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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tability analysis of boundary layers on airfoils is performed by using 

parabolized stability equations(PSE). Boundary layer edge conditions are obtained by 

compressible inviscid flow calculations. Mean velocity and temperature profiles of the 

laminar boundary layer are obtained by solving compressible boundary layer equations 

in generalized curvilinear coordinates with fourth order accuracy in the wall normal 

direction. Laminar mean flow profiles are used as input data for PSE to investigate 

growth rates of disturbances and stability characteristics. For the cases of boundary 

layer on NACA0012 and HSNLF(1)-0213 airfoils at Mach number 0.5, growth rates 

with respect to disturbance frequencies and profiles of disturbance amplitude ar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gle of attack on stability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at 

both upper and lower surfaces. The neutral stability curves, effect of Mach number 

and effect of airfoil section shapes are also analyzed. 

   록

경계층 안정성 방정식인 PSE를 이용하여 익형 표면에 형성되는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

을 수행하 다. 압축성 비 성 유동 해석으로 경계층 가장자리 조건을 얻고, 일반좌표계

에서의 압축성 경계층 방정식을 4차 정확도로 계산하여 층류 경계층 유동장을 얻었다. 층

류 경계층 데이터를 PSE의 입력으로 하여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고 교란의 증폭률을 얻어 

안정성 특성을 고찰 하 다. 마하수 0.5의 NACA0012  HSNLF(1)-0213 익형에 한 해

석을 수행하여 교란 주 수에 따른 증폭률  치에 따른 교란의 진폭 분포 특성을 

악하 다.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받음각에 따른 안정성 특성을 각각 증폭률의 크기와 

주 수 범 에 해 분석하 다. 한 립안정성 곡선, 마하수에 따른 안정성 특성을 살

펴보았으며 익형의 종류에 따른 안정성 특성 차이를 분석하 다.

Key Words : Parabolized Stability Equation(포물형 안정성 방정식), Boundary Layer  

(경계층), Stability(안정성), Airfoil(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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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계층 천이가 발생하면 천이 역 후의 층

류 역과 난류 역의 마찰  열 달 특성이 크

게 달라진다. 항공기와 발사체, 유도무기 등의 공

력 성능 해석  설계 시, 고속에서의 경계층 천

이 상은 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천



1056 박동훈․박승오 韓國航空宇宙學 誌

이 측 기법이 요구된다. 천이지 의 정확한 

측은 유동 체 시뮬 이션의 정확도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각종 비행체 설계  

성능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

이지 의 측 기법은 자연 층류 익형(NLF, 

Natuarl Laminar Airfoil) 설계, 극 음속 비행체 

 기권 재진입체의 공력 가열에 한 열 차폐 

설계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성이 크다. 이론 기반

의 천이 지  측은 안정성 방정식 해석으로부

터 얻어지는 경계층 내부 교란의 증폭률을 이용

하여 이루어지므로 경계층 안정성 해석이 우선

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 방정식의 일종인 PSE로 

익형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여 천이

지  측에 활용 가능한 교란의 증폭률 특성을 

얻고, 익형  경계층 안정성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경계층 안정성 해석 방법

경계층 안정성 방정식은 경계층의 평균 속도 

 온도 분포(profile)가 지배방정식의 계수가 되

는 방정식이다. 따라서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해서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계층의 속도  온도 

분포에 한 정확한 정보(data)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 1은 PSE를 이용한 익형  경계층 안정성 

해석 과정을 개략 으로 보여 다.

해석하고자 하는 익형 형상에 해 비 성 유

동 해석을 수행하여 경계층 가장자리(edge) 정보

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경계층 코드로부터 경계

층의 속도  온도 분포 데이터를 계산한다. 다

시 이것을 PSE 코드의 입력으로 하여 PSE  안정

성 해석을 수행한다. 

그림 1. 경계층 안정성 해석 과정

2.1.1 압축성 비 성 유동 해석

경계층 내부의 속도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해서는 경계층 가장자리의 유동 정보가 입력 

데이터로 요구 된다. 체 유동장을 오일러 방정

식 등의 비 성(inviscid) 유동 해석을 수행한 후,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  온도 값들을 경계층 가

장자리 값으로 취하는 방법이 일반 으로 사용된

다. 익형  경계층이 앞  박리(leading edge 

separation)와 같은 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경

계층 계산에 성-비 성 상호작용 기법 등이 요

구되지만, 박리 이후에는 박리 유도 천이

(separation induced transition)에 의해 곧바로 

난류 경계층이 되므로 층류 경계층의 안정성 해

석이 목 인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나는 경우이

다. 본 연구에서는 앞  박리 유도 천이가 발생

하는 경계층은 배제하고, 자연 천이 경계층에 

한 안정성 해석으로 범 를 제한한다. 본 연구에

서는 주어진 익형에 한 압축성 비 성 유동 해

석을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2.1.2 4차 정확도 압축성 경계층 해석

본 연구에서는 익형 표면의 곡면 효과  압

축성 효과를 반 하기 하여 일반 좌표계에서의 

압축성 경계층 방정식을 고려하 다.[1] 경계층 

방정식을 4차 정확도로 계산하는 해석 코드를 작

성하여 사용하 으며 코드의 알고리즘  수치기

법 등은 Iyer(1990)[2]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 다. 본 연구는 2차원 익형에 한 해석

을 고려하므로 2차원 경계층의 속도  온도 분

포를 계산하여 PSE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경계층 계산에서 표면의 온도 경계조건은 단열조

건으로 하 다.

2.1.3 포물형 안정성 방정식

포물형 안정성 방정식(PSE)은 선형 안정성 이

론(Linear Stability Theory)이나 Multiple -scale 

기법을 이용한 경계층 안정성 해석이 가지는 한

계와 단 을 보완하고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향상된 해석을 해 제안된 안정성 방정식이

다.[3] PSE는 유동의 비평행성  경계층 성장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유치 문제

로 귀결되는 국소  해석이 아닌 포물형 미분방

정식의 marching을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짧은 

계산시간으로도 상류의 이력(history)이 반 된 

더 정확한 안정성 해석이 가능하다[4].

PSE는 교란 방정식을 주유동 방향에 해 포

물화(parabolize)한 편미분 방정식이다. PSE는  

유도 과정이나 용하는 가정에 따라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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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식이 유일하지 않고, 개념 으로 포물화 된 

교란 방정식을 통틀어 PSE라 일컫는다. 

2.1.3.1 Formulation of PSE

PSE의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압축성 유동 

지배방정식의 유동변수들을 평균유동과 미소교란

의 합으로 표 하고 개 한 후, 미소교란의 비

선형 항을 무시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유

체 물리량들에 한 가정을 용하여 교란 변수

를 압력, 속도  온도에 한 교란 

 ′  ′  ′  ′  ′ 만을 남기고 정리하면, 

미소교란에 한 지배 방정식인 선형 교란 방정

식 (linear full disturbance equation)을 얻는다. 

선형 교란 방정식은 유동 변수의 미소교란들을 

미지 변수로 하는 다섯 개의 편미분 방정식계로 

구성된다. 

선형 교란 방정식을 의 일반 좌표계

(generalized coordinate system)로 변환 (trans- 

formation)한다. 이어서 미소교란을 시간과 폭 방

향의 공간으로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는 

(wave) 형태로 가정하는데, 식 (1)과 같이 빠르게 

진동하는  부분(wave part)과 공간에 따른 변

화가 작고 진폭의 의미를 가지는 형상함수(shape 

function) 의 조합으로 표 한다.

  


     (1)

식 (1)의 표 을 선형 교란 방정식에 용하면, 

 와 결정되지 않은  ,  , 를 

변수로 하고 와  에 한 2차 미분을 포함하

는 타원형(elliptic) 편미분 방정식 계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주유동(streamwise) 방향인  방향으

로의 shape function 의 변화가  으로 

작다는 가정 하에    보다 작은 항들을 

무시하면, 식 (2)과 같이 방향에 해 포물화 된 

편미분 방정식계를 얻게 되며 이를 PSE라 한다.











(2) 

PSE는 교란의 폭(spanwise) 방향()으로의 

수    주 수 가 정해지면, 유동방향의 수 

 증폭률을 나타내는 복소수 를 고유치로 하

고, 형상함수  를 미지변수로 

하는 미분 방정식이 된다. PSE의 속도  온도교

란에 한 경계조건은 표면( )과 자유류

(→∞)에서 , 압력 교란에 한 

경계조건은 차분 화 된 연속 방정식을 사용하여 

내재 으로(implicitly) 용한다. 

PSE를 비롯한 모든 안정성 방정식은 미분 방

정식의 계수로 평균 유동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

서 PSE 해석을 해서는 우선 해석하고자 하는 

경계층의 평균 층류 유동장을 계산하고, 이로부

터 PSE의 계수들을 얻는다.

2.1.3.2 Numeriacl Method of PSE

계수가 결정된 PSE는 유한차분법으로 수 방

정식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격자   에서 식 

(2)는  방향으로의 미분을 2차의 backward 차

분을 수행하여 식 (3)과 같이 표 된다. 기조건

에서부터 marching을 시작하는 첫 지 에서는 1

차 차분을 사용한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방향,  방향의 격자 

index이다. 모든 에서   
 를 4

차의 유한 차분법으로 차분하고 경계조건을 용

하여 연산자(operator) 로 정의하면, 특정 에서 

식 (4) 형태의 block penta-diagonal 수 방정식 

계를 얻는다. 평균유동의 미분 값과 격자 metric

도 모두 4차의 유한 차분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4)

PSE는 에 해 포물형 방정식이지만 

ellipticity의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marching

시  방향의 격자간격이 일정 수  이하로 작아

지면 수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5] 이것은  

acoustic pressure와 같이 상류로 되는 압력 

교란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항을 suppressing하는 기법

을 사용한다. 경계층 내에서 국소(local) 마하수가 

1보다 작은 곳에서는 PSE의   항을 그 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식 (5)와 같이 마하수가 작

을수록 0에 가까워지는 를 정의하고 이를 곱하

여 용한다[6]. 
















 

 ≥ 

(5)

이는 마하수가 낮을수록, 그에 따라   항이 

PSE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소  아음속 역에서 압력 교란의 상류 

로 인한 PSE의 ellipticity를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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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Normalization Condition

치 에서의  를 알고 있을 때, PSE를 

차분하여 얻은 복소 수방정식을 계산하면 다음 

치 에서의 marching 해  를 얻는다. 하지만 

수 방정식의 계수에는 결정되지 않은 복소수 

 가 포함되어 있어, 수 방정식을 만족시키

는 와 는 유일하지 않고 다양한 조합이 존재 

가능하다. 이것은 식 (2)로 가정한 교란의 표 에

서 와 가 모두 에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이

다. 의 변화가  방향으로  만큼 작다

는 가정을 만족하도록 하기 해, 다음 식 (6)으

로 정의되는 정규화 조건(normalization 

condition)을 만족하는 와 를 해로 결정한다.  

 

 †

 †


 †
    (6)

여기서 †는 켤 복소수를 의미하며, 물리 으
로는 정규화조건이 형상함수의 교란 운동 에 지

가 방향으로 일정하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정규

화 조건을 만족하는 와 는 local iteration을 

통해 결정하는데 각 iteration마다 식 (7)을 이용

하여 수렴할 때까지 를 update한다[4][5].

  

 



 †



 
(7)

PSE의 계산은 각 에서 local iteration을 통해 

와 를 동시에 결정함으로써 marching이 이루

어진다.

2.1.3.4 Initial Condition

PSE marching을 해서는 계산을 시작 지

에서 안정성 방정식을 국소 으로 만족하는 와 

를 기조건으로 필요로 한다. PSE의 기조건

은 일정 정확도 이내로만 구해지면 marching이 

진행됨에 따라 하류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로 수

렴되어 간다[4]. 일반 으로 선형 안정성 해석 결

과를 기 조건으로 사용하는데,  기의 와 

를 얻기 해서는 spatial 선형 안정성 방정식 계

산을 수행해야한다. spatial 안정성 방정식은 를 

고유치로 하는 행렬 비선형 고유치 문제로 귀결 

되는데, 비선형 고유치 문제를 선형 고유치 문제

로 변환 후 temporal 안정성 방정식과 같은 수치

 방법으로 와 를 얻는다[7].

2.1.3.5 Growth Rate

유동장 내에서 특정 주기나 수를 갖는 미소

교란이 시간 는 공간 으로 증폭 되는 경우,

유동은 불안정성을 가진다고 하며, 반 로 모든 

교란이 감쇠 되는 경우는 유동은 안정한 상태라 

정의한다. 경계층에 해서도 동일하게, 경계층 

내부의 특정 미소교란이 하류로 진행함에 따라 

증폭되는 경우, 경계층은 불안정성을 나타낸다고 

정의 된다. 따라서 안정성 해석 결과들 에서 

경계층 안정성 특성을 악하는 지표로 일반 으

로 사용되는 것은 교란의 증폭률이다. 증폭률은 

특정 주 수의 교란이 주유동 방향을 따라서 증

폭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여기서는 사용하는 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나 일반 으로 경계층 두께 체에 걸쳐 

형상함수의 속도 교란 성분들을 분한 값을 사

용하여 계산하 다. 계산된 교란의 증폭률이 0보

다 큰 값을 가지면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2.2 결과  해석

앞서 언 한 과정을 통해 안정성 해석을 수행

하는 코드들과 차를 구성하 고, 이를 이용하

여 NACA0012, HSLNF(1)-0213 익형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 다. 개발된 PSE 코드는 

벤치마크 문제로 이용되는 평  경계층에 한 

안정성 해석[8]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한 바 있다. 

2.2.1 NACA0012 익형  경계층 안정성 해석

표  기 조건의 온도와 압력, 마하수 에

서 코드 길이  인 NACA0012 익형이 다양한 

받음각을 가질 때 익형 표면에 형성되는 경계층

에 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 다. 자유류 유속

은 약   이고 코드 이놀즈수는 

×이다. 한 번의 해석으로 특정 주 수 교

란에 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므로, 여러 주

수에 해 반복하여 안정성을 해석하게 된다.

그림 2는 받음각  인 경계층에서 여러 무차

원 주 수 교란의 증폭률 계산 결과를 보여 다. 

여기서 교란의 무차원 주 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9)

무차원 주 수    교란의 증폭률 곡선을 

보면, 처음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치는 

   부근이다. 하류로 갈수록 증폭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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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부근부터 다시 불안정성

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환된다. 하지만 증폭률

이 계속 감소하지 않고    부근에서 다

시 증가하는 경향으로 바 면서 증폭률이 크게 

증가해 감을 알 수 있다. 이는 익형 표면을 따라 

하류로 가면서 역 압력구배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역 압력구배가 일정 구간 유지되면 경

계층 내 평균속도 분포는 변곡 을 가지는 박리

형으로 바 게 되고, 박리형의 속도 분포를 가지

는 경계층은 매우 큰 불안정성과 교란의 증폭률

을 나타낸다. NACA0012 익형의 경우 최  두께

의 치는   이고, 비 성 해석에 의한 

순 압력구배 역은 약    지 까지로 

나타난다.    지 까지는  유동이 가속

되고 그 이후에는 역 압력구배의 역에 들어가

게 되는데, 그림 2의 결과를 보면 역 압력구배가 

경계층 속도 분포에 변화를 발생시키고 이 변화

가 교란의 증폭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나는 

구간은 략   ~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교란 증폭률 곡선들은 하

류로 가면서 역 압력구배 역의 향에 의해 불

안정성이 커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  경계층의 경우는 불안정성이 시작되는 

지 부터 교란 증폭률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

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증가 없이 계속 감소하

여 안정 이 된다. [3-4][9-11] 평  경계층은 평

균속도 분포가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는 가운데 

하류로 갈수록 이놀즈수만 증가하므로 안정성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해는 일부구간의 불안

정성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 Growth rates of disturbances in a 

boundary Layer over a NACA0012 

Airfoil with =0  and M=0.5 

그림 2의 결과들을 보면, 각 주 수 마다 처

음으로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치가 각기 다르

며, 낮은 주 수의 교란일수록 상 으로 하류

에서 불안정성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낮은 주

수의 교란일수록 불안정성이 하류에서 시작되

고 긴 구간에 걸쳐 높은 불안정성을 갖기 때문

에 증폭률 감소구간이 어들고 바로 역 압력구

배 역에 진입하면서 박리형 속도분포에 의한 

증폭률 증가가 뒤따른다. 그 로 무차원 주 수 

  인 교란의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에서 시작된 후 증폭률이 계속 증가

하다가 국소 인 최고 (local maximum) 도달 

 증폭률 감소 구간이 없이 곧바로 역압력 구

배 역에 의한 증폭률 증가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는   과 같이 상 으로 높

은 주 수의 교란들은 불안정성이 일  시작되

어 평  경계층에서와 같이 증폭률이 0이하로 

사라지는데, 이후 하류에서 역 압력구배의 향

으로 다시 증가해 0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불안

정성을 보여 다.

2.2.2 교란의 진폭 Profile

그림 3은 그림 2의 안정성 해석 결과  

   교란에 해 세 치   , , 

에서의 형상 함수 (Shape Function) 로

일을  나타내었다. 식 (1)에서 로 정의 된 형

상 함수는 교란의 진폭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개

념이며 그림 3에는 복소수의 값을 나타내었

다. 

상 으로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교란 성분

은 주유동 방향으로의 속도 교란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은 아음속 경계층에서의 형

인 안정성 특성과 동일하다[3][6][9]. 하류로 갈수

록 진폭의 분포가 벽면에 먼 곳 까지 분포 되면

서 경계층의 성장을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

다. 한 불안정성 시작  부근의 상류에서는 주

유동 방향의 속도 성분 교란 진폭 분포가 두 개

의 정 (peak)을 가지는 형상을 보인다[3]. 익형 

표면에 가까운 큰 피크와 자유류 쪽인 쪽의 작

은 피크로 구성된다. 하류로 갈수록 진폭 로

일의 형태가 조 씩 변하는데, 역압력 구배 향

이 커질수록 아래쪽의 큰 피크가 두 개의 피크로 

나뉘면서 총 세 개의 피크를 가지는 형태로 변해 

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계층 안정

성 해석 결과의 형 인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3][6][12], NACA0012 익형에 한 실험  연구

에서 하류에서 측정된 속도 섭동의 rms 로

일과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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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Shape function profiles for F=50 

disturbance at three streamwise 

location ( NACA0012, M=0.5, =0 )

 2.2.3 받음각에 따른 경계층 안정성

받음각에 따른 경계층 안정성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해 받음각  ,  , 

 ,  ,  인 경우에 하여 앞서와 동일하게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 다. 

층류 경계층 코드 계산을 하면, 받음각이 

일 때 NACA0012 윗면에서의 경계층은 앞 에 

가까운    치에서 박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앞  박리가 발생하면 층류 경계층

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도 에 앞  박리 유도 

천이에 의해 난류 경계층으로의 천이가 발생하므

로 층류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인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다. 따라서 NACA0012 익형에 해서

는 받음각  까지의 경계층에 한 안정성 해석

을 수행하 다.

그림 4는 받음각  와  일 때, 익형 윗면과 

아랫면의 안정성 해석 도메인을 나타낸다. 안정

성 해석 도메인은 경계층 두께의 10배 이상을 사

용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익형 윗면의 안

정성 해석 도메인은 받음각이 증가 할수록 층류 

박리가 일  일어나게 되어  앞 에 가까운 

곳까지로 제한되어 짧아지고 아랫면에서는 반

로  뒷  쪽으로 길어진다.

그림 5는 여러 받음각의 NACA0012 익형 윗

  그림 4. Example of computational domains 

of stability analysis on NACA0012 

airfoil ( M=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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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계층에 해 주 수    교란의 증폭률

을 나타낸 것이다. 익형 윗면에서는 교란의 주

수가 동일 할 때 받음각이 클수록 보다 상류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증폭률의 값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받음각이 증가하면 윗면에

서는 일 부터 압력 회복에 의한 역 압력구배가 

시작된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역 압력구배에

서는 경계층 불안정성  증폭률이 크기 때문에 

받음각이 증가하면 일 부터 시작되는 역 압력구

배의 향에 의해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 6은 익형 아랫면 경계층에 한 해석 결

과를 보여 다. 익형 아랫면의 결과는 

  까지의 구간에 해 결과를 나타내었

그림 5. Growth rates of a F=60 disturbance 

on an upper surface at various angle 

of attacks ( NACA0012, M=0.5 ) 

그림 6. Growth rates of a F=60 disturbance 

on an lower surface at various angle 

of attacks ( NACA0012, M=0.5 )  

으며 윗면과는 반 의 경향이 나타난다. 동일한 

주 수 교란의 경우 받음각이 클수록 불안정성이 

늦게 시작되고 증폭률의 값도 긴 구간에 걸쳐 작

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받음각이 증

가할수록 아랫면에서 순 압력구배 역이 긴 구

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순 압력구배에서

의 경계층 속도 분포는 안정성 방정식에 의해 

체 으로 큰 안정성 결과를 보여 다. 

그림 7과 8은 받음각  일 때 윗면과 아랫면 

경계층에서 주 수에 따른 교란의 증폭률 곡선들

을 보여 다. 체 으로는 앞서 받음각  에 

한 결과와 동일한 논의를 용할 수 있다. 

윗면 경계층에서는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교란

의 주 수 역이 체 으로 높은 주 수 역

 

그림 7. Growth rates of various disturbance 

on an upper surface at angle of 

attack 2  ( NACA0012, M=0.5 ) 

그림 8. Growth rates of various disturbance 

on an lower surface at angle of 

attack 2  ( NACA0012, M=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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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eutral stability curves of boundary 

layer over NACA0012 airfoil at angle 

of attack of 0  and 1

으로 이동하고 반 로 아랫면에서는 낮은 주 수 

역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윗면에서는 짧은 구간에서 큰 증폭률에 도달

하여 높은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아랫면에서는 긴 

구간에 걸쳐 상 으로 작은 증폭률을 가져 안

정 인 성향을 보여 다.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다른 받음

각에서의 계산 결과들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교란의 무차원 주 수와 이놀즈수를 각각 

축으로 하는 2차원 평면상에서 불안정성이 시작

되는 치를 고려해 보면, 익형  경계층도 불

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역이 존재하여 립 

안정성 곡선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NACA0012 익형의 받음각  에서의 윗면, 그리

고 받음각  에서의 경계층 립 안정성 곡선

을 보여 다. 여기서 은  ∞ ∞
으로 정의되는 이놀즈수이고 는 익형의 정

체 (stagnation point)로부터 표면을 따라서의 

거리이다. 립안정성 곡선은 익형의 종류, 유동

의 조건, 받음각이 달라지면 경계층의 안정성도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같이 변하게 된다. 

3.4 마하수에 따른 경계층 안정성

마하수에 따른 경계층 안정성 특징을 알아보

기 해서 마하수 인 경우에 한 해석을 수

행하 다. 앞서의 해석과 동일한 코드길이  자

유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NACA0012 익형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 으며 코드 이놀

즈수는  ×이다. 

다음 그림 10은 마하수  받음각  의 경우

무차원 주 수에 따른 교란의 증폭률 곡선들을 

보여 다. 그림 1의 결과와 비교 했을 때, 교란 

증폭률의  크기는 체 역에 걸쳐 마하수 

의 경우가 마하수 0.5인 경우에 비해 작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마하수 0.5인 

경우가 유속에 따른 국소 이놀즈수가 크고, 이

에 따른 안정성 해석 결과가 큰 증폭률을 나타내

기 때문이다. 10의 결과에서도 그림 1의 마하수 

0.5인 경우와 동일하게, 증폭률의 경향성이 익형 

표면을 따라 변하는 압력 구배에 의한 향과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 이론 해석 연구들에 의한 안정성 이론에 

따르면, 아음속 경계층의 안정성에 미치는 압축

성 효과는 경계층 불안정성을 일부 완화하여 안

정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압축성 효과는 경계층 체에 걸쳐 계산되는 증

폭률 값의 감소를 가져오나, 그 효과는 마하수 

0.7이하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 이러한 

압축성 효과는 경계층 안정성을 지배하는 물리  

거동(behavior)  압력구배, 유속 등에 의한 기

본 인 경계층 안정성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

음이 잘 알려져 있다[14].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교란의 무차원 주 수들

은 마하수 의 경우에 비해 체 으로 큰 값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식 (8)에 따르면  마하수 

의 경우   ~의 범 는 물리  주 수 

 ~   범 에 해당하고 마하수 의 

경우   ~의 범 는  ~  범

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물리  주 수는 훨

씬 낮은 주 수에 해당되는 교란들이 불안정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0. Growth rates of disturbances on an 

upper surface at angle of attack 0   

( NACA0012, 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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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익형에 따른 경계층 안정성 특성

앞의 결과들을 통해 NACA0012 익형  경계

층의 받음각  마하수에 따른 안정성 특성들을 

악하 다. 익형의 종류가 경계층 안정성 특성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HSNLF(1) 

-0213 익형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

다. HSNLF(1)-0213는 고속의 유동에서 층류경계

층을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연 층류 익형

(Natural Laminar Flow Airfoil)으로써 설계 순항 

마하수와 양력계수는 각각 , , 두께는 코

드 길이의 이다[15]. HSNLF(1)-0213는 기본

인 목  함수들이 설계 범 를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순 압력구배가 최 한 하류까지 유지 될 

수 있도록 패  기법 등을 이용한 iterative 방법

을 통해 설계 된 익형이다.  

그림 11은 HSNLF(1)-0214 익형의 단면 형상과 

비 성 유동 해석으로 얻어지는 받음각  의 

HSNLF(1) -0213 윗면에서의 압력계수 분포, 그

리고 비교를 해 받음각  의 NACA0012 익형 

 압력계수를 함께 나타내었다. 압력계수의 분

포를 보면 HSNLF(1)-0213의 경우 순 압력구배가 

코드길이의 약  가까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NACA0012의 경우에는 코드길이

의  이 에서 순 압력구배 구간이 종료되는

 그림 11. Section shape of HSNLF(1)-0213 

and pressure coefficients on upper 

surface

것을 볼 수 있다. 압력계수의 분포만으로도 

HSNLF(1)-0213 익형  경계층은 긴 구간의 순 

압력구배의 향으로 인해 높은 안정성을 보여 

 것을 상 할 수 있다.

그림 12는 마하수 , 받음각  에서 코드 

길이  인 HSNLF(1)-0213 익형 윗면 경계층

에 한 안정성 해석 결과를   까지 범

에서 보여 다.  

그림 12의 결과를 보면   에 이르기

까지 긴 구간에 걸쳐 모든 불안정한 교란들의 증

폭률이 작은 값으로 유지되어 안정 인 경계층 

특성을 보여 다. 불안정성 시작 지 부터 하류

로 갈수록 증폭률이 증가하다가 안정성 방정식 

해에 향을 미치는 이놀즈수 증가로 인해 증

폭률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 다. 무차원 

주 수    이상의 교란들은 감소하는 경향으

로 바  후에도 순 압력구배 역에 의해 증폭률

이 0이하로 감소하여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NACA0012의 경우에서 증폭률이 감소하다

가 곧이어 이어지는 역 압력구배의 향으로 다

시 증가하는 모습과 조되며, 평  경계층과 유

사한 경향을 띈다. 낮은 주 수의 교란들은 불안

정성이 나타난 지 에서부터 압력 회복 역에 

이르기까지 보다 긴 구간에 걸쳐 불안정성이 나

타나는데 이러한 교란들은 증폭률이 감소하다가 

압력 회복구간에서 다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후부터는 압력 회복에 의한 역

압력 구배의 향으로 모든 주 수의 교란들이 

격하게 증폭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 성 유동 해석에 의해 얻어지는 받음각 

인 HSNLF(1)-0213의 양력계수는 약  이며, 

그림 12. Growth rates of disturbances on an 

upper surface at angle of attack 

0 ( HSNLF(1)-0213, M=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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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rowth rates of F=40 disturbance 

on an upper surface ( M=0.5 )

NACA0012에서 동일한 양력계수가 얻어지는 받

음각은 약  이다. 두 익형  경계층 안정성을 

비교하기 해 받음각  의 NACA0012, 동일한 

양력계수를 발생시키는 받음각  의 NACA0012

와 그림 11에서 보인 받음각  의 

HSNLF(1)-0213 경계층에 한    교란의 해

석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HSNLF(1) 

-0213  경계층의 증폭률 크기가 NACA0012  

경계층에 비해 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HSNLF(1)-0213 익형의 경우 받음각  에서 

순 압력구배가 코드길이의 60% 가까이 유지되

어, 층류 박리가 일어나기 의 안정성 해석 도

메인이   지 까지 형성된다. 반면 동

일한 양력계수를 발생시키는 받음각  의 

NACA0012 익형의 경우에는 순 압력구배가 코

드길이의 약  이 까지만 유지되며 안정성 

해석 도메인은   까지 형성 된다. 동일

한 양력계수를 발생시키는 두 익형에 한 결과

는 증폭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받음각 

 의 NACA0012의 경우 교란의 증폭률이  

 근방에 이르기까지 큰 증폭률을 보이는 반

면, HSNLF(1)-0213의 경우에는    근방에 

도달할 때 까지 작은 증폭률을 나타내며 안정성

을 보여 다.

해석 결과로부터 HSNLF(1)-0213 익형의 경우 

긴 순 압력구배 역의 향으로 인해 경계층이 

높은 안정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계층 불안정성에 의한 천이가 순 압력구

배 역에 의해 억제되고 지연 될 것을 상 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SE를 기반으로 하여 익형과 

같은 2차원 형상  압축성 경계층의 안정성 해

석을 수행하기 한 코드 개발  해석 차를 

구성하 다. NACA0012 익형  HSNLF(1) 

-0213익형에 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여 경계

층의 기본 인 안정성 특성들을 악하 다. 

교란 주 수에 따른 안정성 특성, 평균 유동장

의 압력구배 향이 교란 증폭률에 미치는 향

을 악하 다.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교란들  

높은 주 수의 교란은 상 으로 일  불안정성

이 시작되었다. 익형  경계층에서는 불안정성

이 나타난 후 일정 구간에서 증폭률이 증가하여 

국소  최고 을 보인 다음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 고 이후 역 압력 구배 향에 들어가면서 다

시 크게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순 압

력 구배 역에 있는 경우 교란의 증폭률은 작은 

값을 가져 안정성을 보여주는 반면 역 압력구배 

역에서는 교란의 증폭률이 매우 커져 불안정성

을 나타내었다. 주유동 방향의 속도 교란 진폭 

로 일은 상류에서는 두 개의 피크를 가진 형

태를 가지고 하류에서 역 압력구배의 향을 받

으면서 세 개의 피크를 가진 형태로 변해갔다.

익형의 받음각이 증가할 경우, 익형의 윗면에

서는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교란의 주 수가 고주

수 역으로 이동되고, 짧은 구간에서 높은 증

폭률 값이 나타나 불안정해 지고, 아랫면에서는 

불안정한 교란의 주 수가 체 으로 낮은 주

수 역으로 이동하고 긴 구간에 걸쳐 낮은 증폭

률 값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마하수가 낮은 

경계층의 경우 교란의 증폭률의 값들이 작아지며 

불안정성을 보이는 교란의 물리  주 수도 낮아

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익형의 종류에 따른 경

계층 안정성 해석을 통하여 HSNLF(1)-0213 익형

의 경우 NACA0012익형에 비하여 긴 구간에 걸

쳐 작은 증폭률을 보여주어 높은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같은 양력 계수를 발생하는 상황에서 

NACA0012  경계층은 HSNLF(1)-0213  경계

층에 비해 매우 불안정 함을 확인 하 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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