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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UCAV(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는 꼬리날개가 없는 날개-

동체 일체형 형상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른 여러 장점이 있으나 유

동박리로 인한 날개 피칭 브레이크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76°/40° 이중 삼각익과 UCAV의 유동 특성을 전산수치해석을 통

해 확인한다. 또한, UCAV에서 발생하는 피칭브레이크를 NS-DBD 플라즈

마 액추에이터와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통해 제어한다.

주요어 : Double Delta Wing, UCAV, CFD, NS-DBD, Sparkjet,

Plasma Actuator

학 번 : 2018-2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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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요

UCAV(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는 미 공군의

J-UCAS(Joint-Unmanned Combat Air Systems)사업에서 기인한 무기

장착 시스템을 갖춘 무인 비행체이다. 일반적인 무인기는 정찰 임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UCAV는 공격 임무를 추가 수행한다. 따라서 스텔스

기능과 높은 기동성이 필요하다. 스텔스 성능은 주요 지표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Radar Cross Section)를 사용하며 이를 낮추기 위해

꼬리날개가 없는 날개-동체 일체형 형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전이

꺾인 이중 삼각익, 뒷전이 꺾인 cranked wing을 가지는 람다익 형상을

적용하는 등 삼각익을 기본으로 델타, 람다, 다이아몬드형의 조합으로 발

전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날개는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날개

안쪽에서 시작한 유동 박리로 인하여 날개 바깥쪽이 유동 박리 영역에

들어가면서 피칭 모멘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피칭 브레이크 현상이 나타

나게 된다.

이중 삼각익은 삼각익에서 날개의 앞전이 오목하게 한번 꺾인 형태의

날개이다. 이러한 형태의 날개는 아음속부터 초음속, 극초음속 비행체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림 1의 가)는 Northrop Grumman 사의 아음속 무

인 함재기인 X-47b다. 그림 1의 나)는 Boeing 사의 F/A-18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다. 그림 1의 다)는 Concord 사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최초의 여객기다. 그림 1의 라)는 재사용이 가능한 최초의 궤도

우주선인 NASA의 컬럼비아호다. 이 비행체들은 공통으로 이중 삼각익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삼각익 비행체는 삼각익보다 양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 받음각에서 두 와류가 간섭을 일으켜 유동이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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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 모멘트가 급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이중 삼각익의 유동 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하고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유동 제어를

할 것이다. 76°/40° 삼각익의 유동해석을 통해 이중 삼각익의 대표적인

유동 특성을 확인하고 실제 비행체 크기와 형상인 UCAV의 유동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UCAV에서 발생하는 피칭브레이크를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와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이용

해 제어할 예정이다.

가) 나)

다) 라)

그림 1 가) X-47b, 나) F/A-18, 다) Concord, 라) 우주 왕복선

1)

1) http://www.boeing.com/defense/fa-18-super-hornet/#/gallery, 2019.04.14

https://www.nasa.gov/sites/default/files/thumbnails/image/ksc-06pp2156orig.jpg, 2019.04.14
http://www.northropgrumman.com/MediaResources/Pages/Photo.aspx?pid%3DUC-10028_026%26rel%

3D%2F%26name%3DPhotos,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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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중 삼각익

1. 이중 삼각익 유동 특성

삼각익 형태의 비행체는 날개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에 의해

날개 앞전에 강한 와류가 생성된다. 날개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

후퇴 각, 앞전의 곡률 등에 의해서 와류의 강도와 모양이 결정된다. 이

와류는 날개 윗면의 표면 압력을 낮춰 큰 양력을 만들어 내고 경계층 내

부에 운동량을 공급하여 유동 박리를 지연시킨다. 또한, 삼각익 형태는

고속에서 항력이 작아 많은 비행체의 날개로 사용된다. 하지만 저속에서

생성되는 와류의 강도가 약해 양력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중 삼각익은 그림 2의 가)와 같이 삼각익의 앞전이 오목하게 꺾인

형태이며 두 개의 와류가 생성되어 더 큰 양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세

장비를 크게 만들 수 있어 양항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림 2

의 나)에서와 같이 받음각이 커지면 안쪽과 바깥쪽 날개에서 생성된 와

류가 동체 후방에서 합쳐지며 붕괴된다.[1], [2] 이로 인해 동체 뒤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피칭 모멘트가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비행체는 이

착륙 과정을 거치며 저속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공력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력성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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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2 가) 이중 삼각익의 와류 구조, 나) 받음각

에 따른 와류 붕괴 위치

2)

2. 이중 삼각익 유동 제어

이중 삼각익의 제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다섯 가지 예시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실험은

QinetiQ에서 UCAV 1303 모델에 대해 실행한 저속풍동실험이다. 둥근 형상,

기본 형상, 기본형상에 비해 앞전이 날카로운 형상의 모델이 가지는 공력성능

을 각각 비교했다. 평균 공력 시위길이 539.75mm의 실험모델을 사용했으며

레이놀즈수 4,280,000~8,500,000과 마하수 0.1~0.3, 그리고 받음각 –5°~25°의

조건에서 실험했다. 앞전이 날카로운 모델이 레이놀즈수에 대해 가장 덜 민감

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받음각에 따라 피칭 모멘트가 급격히 증가했다.[3]

두 번째는 KAIST의 또 다른 실험으로 UCAV 1303 형상에 vortex

generator를 장착한 모델을 이용한 풍동실험이다. 실험 모델은708.3mm의 평

균 공력시위 크기를 갖고 있으며, 레이놀즈수는 1,370,000~2,740,000으로 실험

했다. 받음각에 따른 양력, 항력, 피칭모멘트 계수, 표면 압력계수를 vortex

2) [1], [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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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가 있는 모델과 일반 모델에 대해 각각 비교했다. Vortex

generator가 있는 모델의 양력은 높은 받음각에서 증가했다. 항력은 일부 받

음각에서 감소했으며 피치 브레이크는 더 큰 각도의 받음각에서 발생했다.[4]

마지막으로 Georgia Tech에서는 스파크 제트 액추에이터가 장착된 날개

의 공력특성에 대해 연구했다. 이때 실험 모델은 앞전이 실린더 모양이다. 그

리고 실험 날개의 변수는 받음각과 앞전에서 스파크 제트 액츄에이터의 각도

로 구성했다. 또한 스파크 제트 액츄에이터의 작동 주파수와 레이놀즈 수에

따른 공력 특성도 측정했다. 날개의 시위 길이는 254mm이고 Re수

310,000~725,000, 받음각 0°~25°, gamma –60°~60°에서 실험했다. 날개 표

면에 설치된 압력 구멍으로부터 표면의 압력을 구해 압력계수를 구했다. 제트

를 사용하지 않은 날개는 받음각 5° 이상부터 유동박리가 시작됐지만, 제트를

사용한 날개의 경우 받음각 17.5° 이상에서 유동박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제

트의 사용으로 양력은 증가했지만 항력은 감소했다. 또한 양력-항력 비는 레

이놀즈수에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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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UCAV

실제 비행체에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동제어 대상으로 그림 3의 미국 Northrop

Grumman사의 X-47B을 선정했다. X-47B는 UCAV의 대표적인 시험기

체로 뛰어난 스텔스 설계로 RCS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람다

익과 이중 삼각익이 합쳐진 형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동체 위에 흡입

구가 있는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길이 11.63m,

날개 폭 18.92m, 높이 3.1m이고 최대 이륙중량은 20톤이다. 순항거리는

약 3900km이며 최대속도는 마하수 0.9으로 비행할 수 있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에 항공모함에서 이착륙 테스트를 마친 최신 무

인 전투 함재기이다.

그림 3 X-47b 제원

3)

3)
http://www.northropgrumman.com/MediaResources/Pages/Photo.aspx?pid%3DUC-10028_026%26rel%
3D%2F%26name%3DPhotos,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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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는 그림 5와 같이 유전체를 사이에 두고 비

대칭으로 놓인 두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글로우 방전으로 발생한 플라

즈마를 이용하는 액추에이터이다. 이때, 유전체 윗면에 발생한 플라즈마

는 외부 유동에 전기력에 의한 모멘텀과 줄 가열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통해 유동에 교란을 준다. 특히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는 전압을

나노 초 단위로 빠르게 인가하여 글로우 방전을 일으키는 액추에이터이

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유동에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

력에 의한 운동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전달만이 발생한다. 플

라즈마에 의한 줄 가열 영향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압력이 순

간적으로 증가하며 공기 중으로 미소한 압력파(충격파)가 전파된다. 이

러한 압력파를 이용해 전체 유동을 제어한다.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는 움직이는 작동부가 없어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방전 속도가 빨라 제어 응답 속도 역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

다. 초기에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는 교류로 전압을 인가하는 방

식에 비해 유동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커서 고속유동 제어의 가

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험 장비를 구축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 비평형 플라즈마의 화학반응모델 구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치해

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에 부딪혀 대부분의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다.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의 플라즈마 특성시간(characteristic

time)과 유동 특성시간의 차이가 큰 멀티 스케일(multi-scale) 문제는 전

산해석 시 많은 계산비용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의 특성 시간

은 (pico second)며, 유동의 특성 시간은 (micro second)이다. 본 연

구에서는 UCAV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semi-empirical 모델이 아닌

준 1차원 상사 방정식을 기반으로 모델링된 NS-DBD 플라즈마 액추에

이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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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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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스파크제트 액추에이터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캐비티 내부에 위치한

두 전극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여 스파크 방전으로 발생시킨 플라즈마을

이용하는 액츄에이터다. 두 전극 사이에서 발생한 플라즈마는 주변 유동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캐비티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킨다. 온도와 압력

이 높아진 캐비티 내부의 공기가 오리피스를 통해 빠져나오며 외부 유동

에 교란을 준다. Sparkjet 액추에이터는 제트 액추에이터와 달리 구동부가

없어 빠른 응답 속도를 보이며 구조적으로 단순하다. 또한, 초음속 제트 분

사를 할 수 있고 빠른 주파수의 분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Sparkjet 액추에이터는 고 레이놀즈 수 유동의 유동제어에 사용될 수 있

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가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적

용을 위해선 보다 집중된 연구가 필요하다.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도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와 마찬

가지로 특성 시간이 매우 짧아 유동 특성 시간과 차이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UCAV에 적용하기 위해 1차원으로 모델링된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를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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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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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연구 방법

76°/40° 이중삼각익과 UCAV의 3차원 비정상 난류 유동해석하기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했다. Patakar의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수치기법을 사용했고 난류모델은 Meter의

kw-SST를 사용했다. 수치해석하기 위해 표면 형상에 표면 메쉬와 공간

메쉬를 만들어 공간 이산화를 진행했다.

UCAV의 특성길이는 수 미터이고 특성 시간은 수 미리 초이다. 반면,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와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는 수 밀

리미터의 특성 길이와 나노 초 혹은 피코 초를 가지기 때문에 UCAV에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정확히 모사하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모델링하였고 이를 UCAV에

적용하여 비정상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1. 유동해석 수치기법

와류와 같은 복잡한 물리현상을 동반하는 유동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적절한 모델의 사용은 필수다. 영국의 DSTL(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에서는 UCAV 1303 형상과 풍동실험을 위해 이를

고정하는 sting을 더한 형상에 대하여 SARC, k-w SST 난류모델을 이용하

여 CFD 해석했다. UCAV 1303 단일 모델에서는 약 4,300,000개, sting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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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UCAV 형상에서는 약 5,700,000개의 비정렬 격자를 생성했으며, y+는

두 경우 모두 1에 맞췄다. 그리고 Solver는 비정렬 FVM(Finite Volule

Method)인 Cobalt를 사용했다. 낮은 받음각에서 sting의 영향은 적었지만 높

은 받음각에서는 sting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낮은 받음각에서 박리가 일어

나기 전에 모든 난류모델들은 실험값과 일치했다.[25]

가. Navier-Stokes 방정식

76°/40° 이중 삼각익과 UCAV의 점성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식은 다음과 같이

보존형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보존량 벡터이고,   는 대류 플럭스,   는 확

산 플럭스 벡터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내부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이루어진 총 에너지고, 는

총 엔탈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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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w-SST

유동해석에서 더욱 정확한 난류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2 방정식

Eddy-Viscous 모델인 kw-SST(kw Shear Stress Transport) 난류 모델

을 사용했다. Wilcox k-w와 k-epsilon 모델을 결합한 모델로써 에 의

해 그 양이 결정된다. 난류 운동에너지와 소산율 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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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함수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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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함수   은 자유류 역역을 나타내며   은 경계층 내부를

나타낸다. cross-diffusion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14 -

  max






∂

∂
∂

∂
 






Eddy vicosit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max  


혼합함수 은 다음과 같다.

  tanhmax





 







2. 유동해석 조건 및 격자 계

가. 이중 삼각익

Verhaagen, N의 연구에서 사용한 76°/40° 이중 삼각익을 유동해석 모델

로 선정했다. 모델의 시위 길이는 0.406m, 스팬 길이는 0.415m, 두께는

9.53mm이다. 앞전으로부터 54% 위치에서 날개의 앞전이 꺾이고 앞전으로부

터 84% 위치에 날개 끝이 꺾인다. 날개의 앞전과 뒷전은 모두 0.13mm의 지

름으로 라운드 처리되었다. 아랫면은 20°로 경사져있으며 그 폭은 26.16mm

이다. 레이놀즈 수는 500,000, 받음각은 10°인 조건에서 실험했다.[1]

전산 해석하기 위해 76°/40° 이중 삼각익의 표면과 공간을 이산 화했다.

표면 격자는 약 540,000개의 삼각형 격자로 만들었으며 최소 크기는 3mm로

설정했다. 또한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좌우 대칭 경계조건을 적용했다. 경

계층을 잘 포착하기 위해 프리즘 격자를 사용했으며 프리즘 첫 층 높이는

≃을 만족시키며 총 16층을 쌓았다. 프리즘 외부 공간은 사면체 격자로

약 11,000,000개의 격자를 만들었다. 저피탐 비행체의 유동해석 및 검증을 위

해 Ansys Fluent를 사용했다. 해석 영역의 크기는 아음속에서의 압력 전파를

고려하여 그림 7과 같이 비행체의 위, 앞, 아래, 옆으로는 평균 공력 시위 길

이의 20배, 뒤로는 30배의 영역으로 설정했다. Verhaagen, N의 실험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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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레이놀즈 수 500,000, 받음각 10°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했다.

그림 6 76°/40° 이중 삼각익 표면격자 및 해석 영역

나. UCAV

UCAV의 유동해석을 위해 표면 격자와 공간격자를 생성했다. 저피탐 비행체의

유동해석 및 검증을 위해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표면 격자는 약

440,000개의 삼각형 격자로 만들었으며 경계층 해석을 위해 프리즘 격자를 20

층 생성했다. 첫 층 높이는 ≃을 만족시키게 생성했으며 프리즘 외부는

약 8,800,000개의 사면체 격자로 구성하였다. 해석 영역의 크기는 위, 앞, 아

래, 옆으로는 평균 시위 길이의 20배, 뒤로는 30배의 크기로 설정했다.

유동해석 조건으로 마하수 0.15, 레이놀즈 수 10,780,000, 받음각은 0°에

서 24°까지 4°도 간격으로 설정했다.

그림 7 UCAV 표면 형상과 해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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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모델링

UCAV에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플라

즈마의 특성 시간과 유동의 특성 시간차이가 큰 멀티 스케일 문제로 전산해석

시 많은 계산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멀

티 스케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모사하기 위해 기존의 semi-empirical 모델이 아닌 준 1차원

상사 방정식을 기반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모델을 사용하여 UCAV에 적

용하여 해석을 진행했다.

플라즈마의 지배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 독립변수 를 도입하여 준

1차원 상사 방정식으로 차원을 낮추어 진행했다.

   

NS-DBD 플라즈마는 그림 9의 가)와 같이 rise time동안 전압이 상승하

고 plateau time 동안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 되며 decay time 동안 전압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때 속도 는 플라즈마 전진 속도로 rise time 구간에서

일정하고 플라즈마가 rise time 구간에서 완전히 전개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플라즈마 두께 를 도입하여 에 대해 플라즈마 지배방정식들을 평균을 취하

여 벽면에 대한 변수로 바꾼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플라즈마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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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펄스 파형, 주파수,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형상을 위의 비

정상 줄 가열 모델에 넣으면 전기장, 전자밀도 등의 플라즈마 물성치를 예측

하여 공간과 시간에 따른 줄가열 에너지 분포를 알 수 있다.[7], [8]

 

 



∙  

      
 

본 연구에서는 나노세컨드 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의 설치 위치에 따

른 피칭 모멘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그

림 17은 NS-DBD 플라즈나 액추에이터의 설치 영역을 보여준다. 비행체 동

체의 아랫면, 동체의 윗면, 날개의 아랫면, 날개의 윗면과 같이 4가지의 설치

영역을 선정하였다. 스팬을 따라 적용하였으며 시위 방향으로는 100mm으로

배열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로 가정했다.

모델링된 DBD 에너지 소스 항과 이를 시간에 대해 평균하여 플라즈마

경계조건을 소스항으로 그림 9의 나)의 파형으로 UCAV에 적용하였다. 액추

에이터의 펄스 주파수는 1,000Hz, 그림 10의 플라즈마 영역에 가해주는 에너

지 소스의 크기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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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 NS-DBD 전압 파형, 나)UCAV의 NS-DBD 모델의 소스항

주입 파형

그림 9 UCAV의 NS-DBD 플라즈마 적용 영역

4.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모델링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도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와 같

이 특성 시간이 매우 짧아 UCAV와 동시에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적절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Zong은 연구에서 캐비

티 내부의 양 전극에서 방전을 일으키는 대신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 소

스를 주입함으로써 Sparkjet 액추에이터를 모사했다. 스파크제트 액추에

이터는 그림 11 에서와 같이 총 세 단계의 작동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에너지 주입단계에서 정적가열가정을 통하여 캐비티 내부의 온도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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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했다. 두 번째, 제트 분사과정에서는 단열 벽면, 등엔트로피 팽창

과정으로 가정하여 시간에 따른 캐비티 내부의 온도, 압력, 밀도, 캐비티

출구의 제트 속도, 압력, 온도, 밀도를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재순환 과정

에서는 캐비티 내부의 높은 온도, 낮은 밀도, 낮은 압력이 노즐 목을 통

한 압력 차이에 의해 외부의 공기와 환기되는 과정을 계산했다.[9]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출구 직경은 수 mm이고 비행체의 크기는 수

m 이기 때문에 실제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출구형상을 모사하기 어렵

다. 따라서 Sparkjet 액추에이터 출구조건(속도, 압력, 온도)를 그림 12와

같이 Sparkjet 액추에이터 적용 면적에 대해 평균하여 비행체에 경계조

건으로 적용했다. 제트의 속도는 자유류에 대한 속도 VR을 이용하여 1,

2, 3, 4로 주입 에너지를 조정하여 설정하였고 작동 주파수는 200Hz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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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 작동 순서

그림 11 Sparkjet 액추에이터 적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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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동 해석 결과

1. 76°/40° 이중 삼각익

76°/40° 이중 삼각익의 유동해석을 수행했다. 그림 13의 가)는 표면

압력계수 분포와 유선 분포를 나타낸다. 안쪽 날개 앞쪽에서 와류가 생

성되고 앞전의 꺾인 영역에서도 와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생성된 와류를 따라 표면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의 나)는 Q-criterion의 등위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공간상의 와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Verhaagen의 실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첫 번째 그림은 Verhaagen의 실험에서 시위 길이의

50%와 75%에서의 벡터장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림은 본 연구의 해석결

과에서 50%와 75%에서의 압력계수와 유선분포를 나타낸다. 두 그림을

비교했을 때, 안쪽 날개와 바깥쪽 날개에서 생성된 와류들의 위치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아래의 그림에서는 실험값과 수치

해석 결과를 시위 길이 75%에서의 스팬 방향 압력계수를 비교한 결과이

다. Verhaagen는 비점성유동으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난류모델을 사용한 점성유동을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했

다. 본 연구의 해석 결과가 Verhaagen의 수치해석 결과보다 확산되어

보이지만 표면 압력계수는 실험값과 더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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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12 76°/40° 이중 삼각익의 가)압력 계수분포 및 유선, 나) Q-criterion 분포



- 23 -

그림 13 Verhaangen의 실험결과와 유동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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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AV

마하수 0.15에서 받음각 0°부터 24°까지 UCAV의 수치해석을 수행하

여 얻은 공력계수는 그림 15에 나타나 있다. 그림 15의 양력 계수 그래

프에서 양력 계수는 받음각 16°까지 증가하고 20°부터는 감소한다. 항력

계수는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며 피칭 모멘트 계

수는 6°까지 감소하며 받음각에 따른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안정적이지

만 8° 이후에서 증가하며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가) 나) 다)

그림 14 UCAV의 받음각에 따른 가) 항력 계수, 나) 양력 계수, 다) 피칭

모멘트 계수

그림 16는 받음각 0°부터 20°까지 UCAV의 윗면의 표면 압력분포를 나

타낸다. 0°에서 동체 안쪽에 정체점이 생기고 뒷전으로 가면서 압력이 낮아졌

다가 다시 회복한다. 받음각 4°에서 날개가 꺾이는 부분에서 유동이 팽창하기

때문에 앞전의 표면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받음각 6°부터 동체의 앞전도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하며 받음각 12°까지 저압 영역이 넓어진다. 받음각 16°

부터는 유동이 박리되어 표면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동체는 날개보다

후퇴각이 크기 때문에 유동이 팽창되는 정도가 더 작다. 따라서 받음각에 따

른 압력의 감소량이 날개에서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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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UCAV의 받음각에 따른 표면 압력계수 분포

그림 17은 받음각에 따른 표면 압력분포와 유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받음

각 0°와 4°에서는 유동이 UCAV를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며 표면에 부착되어

흐른다. 받음각 6°부터 동체의 앞전에서 약한 와류가 발생하며 날개 끝에서도

와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받음각 8°에서는 동체, 날개, 날개 끝에서 각각 와

류가 발생하며 와류가 생성되는 영역을 따라 표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0°에서는 동체와 날개에서 발생한 와류의 크기가 뒷전으로 갈수

록 지름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받음각 12°에서 동체와 날개에서 발생한

와류가 서로 간섭하기 시작하며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날개 끝에서는 와

류가 완전히 사라져 표면 압력이 다시 회복되었다. 받음각 16°에서는 날개에

서도 와류유동이 발생하여 동체에서 발생한 와류와 섞이게 되며 두 와류유동

모두 강도가 약해지게 된다. 받음각 20°에서는 날개의 와류가 완전히 사라져

압력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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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UCAV의 받음각에 따른 유선 분포

그림 18은 받음각에 따른 표면의 유선분포를 나타낸다. 아랫면에서 감아

오른 유동이 윗면에 부딪히면서 앞전에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유선이 생성된

다. 이같이 갈라지는 유선들을 통해서 생성되는 와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

는데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동체의 와류는 점점 후방으로 이동한다. 갈라지

는 유선이 끝나는 지점은 와류가 붕괴되거나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위치를

나타낸다. 받음각 10°부터 20°까지 동체의 와류의 붕괴 위치가 점점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criterion 등위면을 나타내는 그림 19에서

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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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UCAV의 받음각에 따른 표면 유선 분포

그림 18 UCAV의 받음각에 따른 Q-criterion 분포

그림 20는 x=c/2인 위치에서 받음각에 따른 유선분포와 압력 계수 분포

를 나타낸다. 받음각 6°에서 동체와 날개에서 표면에 가깝게 와류가 생성되며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표면에서 떨어지고 와류 중심의 직경이 커진다. 받음각

20°에서는 날개의 와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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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각 8°에서 전체 피칭 모멘트를 계산했을 때, 피칭 모멘트는 증가했다.

동체의 피칭 모멘트는 증가한 반면 날개의 피칭 모멘트는 감소했다. 동체 앞

전에서 생성된 와류가 피칭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받음각 8°에서 동체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강도 및 위치를

제어함으로써 유동 제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9 UCAV의 받음각에 따름 표면 압력계수 분포

제 3 절 유동 제어 해석 결과

76°/40° 이중 삼각익과 UCAV의 유동해석을 수행했다. 이중 삼각익의 유

동 특성으로 동체와 날개에 각각의 와류가 생성되어 저압 영역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UCAV는 받음각 6°까지 피칭 모멘트가 감소했지만 8°부터 증가했

다. 받음각에 따라 피칭 모멘트가 증가하면 동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받

음각 8°에서 피칭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적용하여 유

동해석을 시행했다. 동체에서 발생한 와류를 제어하기 위해 동체 앞전에 플라

즈마 액추에이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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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유동 제어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받음각 8의 UCAV에 적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했다. 액추에이터 적용 영역의 최고온도는 약 500K까지 상승하였

으며 표면의 온도분포는 그림 21과 같다. 액추에이터가 설치된 영역의 온도가

증가하였으며 대류에 의해 뒷전까지도 온도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개에 설치했을 때 대류에 의해 더 넓은 영역까지 열이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은 액추에이터 설치 위치에 따른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낸다. 날개

윗면의 압력계수 분포가 액추에이터의 교란에 의해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Q-criterion 등위면 분포는 그림 23에 나타나 있다. 동체의

Q-criterion 분포는 제어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지만 날개에서 와류가

붕괴되는 모양은 각각의 경우 차이가 있다. 액추에이터에 의한 교란의 크기가

작아 표면 압력계수의 변화량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다. 그림 25는 제어 전과

후의 표면 압력계수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네 경우 모두 동체의 압력 변

화는 거의 없었다. 동체의 위, 아래에 액추에이터를 적용하였을 때 윗면의 앞

전이 꺾이는 곳에서 압력변화가 가장 컸다. 그림 25의 Case 1과 Case 2에서

앞전이 꺾이는 곳에서 빨간색 영역은 제어하기 전의 와류가 생성되는 위치고

파란색 영역은 제어 후 와류의 위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날개 뒤쪽의 압력이

감소했고 날개 앞전은 압력이 증가했다. 따라서 날개에서 생성되는 와류 중심

의 진행방향이 뒤쪽으로 꺾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의 다)와 라)에서

날개 앞전의 압력이 증가했고 날개 뒷전의 압력이 감소했다. 그림 24의 다)와

라)의 유선을 제어하기 전의 유선과 비교해 보면 와류의 지름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동체의 위와 아래, 날개의 위와 아래 모든 경우에 양력 계수는

증가하였다. 동체 위에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설치했을 때 양력계

수의 증가량이 가장 작았고 날개 아래에 설치했을 때 2.17%로 가장 컸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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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수는 동체 위에 설치했을 때 –2.17% 감소했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증

가했다. 날개 아래에 설치했을 때 증가량이 8.32%로 가장 컸다. 피칭 모멘트

계수는 동체 위에 설치했을 때 증가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감소했다. 날개

아래에 설치했을 때 233.3%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림 20 UCAV의 Case에 따른 표면 온도 분포

그림 21 UCAV의 Case에 따른 표면 압력계수 분포

그림 22 UCAV의 Case에 따른 Q-criterioin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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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UCAV의 Case에 따른 유선 분포

그림 24 UCAV의 Case에 따른 표면 압력 계수 변화량 분포

CASE 1 2 3 4

액추에이터
설치 위치 동체 위 동체 아래 날개 위 날개 아래

작동 주파수(Hz) 1,000 1,000 1,000 1,000

CD(%) -2.17 3.73 8.05 8.32
CL(%) 0.296 0.392 1.66 2.17
CM(%) 31.11 -66.66 -122.22 -233.3

표 1 Case에 따른 공력 계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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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arkjet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유동 제어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유동제어 연구에 이어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제트 강도에 따른 UCAV의 공력 계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Sparkjet 액추에이터를 적용한

UCAV 형상은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적용했던 UCAV 형상과

날개의 크기, 앞전의 곡률 등 미세한 차이가 있는 형상으로 유동해석을 수행

했다. 수정된 UCAV은 받음각 10°에서 피칭모멘트가 증가한다는 차이가 있

지만 받음각에 따른 공력 계수와 유동특성이 X-47b와 유사했다. 그래서

Sparkjet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수정된 UCAV의 제어는 받음각 10°에서 진행

했다.

그림 26과 같이 액추에이터 설치 위치, 에너지, 설치 영역, 제트 방향의 순

서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했고 추가로 받음각에 따른 영향도 확인했다.

각각의 파라메트릭 변수에 대한 Case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마하수, 레이

놀즈 수, 자유류 속도, 자유류 온도, 자유류 압력 등은 앞서 정상상태에서 해

석한 조건과 동일하다.

그림 25 Sparkjet 액추에이터 파라메트릭 스터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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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Sparkjet 액추에이

터 설치 영역

Case BASE 1 2 3 4 5 6 7 8
제트 설치 위

치 - 동체 
위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VR - 1 1 2 3 4 1 1 1

받음각(°) 10 10 10 10 10 10 10 10 10

제트 설치 영역 - 1,2 1,2,3,4
5,6,7,8

1,2,3,4
5,6,7,8

1,2,3,4
5,6,7,8

1,2,3,4
5,6,7,8 1,2,3,4 1,3,5,7 1,2

제트 분사 각도
(°)

- 90 90 90 90 90 90 90 90

Case BASE 9 10 11 12 13 14 15 16

제트 설치 위
치 -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VR - 1 1 1 1 1 1 1 1
받음각(°) 10 10 10 10 10 8 12 10 10

제트 설치 영역 - 1 3,4,5,6 3,4 5,6 1,2,3,4 1,2,3,4 1,2,3,4 1,2,3,
4

제트 분사 각도
(°)

- 90 90 90 90 90 90 30 60

표 2 Sparkjet 액추에이터 파라메트릭 스터디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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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parkjet 액추에이터 설치 위치에 따른 해석 결과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설치 위치에 따른 유동제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받음각 10°에서 1, 2영역에 제트 강도 VR=1인 Sparkjet 경계조건을 적용하

여 해석을 진행했다. 그림 28의 (가)와 (라)는 Base의 표면 압력계수와 유선

분포,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동체 앞전에서 와류가 생성되고 표면의

압력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마)는 제트 분사 직후 Case8의

표면 압력계수와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제트에 의해 동체 안쪽

에서 작은 와류가 생성되고 제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큰 와류가 생

성된다. 동체 바깥쪽에서 생성되는 와류를 따라 Base의 압력보다 더 낮아지

며 와류 Base 보다 강하게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와 (바)는 제

트 분사 직후 Case 1의 표면 압력계수와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Case 8과 유사하게 동체 안쪽과 제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각각의 와류가 발생

하지만 표면의 압력이 Base보다 낮아지며 와류가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는 Base, Case 8, Case 1의 x/c=0.2, 0.35, 0.5, 0.65, 0.8에서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Base에서는 와류가 x/c=0.2에서의 x/c=0.65까

지 일정하게 날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x/c=0.8에서

와류는 거의 붕괴된다. Case 8에서는 x=0.2에서 두 개의 와류가 생성되며 동

체 안쪽에서 생성된 와류는 날개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동체 안쪽으로 이

동하며 x=8에서 붕괴되고 바깥쪽의 와류는 Base 대비 강도가 증가하여 날개

쪽으로 일정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se와 비교해 x/c=0.8에서

와류가 약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ase 1은 Case8처럼 두 개의 와

류로 분리되지만 두 와류의 강도는 모두 Case 8보다 약하며 동체 안쪽의 와

류는 x/c=0.5에서 붕괴되고 바깥쪽 와류는 x/c=0.65에서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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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jet 액추에이터에 의한 피칭 모멘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 Xddp를 도입했다. Case 8과 Case 1의 압력에 Base의 압력을 각각 뺀

결과에서 윗면에서 아랫면의 값을 다시 뺀 값에 무게중심으로 부터의 거리를

곱한 값을 XddP로 정의하며 빨간색은 제어 후 피칭모멘트가 감소한 영역을

나타내고 파란색 부분은 피칭모멘트가 증가한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30의 가)

는 Case 8의 Xddp 값을 나타내고 나)는 Case 1의 Xd에 값을 나타낸다. 와

류의 분할과 이동으로 동체의 앞전에 피칭모멘트가 증가한 영역과 감소한 영

역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은 Case 1과 Case 8의 피칭 모멘트 계수 변화량을 보여 준다. 동

체 아래에 Sparkjet 액추에이터를 설치했을 때 피칭 모멘트 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마) 바)

그림 27 제트 분사 직후의 가) Base의 압력분포, 나)Case 8의 압력 분포, 다) Case 1

의 압력 분포, 라) Base의 Q-criterion, 마) Case 8의 Q-criterion, 바) Case 1의

Q-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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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그림 28 제트 분사 직후의 가) Base의 Q-criterion, 나) Case 8의 Q-criterion,

다) Case 1의 Q-criterion

가) 나)

그림 29 제트 분사 직후의 (가): Case 8의 XddP , (나): Case 1의 X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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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Case 1과 Case 8의 피칭 모멘트 계수

나. Sparkjet 액추에이터 강도에 따른 해석 결과

Sparkjet 액추에이터를 동체 아랫면에 설치했을 때 피칭 모멘트가 감소한

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동체 앞전의 아랫면에

VR=1, 2, 3, 4의 Sparkjet 액추에이터를 적용했다. 그림 32의 (가)와 (라)는

Base의 표면 압력계수,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내고 (나)와 (마)는

VR=1인 제트 분사 직 후 표면 압력계수,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Case 2에서는 Base의 와류보다 더 강한 와류가 생성되며 표면의 압력이 더

많이 낮아진다. (다)와 (바)는 VR=4인 제트 분사 후 표면 압력계수,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제트에 의해 와류가 동체 표면에서 떨어져 크

게 생성되고 앞전의 저압 영역또한 동체 앞쪽으로 이동한다.

그림 33는 Base, Case 2, Case 5의 x/c=0.2, 0.35, 0.5, 0.65, 0.8에서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Base에서는 와류가 x/c=0.2에서의

x/c=0.65까지 일정하게 날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2

에서는 x=0.2에서 Base보다 강한 하나의 와류가 생성되고 Base 보다 앞인

x=0.65에서 붕괴된다. Case 5에서는 와류가 동체 앞쪽으로 더 이동하여 생성

되고 와류 중심의 크기도 증가했다. 하지만 Base와 Case 2보다 더 앞전에서

표면과 분리되었고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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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의 (가)와 (나)는 Case 2와 Case 5의 XddP값을 나타낸다. Case

2에서는 동체 앞전에서 제트에 의해 피칭모멘트가 감소했고 강한 와류에 의해

피칭모멘트가 감소했다. Case 5는 제트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피칭모멘트

가 더 많이 감소했고 와류가 표면에서 분리되어 와류에 의한 피칭모멘트 증가

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은 y=0에서 VR=1, 2, 3, 4의 경우에 압력과 유선 분포를 보여준

다. VR이 증가할수록 정체점이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자유류 방향으로 이동했

고 아랫면의 압력이 증가했다.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이가 커지며 생성되는

와류의 강도가 증가했으며 와류가 생성되는 위치가 정체점과 유사하게 자유

류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림 37은 0.801s부터 0.805s까지 Sparkjet 액추에이터가 작동하는 한 주

기 동안 윗면과 아랫면의 표면 압력과 유선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윗면은

한 주기 동안 유선과 압력계수의 큰 변화가 없으며 아랫면은 제트가 분사되는

0.801s에서 제트 영역의 압력이 높아지고 0.802s부터 0.805s까지 압력이 낮아

진다. 제트가 분사되는 0.001s동안 압력이 높아지지만 제트 분사 후 0.004s

동안 제트에 의해 빠져나간 유동에 의해 압력이 낮아진다. 그림 36에서 아랫

면의 압력이 제트 분사 시 증가했다가 제트 분사가 종료되면 Refresh 되는

시간동안 압력이 감소하므로 피칭모멘트가 감소했다.

그림 39에서 Case 2, Case 3, Case 4, Case 5의 표면 압력계수를 보여주

는데 VR이 증가할수록 와류가 표면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압력이 증

가한다. 그림 40은 Case 2, Case 3, Case 4, Case 5의 피칭 모멘트 계수를

보여 준다. 제트 강도 VR이 증가할수록 피칭 모멘트 계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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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나) 다)

바)마)

그림 31 제트 분사 직후의 가) Base의 압력분포, 나)Case 2의 압력 분포, 다) Case 5

의 압력 분포, 라) Base의 Q-criterion, 마) Case 2의 Q-criterion, 바) Case 5의

Q-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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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그림 32 제트 분사 직후의 가) Base의 Q-criterion, 나) Case 2의 Q-criterion,

다) Case 5의 Q-criterion

가) 나)

그림 33 제트 분사 직후의 (가): Case 2의 XddP , (나): Case 5의 X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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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그림 34 Case 2, Case 3, Case 4, Case 5의 y=0

에서 압력 및 유선분포

그림 35 Case 2의 한 주기 동안 피칭 모멘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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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t=0.801s t=0.802s t=0.803s t=0.804s t=0.805s

그림 36 Case 2의 한주기 동안 표면 압력과 유선 분포

Base t=0.801s t=0.802s t=0.803s t=0.804s t=0.805s

그림 37 Case 2의 한주기 동안 y=0에서 압력과 유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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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VR=1 VR=2 VR=3 VR=4

그림 38 Case 2, Case 3, Case 4, Case 5의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계수 분포

그림 39 Case 2과 Case 5의 피칭 모멘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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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parkjet 액추에이터 설치위치 및 영역에 따른 해석 결과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제트 강도에 따른 유동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받음각 10°에서 제트 강도 VR=1인 경계조건을 동체 아랫면 1, 2, 3, 4, 5, 6,

7, 8영역에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했다. Case 2는 1, 2, 3, 4, 5, 6, 7, 8, Case

6은 1, 2, 3, 4, Case 7은 1, 3, 5, 7, Case 8은 1, 2, Case 9는 1, Case 10은

3, 4, 5, 6, Case 11은 3, 4, Case 12는 5, 6에 액추에이터 경계조건을 적용하

여 해석을 진행했다. 그림 41의 (가)와 (라)는 Base의 표면 압력계수, 유선분

포,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내고 (나)와 (마)는 1, 2, 3, 4영역에 액츄에이터

경계조건이 적용된 Case 6의 표면 압력과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

다. 동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하나의 와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와 (바)는 3, 4영역에 액추에이터 경계조건이 적용된 Case 11의 표면 압

력계수, 유선,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제트에 의해 동체 안쪽과 제트가

시작되는 부분, 제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각각 와류가 생성되어 총 3개의 와류

가 생성된다.

그림 42는 Base, Case 6, Case 11의 x/c=0.2, 0.35, 0.5, 0.65, 0.8에서

Q-criterion 분포를 나타낸다. Case 6과 Case 11에서는 x/c=0.2에서 두 개

의 와류가 생성되며 동체 안쪽에서 생성된 와류는 x/c=0.65에서 붕괴되었으

며 바깥쪽에서 생성된 와류는 x/c=0.8에서 붕괴되었다.

그림 43의 (가)와 (나)는 Case 6와 Case 11의 XddP값을 나타낸다. Case

6에서는 동체 앞전에서 제트에 의해 피칭모멘트가 감소한 영역이 두 군데 존

재하고 Case 11에서는 세군데 존재했다. 기존의 강한 하나의 와류를 여러개

의 작은 와류로 나눔으로써 피칭 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림 44는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설치 위치에 따른 표면 압력계수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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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포를 나타낸다. Case 2, Case 7은 동체 윗면에 하나의 와류가 생성되고

Case 6, Case 8, Case 9는 두 개의 와류가 생성되며 Case 10, Case 11,

Case 12는 세 개의 와류가 생성된다.

공력계수의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있다. 피칭 모멘트 계수가 가장 감소

한 경우는 Case 2인 경우로 1, 2, 3, 4, 5, 6, 7, 8, 9 모든 영역에 제트를 분사

한 경우이다. 하지만 항력계수와 양력계수 모두 감소했다. 피칭모멘트 계수 감

소, 항력계수 감소, 양력계수 증가인 경우는 Case 11, Case 12으로 3, 4 영역

과 5, 6영역에 제트를 분사한 경우이다.

가)

라)

나) 다)

바)마)

그림 40 제트 분사 직후의 가) Base의 압력분포, 나)Case 6의 압력 분포, 다) Case 11

의 압력 분포, 라) Base의 Q-criterion, 마) Case 6의 Q-criterion, 바) Case 11의

Q-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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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그림 41 제트 분사 직후의 가) Base의 Q-criterion, 나) Case 6의 Q-criterion,

다) Case 11의 Q-criterion

가) 나)

그림 42 제트 분사 직후의 (가): Case 6의 XddP , (나): Case 11의 X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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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Case2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Case11 Case12

그림 43 Case에 따른 표면 압력과 유선 분포

Base Case2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Case11 Case12

그림 44 Case에 따른 Q-criterion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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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Case2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Case11 Case12

그림 45 Case에 따른 표면 압력계수 분포

Base Case2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Case11 Case12

그림 46 Case에 따른 압력 및 유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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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parkjet 액추에이터 분사 각도에 따른 해석 결과

Sparkjet 액추에이터의 제트 분사 각도에 따른 유동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받음각 10°에서 제트 강도 VR=1인 경계조건을 동체 아랫면 1, 2, 3, 4영

역에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했다. Case 6는 90°, Case 15은 30°, Case 16은

60°로 액추에이터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했다. 그

그림 48의 (가)와 (나)는 Case 6와 Case 16의 XddP값을 나타낸다. Case

6과 Case 16에서는 동체 앞전에서 제트에 의해 피칭모멘트가 감소한 영역이

두 군데 존재한다. 그림50, 51은 Case 6, Case 16, Case 15의 표면 압력 계

수, 유선, Q-criterion을 나타낸다. 분사각도가 작아질수록 Base의 유동구조

와 비슷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체점의 위치도 분사각도가 작아

질수록 표면에 가까워지고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이도 감소했다.

Case BASE 2 6 7 8 9 10 11 12

제트 설치 영역 - 1,2,3,4
5,6,7,8 1,2,3,4 1,3,5,7 1,2 1 3,4,5,6 3,4 5,6

Cm 0.0292
0.0052

(-82.2)

0.0127

(-56.2)

0.0210

(-27.9)

0.0239

(-18.0)

0.0278

(-4.7)

0.0152

(-47.9)

0.0202

(-30.6)

0.0201

(-30.9)

Cd 0.0399
0.0345

(-13.5)

0.3227

(-19.1)

0.0401

(+0.6)

0.0362

(-9.3)

0.0379

(-4.8)

0.0318

(-20.2)

0.0351

(-12.0)

0.0351

(-12.1)

Cl 0.5426
0.4784

(-11.8)

0.5401

(-0.5)

0.4982

(-8.2)

0.5367

(-1.1)

0.5411

(-0.3)

0.5375

(-0.9)

0.5443

(+0.3)

0.5512

(+1.6)

표 3 Case에 따른 공력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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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모멘트 계수는 제트 분사 각도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했으며 제트 분

사각도가 90°인 경우 가장 컸다.

가) 나)

그림 47 제트 분사 직후의 (가): Case 6의 XddP , (나): Case 16의 X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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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ase 6, Case 16, Case 15의 압력 및 유선 분포

그림 49 Case 6, Case 16, Case 15의 Q-criterion 및 유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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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Case 6과 Case 16의 피칭 모멘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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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제 1 절 이중 삼각익

레이놀즈 수 500,000, 받음각 10°에서 76°/40° 이중 삼각익의 3차원 난

류 전산해석을 수행했다. Verhaagen, N의 실험과 와류의 위치, 표면 압

력을 비교했다. 난류의 점성과 소산작용에 의해 표면 압력을 완만하게

예측하긴 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안쪽날개와 바깥쪽

날개에서 각각 와류가 생성되며 표면의 압력을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뒤쪽으로 갈수록 두 와류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표면에서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제 2 절 UCAV

마하수 0.15에서 X-47b형상의 UCAV의 3차원 난류 전산해석을 수행

했다.받음각을 변화시켜 가며 양력 계수, 항력 계수, 피칭 모멘트 계수의

변화와 표면 압력, 와류강도, 유선분포를 분석하였다. 양력계수는 받음각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24° 이후에는 일정해졌고 항력계수와 피칭 모

멘트 계수는 8°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받음각 6°에서부터 비행

체의 앞전 안쪽에서 와류가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와류가 생성되는 곳

을 따라 표면 압력이 낮아졌다. 생성된 와류로 인해 양력계수가 증가하

였으며 동체 앞쪽의 압력 감소로 인해 피칭 모멘트도 증가하였다. 14°

이후에서는 비행체의 뒷전에서 유동박리가 시작되었고 받음각이 증가할

수록 유동 박리점이 비행체의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때문에 받음각 14°

이후에는 양력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항력은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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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S-DBD

UCAV의 유동 해석을 통해 앞전의 안쪽에서 생성되는 와류에 의해

피칭모멘트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했다. 생성되는 와류의 강도와 위치를

바꾸면 피칭 모멘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NS-DBD 플라즈마 액추

에이터를 동체와 날개의 위, 아래에 각각 설치했다. 비행체의 특성시간은

수 이지만 나노세컨드 DBD 플라즈마 액츄에이터는 수  혹은 그

이하의 특성시간을 가진다. 두 물리현상을 동시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DBD 플라즈마 액츄에이터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 비행체 표면의 온도를 약 500K까지 증가시켰으며 주면의 유

동장에 일정한 교란을 주면서 공력계수와 표면 압력 등을 변화시켰다.

NS-DBD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동체의 위와 아래, 날개의 위와 아

래에 설치한 모든 경우에 양력 계수는 증가했다. 동체 위에 NS-DBD 플

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설치했을 때 양력계수의 증가량이 가장 작았고 날

개 아래에 설치했을 때 2.17%로 가장 컸다. 항력계수는 동체 위에 설치

했을 때 –2.17% 감소했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증가했다. 날개 아래에

설치했을 때 증가량이 8.32%로 가장 컸다. 피칭 모멘트 계수는 동체 위

에 설치했을 때 증가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감소했다. 날개 아래에 설

치했을 때 233.3%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제 4 절 Sparkjet 액추에이터

Sparkjet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유동제어 연구는 제트 강도, 제트 주파수,

제트 설치 영역에 따라 수행하였다. 나노세컨드 DBD 플라즈마 액츄에이터와

마찬가지로 Sparkjet 액추에이터도 특성시간이 매우 짧아 비행체의 유동 해

석에 모델링된 식을 사용하였다. 액추에이터를 동체 위에 설치했을 때 피칭

모멘트 계수가 증가했고 동체 아래에 설치했을 때 피칭 모멘트가 감소했다.

동체 아랫면에 VR=1, 2, 3, 4에 대한 Sparkjet 액추에이터를 적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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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에 비례하여 피칭 모멘트 계수가 감소했다. VR이 1일 때의 피칭모멘트 계

수는 받음각 8°에서의 값보다 작기 때문에 VR=1인 조건에서 액추에이터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제트 설치 영역에 따른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체 앞전

의 아랫면을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제트가 분사되는 영역을 따라서 새

로운 와류가 발생하였으며 제트분사가 끝나는 영역에서 새로운 와류가 생성

되었다. 그래서 5, 6영역과 같이 앞전 중앙에만 제트를 설치한 경우 동체 안쪽

에서 하나의 와류, 제트영역에 하나의 와류, 제트가 끝나는 동체 바깥쪽에서

하나의 와류가 각각 발생해서 동체 앞전에서만 총 3개의 와류를 만들 수 있었

다.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큰 하나의 와류를 작은 여러 개의 와류로 분할시킬

수 있었다.

제트가 분사되고 refresh 되는 과정에서 제트 분사 시에는 제트면의 압력

이 높아졌지만 refresh 과정에서는 압력이 낮게 유지되어 피칭모멘트를 감소

시켰다. refresh 되는 과정이 제트 분사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평균을 하

였을 때 피칭모멘트가 감소할 수 있었다. 큰 하나의 와류를 여러 개의 작은 와

류로 만들면서 표면 압력을 높여서 피칭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강한 제트를 분사했을 때 정체점이 자유류 방향으로 이동하고 윗면과 아랫면

의 압력차이가 커져 와류는 강해졌지만 표면으로부터 떨어져서 발생하기 때

문에 피칭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스파크제트 액츄에이터를 적용한 비행체의 유동해석의 공력계수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VR=4일 때 피칭모멘트 계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3, 4, 5, 6에 제트를 설치한 Case 10에서 항력계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양

력계수는 5, 6에 설치한 Case 12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받음각 10°에서 제

어로 인해 받음각 8°에서의 피칭모멘트 계수보다 작아진 경우는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10, Case 16이다. 받음각 12°에서는

제어로 인해 받음각 10°에서의 피칭모멘트 계수보다 작아지려면 제트 강도를

더 강하게 하거나 설치 영역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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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ASE 1 2 3 4 5 6 7 8
제트 
설치 
위치

- 동체 
위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VR - 1 1 2 3 4 1 1 1
제트 
설치 
영역

- 1,2 1,2,3,4,
5,6,7,8

1,2,3,4,
5,6,7,8

1,2,3,4,
5,6,7,8

1,2,3,4,
5,6,7,8 1,2,3,4 1,3,5,7 1,2

제트 
분사 

각도(°)

- 90 90 90 90 90 90 90 90

받음각
(°)

10 10 10 10 10 10 10 10 10

Cm 0.0292
0.0354

(+21.4

)

0.0052

(-82.2)

-0.007

3

(-125)

-0.026

3

(-190.

2)

-0.051

8

(-277.

6)

0.0127

(-56.2)

0.0210

(-27.9)

0.0239

(-18.0)

Cd 0.0399
0.0364

(-8.7)

0.0345

(-13.5)

0.0483

(+21.2

)

0.0443

(+10.9

)

0.0397

(-0.4)

0.3227

(-19.1)

0.0401

(+0.6)

0.0362

(-9.3)

Cl 0.5426
0.4832

(-10.9)

0.4784

(-11.8)

0.4507

(-16.9)

0.4121

(-24.1)

0.3689

(-32.0)

0.5401

(-0.5)

0.4982

(-8.2)

0.5367

(-1.1)

Case BASE 9 10 11 12 13 14 15 16
제트 
설치 
위치

-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동체 
아래

VR - 1 1 1 1 1 1 1 1
제트 
설치 
영역

- 1 3,4,5,6 3,4 5,6 1,2,3,4 1,2,3,4 1,2,3,4 1,2,3,4

제트 
분사 

각도(°)

- 90 90 90 90 90 90 30 60

받음각
(°)

10 10 10 10 10 8 12 10 10

Cm 0.0292
0.0278

(-4.7)

0.0152

(-47.9)

0.0202

(-30.6)

0.0201

(-30.9)

0.0040

(-39.2)

0.0358

(-66.8)

0.0273

(-6.2)

0.0145

(-50.3)

Cd 0.0399
0.0379

(-4.8)

0.0318

(-20.2)

0.0351

(-12.0)

0.0351

(-12.1)

0.0173

(-19.1)

0.0549

(-16.9)

0.0374

(-6.3)

0.0338

(-15.3)

Cl 0.5426
0.5411

(-0.3)

0.5375

(-0.9)

0.5443

(+0.3)

0.5512

(+1.6)

0.4395

(-1.3)

0.6144

(-1.3)

0.5389

(-0.7)

0.5407

(-0.4)

표 4 Sparkjet 엑추에이터 파라메트릭 스터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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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is commonly used with

wing-body integral geometry. Although there are many advantages,

pitching brake phenomenon caused by flow detachment is seen as a

side effec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flow characteristics of

76°/40° double delta wing and UCAV through computerized nume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pitching brake from UCAV are controlled by

the NS-DBD plasma actuator and the Sparkjet plasma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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