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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양항비를 이용하여 스키점프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였다. 스키점프는 점프대에서 도약시의 가속도와 맞바람을 통

한 양력을 이용하여 활공하는 스포츠이다. 다양한 영향 요소 중에서도 점프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받음각에 따른 양력과 

항력의 비인 양항비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연구에서 최적의 양항비를 계산하여 이미 표준적인 받음각과 스키의 벌림각, 구부린 

각 등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시각화 도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항비를 이용

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자세 시각화 도구를 제공한다. 구현을 위하여 OpenGL을 이용하여 그래픽을 표현하고 기존의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인자의 변화에 따른 자세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의 결과물은 더 나은 스키점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스키점프(Ski Jump), 양항비(Lift-to-Drag Ratio), 시각화(Visualization)

I. 서론

스키 점프는 선수들이 도약대에서 점프하여 도약의 타이밍, 비
행의 완성도, 안정감, 착지자세 그리고 비행거리 점수를 합산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다. 특히 점프 시에 맞바람이 중요한데 이는 

비행의 필수요소로서 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양력은 스

키와 바람의 받음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양항

비를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최대한의 양항비를 유

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Muller[1]은 풍동 실험

을 이용하여 양항비의 기준 값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알아 내였고, 
고원종 등[2]은 양항비와 비행 안정성을 고려한 자세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류민형 등[3]은 풍동 실험을 통한 

비행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다양한 영향 인자의 변화

에 따른 시각적 요소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결과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향 인

자에 따른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였다.

II. 구현 배경

스키점프에서 비거리는 양력(Lift)과 항력(Drag)의 양항비

(L/D)에 의해서 결정된다. 양력은 선수의 윗부분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보다 빨라서 기압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위를 향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항력은 

선수가 공기 중에서 비행하고 있을 때 공기에 의해서 진행 방향으

로 방해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는 중력과 선수와 스키의 무게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1.  영향 인자에 대한 정의

Fig. 1. Definition of Influence Factor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영향 인자

는 스키와 진행방향 사이의 받음각으로 α, 하체와 스키사이의 각

을 β, 허리의 구부린 각을 γ로 정의하였다. 스키를 벌린 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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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수의 

신장은 1.73m, 몸무게는 49kg, 스키의 규격은 신장의 146%로 정

의하였고 점프전의 진입 속도는 28m/s로 부여하였다.  

     

    (1)

    

   (2)

양력은 식 (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L은 양력이고 

CL은 양력계수, ρ 는 공기의 질량밀도이다. 그리고 V는 속도, S
는 면적(ft2) 이다. 식 (2)에서 DL 은 항력계수를 의미한다. 즉, 
양항비는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에 의해 크게 양향 받음을 알 수 있

다. <표 1>은 β 값을 9.5° 로 하고 γ 값을 160°로 고정하고 α 

값을 10°에서 40°까지 변화시키면서 양항비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받음각 α 값이 19°일 때 양항비가 1.6012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림 2. 받음각 변화에 따른 양항비

Fig. 2. L/D Ratio on different angle of attack

III. 구현 결과

<그림 2>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호스트 언어를 C언어를 사

용하고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OpenGL을 사용하여 실제 구현된 도

구를 <그림 3>에서 보이고 있다. 이 때 선수의 급격한 자세변화는 

공기역학적으로 양력과 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비행 중 급격한 자세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스키 점프대의 구조는 국제스키연맹의 표준규격에 준하여 구성하

였다[4].

그림 3. 양항비를 이용한 스키점프 시각화

Fig. 3. Visualization of Ski Jump Using L/D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체와 스키사이의 각 β 값을 9.5° 로 하고 허리 

구부린 각 γ값을 160°로 고정하여 받음각 α값이 19°일 때 최대의 

양항비가 나타냄을 알았고 해당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자에 대한 각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

여줄 수 있는 통합 시각화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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