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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WO AND THREE DIMENSIONAL LOW REYNOLDS NUMB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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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wo and three dimensional low Reynolds number flows are compared. For the two dimensional 
flow, an airfoil was considered and for the three dimensional low wing and full-body aircraft were considered. 
Because a flight condition of the aircraft is in a low Reynolds number flow, itl requires reflecting flow transition. In 
the two dimensional analysis, transition is predicted using en method. In the three dimensional flow, the effect of 
transition is included using k-w SST turbulence models.

Key Words : 이놀즈수 유동(Low Reynolds Number Flow), streamtube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s), 
Navier-Stokes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 기체(Full-body) 

1 정 회 원, 한항공 항공우주 사 업본부

2 정 회 원, 국방 과학연구소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hlee@koreanair.com

1. 서  론

일반 으로 이놀즈수의 유동장은 층류, 천이, 난류유동

이 공존하며 순압력구배와 역압력구배, 이에 따른 박리유동 

등 매우 복잡한 유동 상으로 알려져 있다. 2차원 에어포일  

주 의 유동의 경우, 에어포일의 앞부분에서 층류흐름은 정체

에서 시작한 강한 순압력구배로 인하여 가속 후 앞  부근

의 흡입압력의 최 을 지난 후 격히 감속된다. 이때 흐름

은 역압력구배로 인하여 불안정하게 되고, 이놀즈 수가 크

면 천이를 거쳐 난류유동이 된다. 천이 이 에 층류유동이 박

리되기도 하는 데 이놀즈 수에 따라 재부착이 안되거나 난

류로 천이하여 재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어포일주 의  

복잡한 유동 상을 해석하기 해서는 천이  박리 등의 물

리  상을 잘 측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과 천이 측 기

법이 필요하다.
최근 고고도에서 넓은 역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체공

할 수 있는 항공기에 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Breguet의  

항속거리 방정식에 따르면 고고도에서 장기 체공

(High-Altitude Long-Endurance, HALE)을 하기 해서는 최

의 양항비와 최소의 연료 소모를 필요로 한다. 한 항공기 

날개에는 연료와 탑재물을 장하기 해 15% 이상의 두꺼운 

에어포일이 사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날개에 사용되는 에어포

일로는 기 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고고도 환경의  

유동에 합한 에어포일이 개발되어 왔다[1,2,3]. 
본 연구에서는 고고도에서 운용되는 항공기에 한 2차원 

 3차원 유동 해석의 결과를 비교하 다. 2차원 해석의 경우 

에어포일에 해 해석하 으며 3차원의 경우 날개  기체

에 해 해석하 다. 2차원 해석의 경우 이놀즈수 유동의  

특징인 천이를 모사할 수 있지만 3차원 해석의 경우 천이 

측의 복잡성으로 인해  역을 난류로 간주하여 유동 해석

을 수행하 다. 3차원 유동 해석에서는 유동의 천이를 고려할 

수 있는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천이의 효과를 고려하 다.

2. 유동 해석

2.1 2차원 유동 해석

2차원 유동 해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streamtube 오일러 

방정식을 풀었다[1]. Streamtube 오일러 방정식은 분형의 질

량, 운동량, 에 지 보존식들을 제어체 에 용하여 구할 수 

있다. Fig. 2에 streamtube 오일러 방정식의 제어체 을 나타낸다.
제어체 의 , 아랫면은 유선으로 정의되고 따라서 이들

에 해서 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왼쪽, 오른쪽 면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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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rol volume and state variables of steamtube Euler 
equations.

Fig. 2 Grid of 3D wing.

Fig. 3 Shape of o-grid for duct grid[4].

Fig. 4 Grid around far field of full-body aircraft.

이 흐르게 되고 상태변수도 존재하게 된다. 보존 법칙들을 제

어체 에 용한 후 유도되는 이산화된 streamtube 오일러 방

정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1)

(2)

(3)

(4)

성의 향을 고려하기 해 분형 경계층 방정식을 풀

이하 다. 성 유동에서 난류 유동으로의 천이를 측하기 

해 Drela의 근사 en 기법을 사용하 다[1]. 이 방법은 실제

의 증 율(amplification rate) 곡선을 직선으로 근사화하여 유

동의 안정성을 단한다. 식 (5)는 근사화된 증 율의 식을  

나타낸다.

(5)

식  (5)에 서  기울기에  해당하 는  과 x 편에  해

당하 는   는  경 계 층 변 수들로 표 된다 .

2.2 3차원 유동 해석

3차원 유동 해석에는 상용 소 트웨어인 Fluent를 사용하

다[4]. 도 기반의 해석자(density based solver)가 사용되었고, 
성을 고려하기 해 k-w SST 난류 모델을 사용하 다. 

Fluent의 k-w 모델에는 천이 유동에 한 고려가 가능해 이를 

사용하여 유동 해석을 하 다. 수치 유속의 계산에는 MUSCL
이 사용되었다. 3차원 유동 해석의 경우 날개만을 고려한 경

우와 항공기 기체를 고려한 경우 2가지에 해 해석을 수

행하 다.
3차원 날개의 격자는 정렬 격자로 C-H형이며 크기는  

289×71×73 이다. Fig. 2에 3차원 날개 격자의 칭면과 날개

를 표시하 다. 기체 유동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정렬 격자

이며 O-H 형이다. 격자 의 개수는 460만개이고 셀의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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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pressure coefficient at AOA=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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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pressure coefficient at AOA=4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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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friction coefficient at AOA=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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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friction coefficient at AOA=4 deg.

약 450만개이다. 동체의 길이 방향으로 H형의 격자가 사용되

었고, 동체를 심으로 회 하는 방향으로 O형 격자가 사용

되었다. 한 동체 선두부와 엔진 흡입구에 O-grid를 사용해 

특이 (singular point)을 제거하 다[5]. Fig. 3에 덕트에 한 

O-grid의 제를 나타내었다. Fig. 4는 기체 격자의 원방 격

자를 보여 주고 있다.
격자 생성에는 Pointwise가 사용되었다. Pointwise는 GUI를 

통해 편리한 격자 생성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격자 생성툴로서, 
1차원의  데이터에서 3차원의 부피 격자로 쌓아 올라가는  

bottom up 방식을 따른다. 표면 격자를 생성하기 해서 우선 

CATIA에서 생성된 모델의 정보를 가져와 이를 바탕으로 선

과 면 정보를 생성하 다. 생성된 곡면과 CAD 정보의 일치

를 해서 곡면을 CAD 정보에 투사시켜주는 투 (projection) 

기능을 용하 다. 복잡한 형상에 해 3차원의 정렬 격자  

생성 시 선형 수 (algebraic)방법을 사용하면 부피 격자에  

negative volume이 생성될 수 있다. Pointwise에는 타원형 해석

자(elliptic solver)를 제공하는 데 이를 통해 부피 격자에서의  

negative volume을 제거할 수 있었다[6]. 벽면 부근에서 난류의  

향을 잘 모사하기 해 extrusion 기능으로 수직한 방향에  

해 15층의 이어를 쌓았다.

3. 해석 결과

3.1 해석 조건

고고도 환경을 모사하기 해 사용된 유동 조건은 마하수 

0.34, 이놀즈수 2.3×106이다. 받음각 0도와 4도에서 압력 계

수 분포와 표면 마찰 계수(skin friction coefficient)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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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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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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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drag p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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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our of pressure coefficient of 3D wing.

3.2 결과

Fig. 5-6에 2차원 유동 해석  3차원 유동 해석의 압력 계

수를 비교하 다. 에어포일과의 비교를 해 날개  기체

의 경우 MAC(mean aerodynamic chord)에서의 압력 분포를 사

용하 다. Fig. 3-4에서 2차원 유동의 경우 x=0.5 부근에서 압

력 분포의 불연속이 나타내는데 이는 이 부근에서 유 동의  

천이가 발생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날개  

기체에서는 부드러운 압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역을 난류로 간주하여 해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7-8에는 표면 마찰 계수를 나타내었다. 에어포일의 경

우 압력 분포의 불연속이 나타나는 부근에서 표면 마찰 계수

가 낮아져 이 부근에서 천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차원 

해석의 경우 표면 마찰 계수의 분포가 2차원과 차이를 보이

며 표면 마찰 계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에어포일의 경우에 비

해 후방에 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11에는 양력 계수, 항력 계수, drag polar의 공력 계

수를 나타내었다. 2차원 해석과 3차원 해석의 공력 계수의 비

교는 계수의 계산 방법이 서로 달라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3
차원 해석의 결과만 표시하 다. 양력은 날개만 있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오며 항력은 기체에서 더 크게 나온다. 날개만 

있는 경우 동체에 포함되는 부분이 더해져 있으며 동체에 의

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Fig. 11의  

drag polar에서는 날개  기체 모두 이놀즈수 에어포일

의 특징인 drag bucket이 나타나지 않는다.
Fig. 12에는 3차원 날개의 압력 계수 등고선을 표시하 다. 
Fig. 12를 통해 날개 스팬을 따라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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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에어포일, 3차원 날개  기체 형

상에 한 이놀즈수 유동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2차원 

해석의 경우 층류에서 난류로의 천이를 고려하여 이놀즈

수 유동의 특징을 잘 모사할 수 있었다. 3차원 해석의 경우 

 역을 난류로 간주하기 때문에 압력 분포와 표면 마찰 

계수에서 2차원 해석과 차이를 보 다. 향후에는 3차원 유동 

해석에서도 천이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 이놀즈수 유

동에 한 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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