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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결빙 풍동 시험을 위한 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케일 된 모델이다. 이는 collection 

efficiency 및 열전달계수의 분포와 같은 표면 특성을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일치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물 크기의 

정체 점의 위치 또는 액적의 궤도를 일치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glaze 조건에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이 실물크기의 얼음 형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얼음 형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collection efficiency와 열전달계수의 분포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점성 난류 

CFD-결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물 크기의 collection efficiency와 

열전달계수의 분포를 직접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수 감소 모델링 기반의 

최적화를 사용하여 분포를 일치시킨다. 제시된 최적 설계 방법은 

LWC (liquid water content)가 높고 온도가 높은 glaze 결빙 조건에 

적용된다. 결과를 통해, 열전달계수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것은 glaze 

조건에서 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과의 불일치를 최소화하여 결빙 

터널 시험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임을 

확인한다. 또한 유동 박리를 허용하여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이 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보다 더 작은 크기를 

가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받음각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플랩 형상을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설계한다. 

그리고, 설계된 플랩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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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주요어 : 항공기 결빙, 결빙 풍동 시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최적 

설계, 대류 열전달, 차수 감소 모델 

 

학  번 : 2019-2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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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FAA[1,2]나 EASA 같은 인증 기관은 결빙에 의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감항성 입증과 관련한 항공기 인증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인증 규정 중 FAR Part 25 Appendix C[1,2]에는 층운형 

최대 결빙조건 (continuous maximum envelop)과 적운형 최대 결빙조건 

(intermittent maximum envelop)이 제시 되어있다. 모든 항공기는 FAR 

Part 25 Appendix C 결빙 조건에 대해 최대 45분동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3] 

결빙 인증 수단으로 비행 시험과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그리고 

결빙 풍동 시험이 있다. 이 중 결빙 풍동 시험은 시험조건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실제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결빙 풍동 

시험은 기존 풍동 크기에 의해 시험 가능한 항공기 모델의 크기가 

제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실제 인증을 필요로 하는 

상업 운송기의 날개는 크기가 수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풍동에서 시험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따라서, 풍동을 

이용하여 대형 날개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케일링 

(scaling)이 필요하다.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 스케일링으로서,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을 

기하학적으로 축소하고 결빙 조건을 조절하여 결빙 상사성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결빙 현상의 경우, 유동장뿐만 아니라 

열과 관련된 대류, 전도, 증발 등 형상에 의존적인 상사 법칙까지 

모두 만족하는 무차원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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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어렵다. [4-9] 

두번째는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그림1과 같이 결빙이 발생하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앞전 (leading edge)을 유지시킨 후 뒷부분을 

변경 및 축소하여 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과 동일한 얼음 형상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축소된 에어포일을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이라 부르며, 두 에어포일의 코드 길이 비율로 hybrid scale 

factor[10]를 정의한다.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뒷부분을 적절히 

설계하여 앞전 주변에 실물 크기와 동일한 유동장, 액적장, 

열역학적 특성 그리고 표면특성 등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얼음 형상을 생성할 수 있다. 

  

Fig. 1 Hybrid airfoil method 

 

Leading edge extent

Full-scale airfoil

1.Maintain the leading edge

Aft-section

Hybrid airfoil

2. Replace and adjust the aft-section

3. Find the hybrid airfoil producing full-scaled ice shape

𝒄𝟎
𝒄𝒉     

Hybrid Scale Factor,   =
𝒄𝟎

𝒄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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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앞전을 유지하고 

뒷 부분 (aft section)을 축소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박리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한가지 유동장 및 액적장에서만 시험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받음각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플랩을 사용하여 설계되기도 한다.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Von Glahn[11]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앞 부분을 유지하고 

뒷부분을 축소시키고 간단한 플랩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얼음 

형상을 도출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후,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하여 날개 부분의 결빙 보호 장치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험적, 이론적 연구들[12-14]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 Saeed[10]는 최초로 수치해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설계 기법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패널 코드를 통해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유동장과 액적장을 계산한 후, droplet 

impingement를 바탕으로 유지될 앞전 부분을 정했다. 뒷부분의 경우, 

에어포일 역설계 (inverse airfoil design)를 통해 앞전 근처에서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비슷한 유동장과 액적장을 만들도록 설계했다. 

이 후, 플랩을 사용하여 여러 받음각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도 했다[15,16]. 그는 유동장과 

액적장을 일치시키는 것 만으로도 얼음 형상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빙 해석자의 부재로 인하여 얼음 형상을 비교하지 

못했다.  

최근 Fujiwara[17-19]는 얼음 형상을 검증하기 위해 비점성 패널 

코드기반인 NASA LEWICE[20]를 이용한 그림 2와 같은 설계과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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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hybrid airfoil design [17-19] 

 

그는 먼저, Saeed와 같은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형상을 

정의하고 에어포일 역설계를 통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최적 

설계를 구했다. 최적설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정체점을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LEWICE가 박리 현상 (separation)의 점성 효과를 해석할 수 

없는 비점성 코드이기 때문에, 박리 현상으로 인한 정체점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RANS 해석자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박리 현상을 

확인했다. 그 후 LEWICE를 사용하여 얼음 형상을 비교한 결과, 

정체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동일한 

collection efficiency (β)와 얼음 형상을 만들기 위한 주요 

파라미터라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그가 최초로 수치해석적으로 얼음 형상을 비교하여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설계의 주요 파라미터와 방법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설계 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한계가 존재했다. 

1. Define leading edge 

extent

2. Define design space of 

aft section geometry

3. Obtain optimal design

4. Compare Ice shapes

Accept flow separation 

RANS solver

No

Find optimal design

Panel code

Match  stag. point
No

Calculate viscous effec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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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정체점과 collection efficiency를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는 

에어포일 뒷부분의 형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층 변화와 

그에 따른 대류 열전달 (convective heat transfer)을 고려할 수 없다. 

결빙 형상은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발열과 액적의 운동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류 열전달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21]. 따라서, 열전달의 차이로 인해 얼음 형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FAR Part 25 Appendix C에서 LWC 

(Liquid water content)가 크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glaze 

조건에서는 얼음 뿔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에어포일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더욱 

도드라질 수 있다. 

두번째는, 비점성 패널 코드의 사용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박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에 비해 뒷부분이 짧기 때문에 박리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박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는 것은 설계 

공간에 과도한 제약이다. 결과적으로, 설계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더욱 작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플랩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대한 플랩의 

적용가능성 또는 플랩 사용으로 인한 박리 현상의 감소 효과에 

대해서 주로 수행했다. 플랩을 사용하여 얼음 형상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갭 (gap) 그리고 오버랩 (overlap)같은 형상 파라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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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설정했고, 플랩 및 main section의 형상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플랩 형상을 설계하는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적용하고자 하는 결빙 조건에 대해 정확한 얼음 

형상을 만드는 높은 성능을 가진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들을 해결하여, FAR 25 Appendix C의 

LWC가 크고 온도가 높은 glaze 조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보다 

작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류 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정체점과 collection efficiency 

(β)를 일치시키는 기존 방법을 확장하여 얼음 형상에 물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열전달계수 ( ℎ𝑐)의 분포까지 직접적으로 

일치시킨다.  

둘째, 박리 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패널 코드 해석 기법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유동장을 비롯한 액적장, 그리고 결빙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박리 현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박리 현상에 의한 유동장의 변화를 설계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박리 현상이 허용되도록 

함으로써 큰 SF (scale factor)를 갖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받음각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랩의 형상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베지어 곡선 (Bezier curve)을 

사용함으로써 main section과 플랩 형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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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을 만드는 플랩 형상을 최적화 

기법을 통해 도출한다.  

Section 2에서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는 전체적인 최적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section 3에서는 시험 조건에 

대하여 설계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section 4에서는 

전체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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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적 설계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설계 과정을 

그림 3에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의 끝 및 impingement limit을 구함으로써 유지되는 앞전의 최소 

기준점을 구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뒷부분 

형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계 변수와 설계 공간 (parameter 

space)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같은 

얼음 형상을 도출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최적설계를 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Fig. 3 Flow chart of the optimization design process 

 

3단계인 최적설계를 구하기 위해 차수 축소 모델 (reduced-order 

model, 이하 ROM)을 적용한 최적화 방법을 사용한다. ROM을 

1. Define leading edge 

extent

2. Define design space of 

aft section geometry

3. Obtain optimal design

4. Compare Ice shapes

A)                 Select initial sample points

OLHS

B)    Calculate stag. point, distribution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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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tract POD modes and POD coefficients of      

distributions of     ℎ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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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enerate surrogate models of POD coefficients

Kriging

F)               Find optimal design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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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17-19]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 위해 정체점과  의 분포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FAR 25 Appendix 

C의 LWC가 크고 온도가 높은 glaze 조건에서도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ℎ𝑐  분포까지 

직접적으로 일치시킨다. 게다가, 기존 연구가 사용한 패널 코드의 

한계로 인해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박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고 정밀 

해석자인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그러나, 

고 정밀 해석자를 이용한 반복적인 계산은 그 비용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계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근사 모델 (surrogate 

model)을 사용한다. 이 때,   와 ℎ𝑐의 분포는 앞전 표면에 존재하는 

node의 개수만큼의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닌 벡터의 형태인 고차원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벡터의 요소 하나하나의 근사 모델을 만들기에는 많은 계산 비용을 

필요로 한다. 계산 비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직교 벡터를 얻음으로써, 이들의 선형적 

결합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 직교 분해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이하 POD) [22]를 기초로 한 근사모델인 

ROM이 사용된다. POD는 적은 기저 벡터 (이하, POD 모드)로도 

시스템 (이하, snapshot)이 갖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D를 통해   와 ℎ𝑐에 대한 POD 

모드 (𝜑𝑗)와 POD 계수 (𝛼𝑗)를 추출한다. 그림 4는 임의의 설계 변수 

1과 2에 대한 실험점(𝑖 = 1,… ,𝑁𝑠)의 snapshot ( 와 ℎ𝑐 )을 구했을 때, 

snapshot들을 POD 모드와 POD 계수로 재구성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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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재구성된 벡터(𝑉)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𝑉 = ∑ 𝛼𝑗𝜑𝑗
𝑀<𝑁𝑝
𝑗=1

                      (1) 

 

M은 전체 에너지에 대해 원하는 에너지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모드 수를 나타내고, 𝑁 는   와 ℎ𝑐 의 분포를 

구성하는 node의 개수이다. POD는 [23,2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결빙 현상에 대한 POD 연구는 [25-28]에서 확장 및 적용된 바 있다. 

 

Fig. 4 Reconstruction of 𝜷 and 𝒉𝒄 by POD modes and POD 

coefficients 

 

그림 3의 POD based ROM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A단계: 실험 계획법(DoE)[27]으로써 초기 

실험점을 선정한다. 초기 실험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Optimal 

Latin Hypercube Sampling (OLHS)[30]를 사용한다. B단계: 선정된 

실험점들에 대해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정체점과   , ℎ𝑐의 분포를 구한다. C단계: POD를 사용하여    와 ℎ𝑐 

분포의 POD 모드와 POD 계수를 추출한다. D단계: 크리깅 

모델(kriging model)[31]을 사용하여 POD 계수를 설계 space에 대해 

보간 한다. E단계: ROM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daptive 

DV1

D
V

2

: sample point (𝑖 = 1,… ,𝑁𝑠)

𝜷 𝒉𝒄 
𝜷 

𝒉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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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32]을 사용하며, ROM과 CFD값의 차이가 최소 에러 값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험점을 추가한다. Adaptive sampling은 

부록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F단계: 구성된 ROM에 대하여 최적 

설계를 구한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이하 GA)을 사용하며,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정체점과    그리고 ℎ𝑐 의 분포의 차이를 

제한하는 제약조건과 함께 코드길이가 가장 짧은 최적 설계를 

구하게 된다.  

이번 section에서는 최적화를 진행하기 앞서 필요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형상의 정의와 최적화 문제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icing 해석자에 대해 

요약하여 제시한다. 

 

A. 형상 정의 

본 section에서는 먼저 설계 과정의 1단계 (Define leading extent)와 

2단계 (Define design space of aft section)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두번째로 플랩 형상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결빙 해석을 통해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의 

끝을 계산하여 앞전의 최소 범위를 정한다. 기존 방법에서는 

impingement limit을 선정하여 앞 전이 유지될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glaze 조건에서는 runback으로 인해 얼음 형상의 끝이 impingement 

limit보다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얼음 형상의 끝을 앞전의 

최소지점으로 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포일 뒷부분의 설계를 위해 그림 5와 같이 

베지어 곡선 (Bezier curve)을 사용한다. 총 9개의 베지어 점 (𝑃 , 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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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에 의해 정의되며, 모든 베지어 점들은 총 7개의 설계 변수 

(𝑉𝑗, 𝑗 = 1,… ,7)들을 통해 조절된다. V1과 V2같은 경우는 각각 뒷전을 

나타내는 P1의 x방향과 y방향으로의 이동을 조절함으로써 코드 

길이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V3와 V4는 각각 P2와 P9의 

y방향으로의 이동을 조절하여 에어포일 뒷부분의 곡률을 조절한다. 

V5는 P3, P4, P7 그리고 P8의 x축으로의 방향의 이동을 

조절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두께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V6와 V7는 앞전의 최소 지점이 되는 P5와 P6을 앞서 

계산한 최소 앞전의 기준으로부터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 표면 

위에서 이동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조절한다. 이로써, 적은 수의 

설계 변수로도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기하학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Fig. 5 Hybrid airfoil parameter definition 

 

다음으로 플랩 형상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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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in and flap parameter definition 

 

Main section과 플랩의 형상은 그림 6와 같이 베지어 곡선을 

사용하여 설계되며, 기준 형상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준 

형상은 적용하고자 하는 결빙 조건과 받음각 0도에서 설계된 단일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이며, 원하는 받음각 범위에 대해 계산된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결빙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앞전을 갖는다. Main 

section과 플랩은 각각 14개와 5개의 설계 변수로 연속성과 플랩의 

제조 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공간을 설정했다. 설정된 설계 

변수들을 통해, 플랩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갭이나 오버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length of the lip과 앞전을 비롯한 플랩의 형상과 main 

section의 크기와 형상을 조절할 수 있다. 5개의 설계 변수와 플랩의 

변위을 조절하는 1개의 변수 (V6), 그리고 받음각을 조절하는 1개의 

변수 (V7)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변수가 최적화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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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적화 문제 

본 연구에서는 최적해[33]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비선형 

시스템에서도 강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GA를 선택하였다. GA를 

통하여 최적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형상을 도출할 때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드 길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형상을 찾기 위해 

목적함수를 가장 짧은 코드 길이 (𝑓(𝑥)로 표기, x: 설계 변수)를 찾는 

것으로 설정했다. 제약조건의 경우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로, 설계 변수 x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설계 시 박리 현상에 

의한 비정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 ( Ω로 표기)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확도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정체점과    와 ℎ𝑐의 분포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체점의 index의 차이 ( ∆𝑛 )가 1 이하가 되어야 

하고   와 ℎ𝑐의 분포의 차이 ( = ‖𝑈𝑓𝑢  − 𝑉ℎ𝑦𝑏𝑟 𝑑‖2
, 𝑈: CFD 벡터, 𝑉: 

재구성된 벡터)가 설정한 최소 오차(     ,𝛽 ,     ,ℎ𝑐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적화 문제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inimize 𝑓(𝑥) (𝑓(𝑥) is the chord length) (2) 

subject to 𝑥 ∉  Ω (Ω is the unsteadiness region) (3) 

 𝛽(𝑥)        ,𝛽  (4) 

 ℎ(𝑥)        ,ℎ𝑐  (5) 

Where  

 = ‖𝑈𝑓𝑢  ,𝛽 − 𝑉ℎ𝑦𝑏𝑟 𝑑,𝛽‖2
 (𝑈, 𝑉 ∈ ℝ𝑁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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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제약조건의 경우, 박리 현상의 강도로 인하여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비정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앞전의 경계층에 영향을 

주게 되어 ℎ𝑐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얼음 형상을 

수치해석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실험적으로도 tunnel 

blockage 현상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박리 현상은 허용하되 

비정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정상 현상의 판단 

기준은 유동장에 대한 정상 상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Fig. 7 Definition of constrained region through Voronoi tessellation 

 

본 연구는 CFL을 2로 설정하고 유동장의 계산을 30,000번 이상을 

계산하였을 때, 연속방정식 residual이 10−4이하로 감소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더라도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비정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비정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 그림 7과 같이 

Voronoi tessellation[34]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정상 현상이 발생한 

실험점의 Voronoi region에 대한 제약조건을 부여하여 adaptive 

sampling을 수행할 때와 최적 설계를 구할 때 이 구역이 선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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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한다. 그림을 통해, 임의의 두가지 설계 변수(DV1, DV2)로 

input (실험점)를 설정했을 때, 비정상 현상이 발생한 실험점에 

해당되는 Voronoi region[34]에 제약조건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제약조건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정체점을 일치시키고 

앞전에 분포하는  와  ℎ𝑐  또한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것들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먼저, 계산될  와  ℎ𝑐의 분포는 앞전 

표면에 분포하는 node (𝑖 = 1,… ,𝑁 )에서 계산되며, 모든 에어포일의 

앞전의 node 위치를 동일하게 배치한다. 정체점의 경우는 node의 

차이가 1 이하가 되도록 제약조건으로 두었다.  와  ℎ𝑐 의 경우, 

일치시키고자 하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와  ℎ𝑐 의 분포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와  ℎ𝑐의 분포의 차이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𝑈𝑓𝑢  − 𝑉ℎ𝑦𝑏𝑟 𝑑‖2 , 𝑈, 𝑉 ∈ ℝ𝑁𝑝              (7) 

 

정의된 수식을 통해 구한 각각의 오차값이 설정한 최소오차 

(    ,𝛽,     , ℎ𝑐)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약조건을 두었다.  

 

C. CFD-icing 해석자 

CFD-결빙 해석자는 유동장, 액적장, 에너지 모듈 그리고 얼음 

생성으로 구성되며, quasi 가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산된다[3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동장은 KFLOW[38]을 사용하며 RANS 기반 

full CFD로 해석한다. 유동장의 대류항 계산은 Roe’s Approximate 

해석자를 적용하였으며 정확도 향상을 위해 TVD MUSCL limiter를 

적용하였다. 난류 모델로는 단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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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Spalart-Allmaras[39] 난류 모델을 선정하였다. Icing 

시뮬레이션은 Ice Contour Estim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Code 

(ICEPAC) [33-35]을 사용하였다. 액적장과 에너지 모듈은 모두 

편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35]를 참조하여 볼 수 있다. 액적장의 대류항 계산은 HLLC [40]을 

적용하였고 유동장과 마찬가지로 TVD MUSCL limiter 기법을 

적용하였다. 에너지 모듈의 경우 대류항에 대하여 1st order Upwind를 

적용하였다. ICEPAC에 대한 검증은 NASA 결빙 풍동 시험[41]을 

참조로 진행하였고 표1에 나타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실험을 통한 

얼음 형상과 시뮬레이션의 형상의 비교를 그림 8을 통해 나타냈다. 

그림을 통해 본 연구가 사용하는 결빙 해석자가 얼음 뿔의 각도나 

전반적인 얼음 형상의 크기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Validation conditions [41] 

Case name A B C 

𝐴𝑖𝑟𝑓𝑜𝑖𝑙  NACA0012  

𝐶ℎ𝑜𝑟𝑑 𝑙𝑒𝑛𝑔𝑡ℎ,𝑚  0.5334  

𝛼, 𝑑𝑒𝑔  4  

𝑉∞,𝑚/𝑠  102.8  

𝐿𝑊𝐶, 𝑔/𝑚3 0.55 0.55 1.0 

𝑀𝑉𝐷, 𝜇𝑚 20 20 20 

𝑇𝑒𝑚𝑝𝑒𝑟𝑎𝑡𝑢𝑟𝑒, 𝐾 262.04 250.37 262.04 

𝑇𝑖𝑚𝑒𝑠, 𝑠 420 42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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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dicted shapes of ice compared with those of the NASA IRT 

case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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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석 결과 

본 section에서는 최적설계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본다. 먼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 형상으로 실제 

존재하는 B757-200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Common Research 

Model(CRM)[42]의 65% 축소된 CRM65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2차원 에어포일은 3D인 CRM 날개의 앞 전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때, 앞 전의 위치는 CRM 

날개의 바깥 날개 부분에 해당하고 스팬 방향의 60%에 위치한다. 

코드 길이는 3.07m이며, 비틀림 각도가 존재하던 에어포일의 뒷전의 

위치를 y=0에 위치시켰다. 이 에어포일을 앞으로 제시될 모든 

section의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로 사용한다. 본 section은 총 4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표2에 제시되어 있는 case에 대하여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설계 과정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번째로, 정체점과  뿐 아니라  ℎ𝑐의 분포를 동시에 일치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세번째로, 최적화 결과를 분석하여 박리 현상의 

발생을 허용함으로 인한 설계 결과의 이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slotted 플랩의 설계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설계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A. 설계 과정 결과 

본 연구는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table2와 같은 결빙 조

건을 선택했다. 이는 FAR Part 25 Appendix C에서 적운형 최대 결빙조

건에 해당되고 LWC가 크고 온도가 높은 glaze 조건이다. 해당 결빙

조건은 얼음 뿔이 critical하게 발생하는 조건 중 하나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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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critical한 조건에서도 정확한 실물 크기의 결빙 형상을 생성

하고 보다 작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다.  

Table 2 Test cases for hybrid airfoil design 

Parameter Value 

𝛼, 𝑑𝑒𝑔 2 

𝑉∞,𝑚/𝑠 102.8 

𝑇𝑖𝑚𝑒𝑠, 𝑠 960 

𝐿𝑊𝐶, 𝑔/𝑚3 2.4 

𝑀𝑉𝐷, 𝜇𝑚 18 

𝑇𝑒𝑚𝑝𝑒𝑟𝑎𝑡𝑢𝑟𝑒, 𝐾 263.15 

 

먼저, 선택된 결빙 조건에 대해 ICEPAC을 사용하여 기준 형상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결빙 형상을 예측하고 얼음 형상의 끝을 

계산한다. 에어포일 뒷부분의 설계 공간은 코드길이가 0.5~2m가 되

고 두께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을 넘지 않게 설정한다. 수치해석을 

위해, 모든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2-D O형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표면격자를 396개로 구성하고 얼음이 형성되는 앞전은 0.0001의 공

간을 주어 충분히 조밀한 격자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7개의 설계 변수에 대해 OLHS를 사용하

여 초기 샘플링 포인트 70개를 선택한다. KFLOW와 ICEPAC를 통해 

모든 샘플링 포인트들에 대한  와  ℎ𝑐의 분포를 구한다.  와  ℎ𝑐의 

분포는 앞전에 존재하는 196개의 node에서 계산된 출력값들로 구성

된다. POD를 통해 snapshot ( 와  ℎ𝑐의 분포)들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

해 얼마만큼의 모드가 필요한지 계산한다. 모드(𝑖 = 1,… ,𝑁 )의 고유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모드가 전체 에너지 중 차지하는 비율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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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𝐸𝑗 =
𝜆𝑗

∑ 𝜆𝑖
𝑁𝑝
𝑖=1

                         (8) 

에너지 비율이 크기가 큰 값부터 배열하여 이들이 차지하는 축적 

에너지를 그림 9에 나타냈다. 

 

Fig. 9 Cumulative energy of number of POD modes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축적 에너지를 99.999%로 정하였고, 그림 9

를 통해  와  ℎ𝑐에 해당하는 총 에너지의 99.999%를 나타내기 위해 

각각 9개, 10개의 모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의 

실용적인 측면은 196개 (node 개수)로 표현된 데이터 ( 와  ℎ𝑐 )를 각

각 9개와 10개의 POD 모드의 조합으로 전체 에너지 중 99.999%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11은  와  ℎ𝑐의 POD 모드 중 에너

지가 가장 큰 POD 모드3개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길이(𝑐0)로 

무차원화 된 x좌표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POD 모드 1같은 경우는 

그림 9를 통해  와  ℎ𝑐의 에너지가 각각 96%, 96.8% 차지하는 것으

로 보아, snapshot들의 성향을 가장 잘 대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그림 10을 통해서도 POD 모드 1이 일반적인  와  ℎ𝑐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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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OD 모드 2와 3의 경우, 

POD 모드 1을 좌우로 이동시키기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모양

을 조절하는 데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와  ℎ𝑐의 POD 모드를 통

해 샘플링 포인트에 해당하는 POD 계수들을 구하고, 크리깅 모델을 

사용하여 설계 공간에 대하여 POD 계수를 보간 한다. 정체점의 경

우 1개의 스칼라 값에 대한 크리깅 모델을 구성한다.  

 

Fig. 10 POD modes of the 𝜷 (left) and 𝒉𝒄(right) 

 

다음으로, 구성된 크리깅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한다. 정확도는 현재 ROM에서 

구한 최적 값의  와 ℎ𝑐에 대한 예측 값 (𝑉𝑅𝑂𝑀)과 CFD 값 (𝑈𝐶𝐹𝐷 ) 차

이의 합을 통해 계산된다. 각각의 파라미터는 정상화되며 오차 (  )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 ‖𝑈𝐶𝐹𝐷,𝛽 − 𝑉𝑅𝑂𝑀,𝛽‖2
,  2 = ‖𝑈𝐶𝐹𝐷,ℎ𝑐 − 𝑉𝑅𝑂𝑀,ℎ𝑐‖2

        (9) 

 =  1   2 

오차 (  )가 0.1을 만족할 때까지 adaptive sampling을 통해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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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험점을 추가한다. Adaptive sampling은 부록에 제시된 수식

(𝑀𝑀 𝐸(𝑥) = 𝜑(𝑥)𝜌𝜎 
2(𝑥) , 𝜑(𝑥) =  𝐿𝑂𝑂𝐶𝑉( )   𝐿𝑂𝑂𝐶𝑉(ℎ𝑐) )을 계산하여 

설계 공간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실험점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실험점은 GA를 사용하여 선택된다. 한 번의 반복 당 7개의 실험점

을 추가하며 weight function (𝜌 )의 경우, 2개의 점은 0, 다른 2개의 점

은 1.5, 또 다른 2개의 점은 10를 사용한다. 마지막 하나의 실험점은 

현재 ROM에서 최적화를 통해 결정된 점으로 설정한다. Adaptive 

sampling을 총 3번 반복한 결과 오차 값이 설정한 최솟값 0.1를 만족

하였다. Adaptive sampling을 3번 반복할 동안의 오차 (  )의 변화와 오

차가 컸던 하나의 초기 실험점 대하여 CFD로 계산한 값과 POD-

kriging으로 예측한  와 ℎ𝑐값의 변화를 그림 11에 나타냈다. 

 

Fig. 11 Change of LOOCV error, 𝜷 and 𝒉𝒄 after 3 iteration through 

adaptive sampling (𝑽∞ = 𝟏𝟎𝟐. 𝟖𝒎/𝒔, 𝜶 = 𝟐°, LWC = 𝟐. 𝟒𝒈/𝒎𝟑, 

𝐌𝐕𝐃 = 𝟏𝟖𝝁𝒎, 𝑻∞ = 𝟐𝟔𝟑. 𝟏𝟓𝑲) 

 

그림을 통해  와 ℎ𝑐의 CFD값과 POD-kriging 값의 차이가 3번의 

반복이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번의 반복을 반복할 

동안 각각의 반복의 최적 점의 오차 값이 2번의 반복만에 최솟값 

0.1을 만족하였지만 1번의 반복을 추가함으로써 최적점의 오차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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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ROM이 초기 실험점 70개와 7개의 실

험점을 3번 추가하여 총 91개의 실험점으로 원하는 정확도를 형성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OM이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최적해를 구한다. 제약 

조건 중 하나인 최소 오차 (    ,𝛽 ,     ,ℎ𝑐) 를 0.15로 설정하고, GA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과 실물 크기의 에어포

일의 형상과 그의 결빙 형상 및  와 ℎ𝑐의 분포를 그림 12에 제시했

다. 

 

Fig. 12 Comparison of geometries, ice shapes, collection efficiency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hybrid airfoil and full-scale airfoil 

 

 와 ℎ𝑐의 분포는 앞전 (𝑥/𝑐0  = -0.016~ 0.08)범위에 대해 나타냈다. 

그림을 통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와 ℎ𝑐의 분포와 얼음 형상 모

두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 방법론이 잘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대한 형상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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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은 3.07m,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1.418m의 코드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scale factor가 2.19로, 하이

브리드 에어포일 길이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에 비해 2배 이상 짧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께의 경우는 0.352m에서 0.265m로 감

소했다. 두께는 collection efficiency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

소이다[19]. 본 연구에서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두께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보다 작지만 앞전 곡률을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보

다 작게 설계함으로써, 앞전의 두께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보다 크

게 구성되었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두께가 실물 크기

의 에어포일보다 작더라도, 앞전 두께의 영향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

진  의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설계된 앞전 곡률은  뿐 아니

라 ℎ𝑐까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에

어포일의 형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형상이다.  와 

ℎ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은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

로 설명한다. 

 

B. 열전달계수와 collection efficiency 분포 고려의 필요

성 

본 연구는 정체점과  의 분포를 일치시킬 뿐 아니라 ℎ𝑐의 분포까

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직접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LWC가 큰 

glaze 조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였

다. 각각의 파라미터의 필요성을 보이기 위해 표 3과 같이 총 3가지 

경우를 선정했다. 첫번째 경우는 정체점만 일치시킨 경우, 두번째는 

정체점과  를 일치시킨 경우, 마지막은 정체점과    그리고 ℎ𝑐까지 

일치시킨 경우로 앞서 제시된 최적설계와 같은 결과이다. 그림 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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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case에 대해 앞서 제시된 결빙조건에서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

어포일의 유동장과   , ℎ𝑐의 분포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비교한 

그래프다. 

Table 3 Test cases 

Case number 1 2 3 

Stagnation point Match Match Match 

Distribution of β No match Match Match 

`Distribution of    No match No match Match 

 

Fig. 13 Comparison of each case when matching stagnation point, 

stagnation point with distribution of 𝜷  and stagnation point with 

distribution of 𝜷 and 𝒉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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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경우는 일치시키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조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각각의 case

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scale factor가 2 이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먼저, Case 1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형상의 특징을 보면, 

두께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 두께의 50%이다. 이러한 두께의 차이

로 인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β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보다 11% 

과도 예측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얇은 두께로 인해 앞전 쪽 

suction side가 다른 하이브리드 에어포일보다 큰 곡률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큰 곡률로 인해, 에어포일의 suction side에서 높

은 유동속도가 형성되고 경계층에 영향을 주어 ℎ𝑐  또한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suction side의 ℎ𝑐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보다 11.4% 

크게 예측한 결과를 나타냈다. 

Case2로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두께는 실물 크기의 에어

포일의 75%지만, 앞서 제시된 최적 설계의 결과인 case3와 같이 실

물 크기의 에어포일에 비해 작은 앞전 곡률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보다 두꺼운 앞전 두께를 가짐으로써 실물 크

기의 에어포일과 동일한 β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case2의 하이브

리드 에어포일 형상은 앞전 곡률과 박리 현상의 viscous effect로 인

한 복합적인 경계층에 따른 ℎ𝑐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case2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ℎ𝑐보다 8% 작은 값

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case3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case2와 같이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75%의 두께를 갖고 있고 박리 현상의 점성 효과와 앞전 

곡률의 영향으로 인한 경계층의 변화에 따른 ℎ𝑐까지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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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설계되었다. 그 결과, β와 ℎ𝑐  모두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일치시킬 수 있었다. 

3가지 case의 결빙 형상을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비교하고 분석

한 것을 그림 14에 나타냈다. 먼저, 얼음 형상을 보면, case 1의 경우 

β와 ℎ𝑐를 과도 예측한 결과로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보

다 더 크게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2의 경우 β는 일치하지

만 ℎ𝑐를 작게 예측한 결과로 얼음이 앞전쪽에서 적게 얼고 나머지 

물이 runback을 하여 얼음 뿔이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는 다른 각

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case3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

일의 얼음 형상과 거의 일치하였다. 각각의 case의 얼음 형상을 총 

3가지 방법으로 분석했다. 첫번째는, different area ratio로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과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얼음 형상 사이에

서 다른 면적을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얼음 면적으로 나눈 값이

다. 두번째는, 얼음 뿔의 각도 차이 값이고 마지막으로 different horn 

length ratio는 뿔의 길이의 차이를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뿔의 길

이로 나눈 값이다. 뿔의 각도와 길이는 에어포일의 앞전 곡률 중심

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다. 

 

Fig. 14 Radial ice shapes (left) and ice shape analysis (right) f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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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의 경우 β가 과도 예측된 만큼 열전달계수도 과도 예측함으

로 뿔의 각도는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그러나, 얼음면적은 14.53% 차이가 났고 뿔의 길이는 9.6%가 차

이 났다. Case 2의 경우는 뿔 각도의 차이가 7.5도가 발생했고 얼음 

면적 차이 또한 15.4%차이가 발생했다. 반면에, Case 3은 얼음면적의 

차이가 3%이하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빙 풍동 시험은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 대신 하이브

리드 에어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해석으로 하이브리드 에어포

일의 얼음형상은 실물 크기의 얼음형상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신뢰

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동 시험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결빙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치해석에서 최대한 오차

를 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관된 수치해석기법을 사용

하였는데도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더 큰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정체

점을 일치시키거나 정체점과 β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괜찮은 정확도

를 보일지라도, ℎ𝑐의 분포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더욱 정확

한 실물 크기의 결빙 형상을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만드

는 것이 좀 더 신뢰성 있는 풍동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방

법이다. 

 

C. 박리 제약조건 제거의 효과 

본 연구는 패널 코드의 사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박리 현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제약조건을 없애기 위해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본 section에서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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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과 박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설계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차이를 보여주

려 한다. 먼저, 앞서 제시된 결빙 조건에 대해 최적 설계된 박리 현

상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과 그1렇지 않은 하이브리드 에

어포일의 유동장을 그림 15의 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대로 박리 현상이 생기면 안된다는 제약조건을 제거함으로써 박리 

현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설계가 가능함을 

볼 수 있다. 

 

Fig. 15 Comparison of flow field and chord length of hybrid airfoil 

designed with separation and without separation, ( 𝑽∞ = 𝟏𝟎𝟐. 𝟖𝒎/𝒔, 𝜶 =

𝟐°, LWC = 𝟐. 𝟒𝒈/𝒎𝟑, 𝐌𝐕𝐃 = 𝟏𝟖𝝁𝒎, 𝑻∞ = 𝟐𝟔𝟑. 𝟏𝟓𝑲)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형상의 비교는 그림 15의 c)를 통해 나타내

었다. 박리 현상이 생기지 않게 설계를 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1.6m ( 𝑐1) , 박리 현상을 허용하여 설계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1 = 1.9

 
(𝒎
)

 (𝒎)

P/P0

 
(𝒎
)

 (𝒎)

P/P0

a) Flow field of hybrid airfoil with separation b) Flow field of hybrid airfoil without separation

Hybrid airfoil w/o separation

Hybrid airfoil w/ separation

11% of 𝑐1

c) Comparison of chord length

1.6m (𝑐1)

1.418m (𝑐2)
  2 =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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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m (𝑐2)의 코드 길이를 가진다. 이는 1.6m (𝑐1)의 하이브리드 에

어포일을 11%만큼 축소시킨 결과이다. Scale factor 또한, 1.9에서 2.168

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의 사용을 통해 박리 현상의 발생을 허용함으로써 좀 더 

작은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 계할 수 있었다. 

 

D. 하이브리드 플랩 형상의 최적 설계 결과 

전 section까지는 하나의 받음각에만 적용가능한 하이브리드 에어

포일의 설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형상정의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받

음각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플랩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받음각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여 극복할 수 있다. 플랩의 사용은 박

리 현상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17], 박리에 의한 비정상 현상 또한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플랩 중에서도 박리 현상을 줄일 때 자주 

사용되는 slotted 플랩을 이용한다. 그림 6의 설계 변수로 구성되는 

플랩과 main section형상은 앞서 제시된 최적 설계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된다. 이번 section에서는 slotted 플랩의 형상을 최적화

하는 일반적인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설계 방

법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먼저, 표3의 결빙조건에서 받음각 0도에서 5도까지 적용가능한 

slotted 플랩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lotted 플랩을 설계하기 

전에 기준 형상을 선정한다. 기준 형상으로는 받음각 0도에서 설계

된 단일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사용한다. 단일 하이브리드 에어포

일의 앞전은 적용하고자 하는 받음각 범위 (0도~5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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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형상의 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는다. 해당 결빙 

조건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최적 설계를 통해 가장 짧은 코드길이

를 가진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도출한다. 도출된 단일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기준 형상으로 하여 main section과 플랩을 설계한다. 7개

의 설계 변수에 대해 OLHS를 사용하여 초기 실험점 70개를 선택하

고    그리고 ℎ𝑐에 대한 ROM을 구성한다. 구성된 ROM에 대하여 

받음 각 0, 3, 5 도에 대하여 실물 크기의 에어포일과의  와 ℎ𝑐의 오

차 (   = ‖𝑈𝑓𝑢  − 𝑉ℎ𝑦𝑏𝑟 𝑑‖2 )를 모두 합한 값이 가장 작은 형상을 최

적화를 통해 도출한다. 오차 값은 각각의 형상에 대하여 플랩 변위 

각(𝛿 )을 조절하여 가장 잘 맞는 각도에 대해 계산된 값이다. 변위 

각은 최적 에어포일의 기존 뒷전의 위치에서 반시계방향으로의 변

위된 각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설계 변수 (x)가 비정상 현상이 발

생하지 않는 영역 (Ω )에 포함되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한다. 목표 함

수와 제약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inimize ∑ ( (𝑥))   (ℎ𝑐(𝑥))                         (10) 

 subject to 𝑥 ∈ Ω                                      (11) 

 

그림16은 최적화를 통해 찾아낸 받음각 0, 3, 5 일 때의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의 main section과 플랩의 형상과 얼음 형상 그리고 유동장

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의 a)를 통해 기준 형상에서 결정된 

main section과 플랩 형상을 볼 수 있고, 각각의 받음각 0, 3 ,5도에 대

하여 플랩의 변위 각도는 각각 -3.7, 8.2, 13.3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의 b)을 통해 하이브리드 에어포일과 실물 크기의 에어포

일의 얼음형상이 각각의 받음각에 대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6의 c)에 나타나는 박리 현상을 비롯한 유동장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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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정확한 최적의 플랩 형상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플랩과 main section의 형상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일반적인 최적 설계 방법을 통해  와 ℎ𝑐의 오차

가 가장 작게 설계했을 때, 여러 받음각에서도 정확히 얼음 형상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 Main section and flap geometry with deflection angle at 𝜶 = 0°, 3° 

and 5° , (𝑽∞ = 𝟏𝟎𝟐. 𝟖𝒎/𝒔 , 𝜶 = 𝟐° , LWC = 𝟐. 𝟒𝒈/𝒎𝟑 , 𝐌𝐕𝐃 = 𝟏𝟖𝝁𝒎 , 

𝑻∞ = 𝟐𝟔𝟑. 𝟏𝟓𝑲) 

 

 

 

 

 

 

1.26m
SF=2.43

𝜶
 𝛿 = − .7° at α = 0°

𝛿 =     . ° at α = 3°

𝛿 =  1 . ° at α = 5°

 
(𝒎
)

 (𝒎)

P/P0

 
(𝒎
)

 (𝒎)

 
(𝒎
)

 (𝒎)

P/P0

 
(𝒎
)

 (𝒎)

 
(𝒎
)

 (𝒎)

P/P0

 (𝒎)

 
(𝒎
)

b) Comparison of ice shapes at 𝜶 = 𝟎°(left), 𝜶 = 𝟑°(middle) and 𝜶 = 𝟓°(right)

 (𝒎)

 
(𝒎
)

Full-scale airfoil
Hybrid airfoil

 
(𝒎
)

 (𝒎)

𝛿 =   . °

 
(𝒎
)

 (𝒎)

𝛿 = 1 . °

c) Flow field of hybrid airfoil at 𝜶 = 𝟎°(left), 𝜶 = 𝟑°(middle) and 𝜶 = 𝟓°(right)

Full-scale airfoil
Hybrid airfoil

Full-scale airfoil
Hybrid airfoil

𝛿 = − .7°

a) Hybrid airfoil with single slotted flap (left) and flap deflection angle at each angle of attack (right)

P/P0 P/P0P/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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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FAR 25 Appendix C의 LWC가 크고 온도가 높은 glaze 조

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보다 작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

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체점과  의 분포뿐만 아니라 대류 열전달을 고려할 수 있는 ℎ𝑐의 

분포까지 직접적으로 일치시켰다. 또한, 기존 방법의 패널 코드 대

신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다. 설계 기법으

로는 계산 비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POD based ROM을 사

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했다. 제시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 최적 설계

방법은 critical한 얼음 형상을 도출하는 in-flight icing envelop에 적용

되었으며,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정체점과  의 분포뿐만 아니라 ℎ𝑐의 분포까지 실물 크기의 에어

포일과 직접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LWC가 큰 glaze 조건에서도 정

확한 실물 크기의d 얼음 형상을 도출하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박리 현상의 점성 효과와 하이브

리드 에어포일의 앞전 곡률의 영향으로 인한 ℎ𝑐의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glaze 얼음 형상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실물 크기

의 에어포일의 얼음 면적과의 오차를 3%로 만들 수 있었다. 반면에 

정체점만 일치시켰을 경우는 14%, 정체점과  이 분포를 일치시킬 

경우에는 15.4%의 면적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수치적 결과를 통해, 

LWC가 크고 온도가 높은 glaze 조건에서 ℎ𝑐의 분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을 만드는 하이

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40 

2) 유동 박리 현상의 발생을 허용함으로써,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보다 더 작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할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은 특성상 실물 크기의 에어

포일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박리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다. 

그러므로, 박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설계 공간에 큰 

제한이 된다. 본 연구는 결빙 수치해석 모든 과정에 viscous turbulent 

CFD-icing 시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박리 현상의 효과를 해석 과

정에 반영하고, 비정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약조건을 주어 박리 

현상을 포함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적용된 case에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보다 11% 더 짧은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할 수 있었

다. 

3) 제시된 최적 설계 방법을 통해 설계된 플랩은 여러 각도에서 동

일한 실물 크기의 얼음 형상을 만드는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

할 수 있었다. 먼저, 플랩을 설계하기 위해 제시된 본 연구의 최적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을 설계한다. 그 후, 설

계된 하이브리드 에어포일에 대해 main section과 플랩을 5개의 설계 

변수를 이용하여 정의했다. 그리고 적용하고자 받음각에 대하여 실

물 크기의 에어포일의  와 ℎ𝑐각각의 차이가 가장 적은 형상을 최적

화를 통해 도출하여 최적의 플랩 형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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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OM과 같은 근사 모델의 질은 snapshot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기저 함수의 선형적 결합으로 

구성된 POD based ROM은 만일 파라미터 공간 상에서 비 선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고 snapshot의 정보가 부족하다면 정확한 

차수 감소 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snapshot의 개수와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충분한 POD 기저 

함수 정보를 제공하여 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때, 계산 효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은 snapshot들로 충분히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snapshot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인지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모델의 정보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snapshot를 지속적으로 추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napshot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LOOCV) error값과 snapshot의 variance 값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adaptive sampling[32]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중 LOOCV error와 시스템

의 normalized predictive variance를 weight function을 사용하여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Maximum mean squared error approach을 사용하

며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𝑀𝑀 𝐸(𝑥) = 𝜑(𝑥)𝜌𝜎 
2(𝑥), 𝜑(𝑥) =  𝐿𝑂𝑂𝐶𝑉( )   𝐿𝑂𝑂𝐶𝑉(ℎ𝑐)  (A1) 

𝜌는 조절 인수로서 LOOCV error값과 시스템의 normalized predictive 

variance의 비율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𝜑(𝑥)는 LOOCV error를 나

타내며  와  ℎ𝑐의 각각의 LOOCV 오차를 곱한 값이 사용되었다. 

LOOCV는 전체 snapshot에서 하나의 snapshot을 제거한 뒤 ROM을 

만들어 그 지점에서 예측된 값 (ROM)과 원래 그 지점의 실제 값 



42 

(CFD)과의 차이를 통해 계산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𝐿𝑂𝑂𝐶𝑉
 = ‖𝑈𝐶𝐹𝐷

 − 𝑈𝑅𝑂𝑀
 ‖

2
, 𝑈 ∈ ℝ𝑁𝑝 , 𝑖 = 1,… ,𝑁𝑠       (A2) 

 이 때, 모든 범위에 대하여 Voronoi cell을 적용하여 해당 cell에 연

관되어 있는 실험 점에 해당하는 LOOCV를 적용하였다. 𝜎 
2(𝑥)는 입

력 범위에서의 한 점인 x의 normalized predictive variance를 나타낸 값

이며 구체적인 수식은 [32]를 참조하여 볼 수 있다. 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LOOCV 오차는 근사 모델의 편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만일 

특정 지역에서 큰 값을 갖고 있다면 이는 그 부분(local)의 비 선형

적인 특징을 잘 잡아내지 못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

한 부분에 local exploit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𝜎 
2(𝑥)는 궁극적으로 input x가 다른 모든 실험 점으로부터 거리를 정

량화 한 값이다. 그러므로 특정 점이 큰 variance값을 나타낸다면 현

재 입력 데이터 범위에서 “Under-sampled”한 곳이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입력 데이터 범위의 global exploration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𝜌의 경우는 제시된 local exploitation과 global exploration의 균형을 맞

추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적절히 선택하여 원하는 요소에 중점을 

두며 snapshot을 추가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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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ptimization of Hybrid Airfoil for 

Icing Tunn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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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brid airfoil is a scaled model used to generate a full-scale ice shape for 

icing wind tunnel tests. This is possible by matching full-scale properties such 

as the distributions of collection efficiency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Previous studies have used indirect methods using full-scale stagnation point 

location or tangent droplet trajectories. Therefore, these methods can cause a 

discrepancy between the full-scale and hybrid airfoil ice shapes under glaze ice 

condition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match the distributions of 

full-scale collection efficiency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To improve 

accuracy, this paper proposes an approach to match the distributions of the full-

scale collection efficiency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the leading edge, 

using a viscous turbulent CFD-icing simulation. For computational efficiency, 

reduced-order modeling (ROM) based optimization was used to match the 

distributions. The optimization design process was applied to the glaze ice 

condition with a high LWC and temperature. It is concluded that matc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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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highly recommended to minimize 

the discrepancy between both ice shapes to obtain more reliable results from 

icing tunnel tests under the glaze ice condition. Further, by allowing separation, 

the hybrid airfoil achieves a more compact size than that designed without 

separation. Finally, a hybrid airfoil flap geometry, which can be applied to 

various angles of attack, was designed using the optimization design process. 

The ice shape of the hybrid airfoil with the flap yields good agreement with the 

full-scale ic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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