-F4
Baseline(upper left), Single stage(upper right)

First-stage(lower left), Second-stage(lower right)

5. 결  론

전역, 국소 최적화 기법을 조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2단계 공력형상 최적설계 방법을 제시하

였다. 1단계 설계에서는, Kriging 기법 기반의 

GA 최적화 툴을 적용하여 wing planform 설계

를 수행하였다. 이에 EI기법에 의한 추가적인 

sample point를 찾아내어 Kriging model의 정확

도 및 전역 최적해 결과를 개선하였다. 2단계 설

계에서는 1단계에서 설계된 planform을 기저형

상으로 하여 차분 매개변수법을 적용한 GBOM를 

사용하여 wing 표면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최

적 설계 후 목적함수인 항력계수를 Drag 

Decomposition 기법을 적용하여 요소별로 분리

하여 요소별 감소량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설계기법을 ONERA-M6 wing과 

DLR-F4 wing-body 형상에 적용하여 overset 

grid, viscous 유동해석 및 매개변수법(adjoint 

approach)을 기반으로 하여 재설계를 수행하였

다. 두 형상에 대한 최적설계 결과를 single 

stage design 결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된 2단계 

공력 형상 최적설계 기법이 전역/국소 최적화 기

법의 장점을 반영하여 3차원 항공기 형상의 공력 

성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후 기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

재단(No. 2011-0027486), 교육과학기술부의 우

주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NSL, National Space 

Lab, No. 2011-0029871) 및 서울대학교 기계

항공공학부 2단계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관계기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McCall, J., 2005, "Genetic algorithms for 

modelling and optimisation,"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Applied Mathematics, 

Vol. 184, pp. 205-222.

(2) Jerome, S., William, J. W., Toby, J. M. 

and Henry, P. W., 1989, "Design and 

Analysis of Computer Experiments," 

Statistical Science, Vol. 4, No. 4, pp. 

409-435.

(3) Jeong, S. K., Murayama, M. and 

Yamamoto, K., 2005, "Efficient Optimization 

Design Method Using Kriging Model," 

Journal of Aircraft, Vol. 42, No. 2, pp. 

413-420.

(4) Jameson, A., 1988, "Aerodynamic design 

via control theory,". Journal of Scientific 

Computing, Vol. 3, pp. 223-260.

(5) Lee, B. J. and Kim, C., 2008, 

"Aerodynamic redesign using discrete 

adjoint approach on overset mesh system," 

Journal of Aircraft, Vol. 45, No. 5, pp. 

1643-1653.

(6) Micheal, B. G. and Russell, M. C., 1999, 

"Wake Integration for Three-Dimensional 

Flowfield Computation: Theoretical 

Development," Journal of Aircraft, Vol. 36, 

No. 2, pp. 357-365.

97


	다단 최적설계 기법을 적용한 3차원 항공기의 공력형상 설계
	초록
	ABSTRACT
	1. 서론
	2. 수치기법
	3. 최적설계 Framework
	4. 항공기의 2단 공력형상 최적설계
	5. 결론
	후기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