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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층 안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익형 위 경계층의 천이지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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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 location of boundary layers over airfoils is predicted by using

PSE(Parabolized Stability Equations) and -method. Growth rates of disturbances are

obtained from the PSE analysis and the N-factor curves are calculated by integrating

the growth rates. The computational code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is validated

by comparing the computed results with the well known data for the cases of flat

plate boundary layers and airfoils. Predictions of transition location are made for the

boundary layers over NACA0012, NLF(1)-0414F, and NLF(1)-0416 airfoil. Predicted

transition locations are found to b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초 록

PSE와 -method를 이용하여 익형 위 경계층의 천이지점을 예측하였다. PSE 해석으로

부터 교란의 증폭률을 얻고 증폭률의 적분을 통해 N-factor 곡선들을 계산하였다. 평판

및 익형 위 경계층에 대한 계산결과를 기존 문헌 결과와 비교하여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

였다. NACA0012, NLF(1)-0414F 그리고 NLF(1)-0416 익형 위 경계층에 대한 천이지점을

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된 천이지점들이 실험결과들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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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계층 천이(transition) 현상은 항력 및 열전달

과 같은 공기역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학적 응용 가능성을

가진다[1]. 층류인 경우의 항력이 난류인 경우보

다 작기 때문에, 층류 경계층을 길게 유지 시킬

경우 순항 연료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

실이 실용적 중요성을 보여준다[2]. 층류 경계층

영역을 가능한 크게 유지시키고자 설계된 자연

층류(NLF, Natural Laminar Airfoil) 익형과 층류

유동 제어(LFC, Laminar Flow Control) 기법이

천이 현상을 공학적 설계에 활용한 대표적 예이

다[3]. NLF 익형이란, 공력 특성(aerodynamic

characteristics)에 대한 제약 조건(constraints)을

만족하면서 경계층 천이가 최대한 지연(delay)되

도록 형상(geometry)을 설계한 익형이다. NLF

익형의 설계는 기존의 익형 설계 방법들에, 경계

층 천이와 연관되는 안정성 이론(stability

theory)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4-7]. NLF 익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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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소형 비즈니스 제트인 Hondajet에도 NLF 익형

이 설계되어 적용되었다[8]. NLF 익형의 설계를

위해서는 경계층 천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안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계층 천이지점

예측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설정된 천이지점은

유동 해석의 정확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천이지

점 예측 능력은 해석 정확도의 향상을 통해 각종

비행체 설계 및 성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익형 위 경계

층 천이지점 예측 방법은 선형 안정성 이론(LST,

Linear Stability Theory)인 선형 안정성 방정식

및 -method를 이용한 방법이다[1][9]. LST는

평균 유동의 평행류 가정(parallel flow

approximation)을 사용하며 경계층 안정성을 국

소(local)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곡면 효과를 고려

하지 않고 동일한 압력구배를 갖는 평판 경계층

으로 근사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비압축성 및 압

축성 선형 안정성 해석을 통해 익형 위 경계층의

천이지점을 예측하는 코드로는 대표적으로 각각

SALLY[10]와 COSAL[11] 코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 이론 중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포물형 안정성 방정식(PSE) 해석을 기반

으로 하는 익형 위 경계층 천이지점 예측을 수행

하였다. 안정성 해석에 PSE를 사용함으로써, 선

형 안정성 해석에 비해 타당한 해석을 수행하며

계산 소요시간을 개선하였다. 예측된 천이지점을

실험 및 선형 안정성 이론 결과들과 비교하고,

계산 시간과 정확도 측면에서 천이지점 예측 기

법의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Ⅱ. 본 론

2.1 천이지점 예측 방법

천이지점 예측을 위해서는 경계층 안정성 해

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경계층 안정성 해석이란,

경계층 내부의 미소 교란이 하류로 전파

(propagation) 됨에 따라 진폭의 증폭 또는 감쇠

여부를 판별하고, 그 증폭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

을 말한다.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통해 얻어진

교란의 증폭률은 -method를 통한 천이지점 예

측에 활용된다.

2.1.1 PSE를 이용한 경계층 안정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경계층 안정성 방정식 중 하나

인 PSE 해석을 통하여 천이지점 예측에 필요한

교란의 증폭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E의 formulation 및 이를 이용한 익형 위 경계

층 안정성 해석 과정은 참고문헌 [12]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도

록 한다.

PSE는 선형 안정성 이론(LST)이나 Multiple-

scale 기법을 이용한 경계층 안정성 해석 방법이

가지는 제약들을 보완하고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

서 향상된 해석을 제공하는 안정성 방정식이다

[13]. PSE는 유동의 비평행 효과(non-parallel

effect)를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소적 해석

이 아닌 포물형 미분방정식의 marching을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짧은 계산시간으로도 상류

(upstream)의 이력(history)이 반영된 안정성 해

석이 가능하다[14].

압축성 유동 지배방정식의 유동변수들을 평균

유동과 미소교란(의 합으로 표현하면 교란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얻는다. PSE는 교란 방정식의

미소 교란을 식 (1)과 같이 파(wave) 형태로 가

정하여 적용한 후, 주유동(streamwise) 방향에 대

해 포물화(parabolize)한 편미분 방정식이다.

 exp





 (1)

여기서  , 는 각각 무차원화 된 교란의 주유

동 방향(), 폭(spanwise) 방향()으로의 파수, 

는 교란의 무차원 주파수를 의미한다. PSE는 지

배방정식의 교란에 식 (1)을 적용하여, 다음 식

(2)와 같은 구조로 얻어지는 편미분 방정식계이

다. PSE는 유도 과정이나 적용하는 가정에 따라

얻어지는 최종 식이 유일하지 않으며, 개념적으

로는 포물화 된 교란 방정식을 통틀어 PSE라 일

컫는다.








 
(2)

미지 변수는 형상함수       로
써, 복소수(complex number)로 표현된 경계층

내의 미소 교란의 진폭(amplitude)을 의미한다.

는 압력,   는 속도, 는 온도 교란에 대

응한다. PSE는  및 가 정해지면, 유동방향의

파수 및 증폭률을 나타내는 복소수 를 고유치

(eigenvalue)로 하는 미분 방정식계가 된다.

PSE는 층류 경계층 평균 속도 및 온도 분포

(profile)들을 계수로 하는 방정식이다. 따라서 안

정성 해석을 위해서는 평균 속도 및 온도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data)가 우선적으로 얻어져야

한다. 경계층의 속도 및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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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경계층 가장자리(edge)의 유동 정보가

입력 데이터로 요구 된다. 전체 유동장에 대해

오일러 방정식 등의 비점성(inviscid) 유동 해석

을 수행한 후,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 및 온도 값

들을 경계층 가장자리 값으로 취하는 방법이 일

반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 비점

성 유동 해석을 XFOIL[15] 및 상용코드인

FLUENT
TM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비점성 해석

으로 얻어진 경계층 가장자리(edge) 정보를 경계

층 해석 코드에 적용하여 평균속도 및 온도 분

포를 계산한다. 익형 표면의 곡면 효과 및 압축

성 효과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일반 좌표계에서

의 압축성 경계층 방정식을 사용하였다[16]. 경계

층 방정식을 4차 정확도로 계산하는 해석 코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코드의 알고리즘 및 수치

기법 등은 Iyer(1990)[17]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

을 채택하였다. 경계층 계산에서 표면 온도 경계

조건은 단열(adiabatic) 조건으로 하였다.

계산된 경계층 평균 유동장 데이터를 PSE 코

드의 입력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지배방정

식과 계수인 평균유동의 미분 및 격자 metric들

을 모두 4차의 유한 차분을 이용하여 차분하면

고유치를 포함한 block penta-diagonal 대수 방

정식 계를 얻는다. 여기에 경계조건, 초기조건을

적용하고, 정규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류 방향

으로 marching하여 계산해 나간다[14][18]. 초기

조건은 PSE에서 주유동 방향으로의 미분을 무시

한 국소 안정성 방정식의 고유치 문제를 계산하

여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선택하여 얻는다. 해석

하고자하는 주파수 교란의 증폭 시작점을 국소

안정성 방정식 해석으로 찾고, 그 지점으로부터

일정거리 상류의 위치를 marching 시작점으로

하여 초기조건을 계산한다.

특정 주기나 파수를 갖는 미소교란이 시간 또

는 공간적으로 증폭 되는 경우, 유동은 불안정성

을 가진다고 하며, 반대로 모든 교란이 감쇠 되

는 경우는 유동은 안정한 상태라 정의된다. 따라

서 안정성 해석 결과들 중 경계층 안정성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

란의 증폭률(amplification rate)이다. 증폭률은 특

정 주파수의 교란이 주유동 방향을 따라 증폭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3)

여기서 로는 형상함수의  또는 를 사용하

거나 mass fluctuation인 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좌표 

에 대한 함수 이므로, 계산하는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형상 함수 중

속도 교란  ,  , 들을 식 (4)와 같이 kinetic

energy 형태로 경계층 두께에 걸친 적분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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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폭률 가 양의 값을 가지면, 해당 교란은 불안

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2 -method을 이용한 천이지점 예측

천이지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경계층 파라미터 값들을 경험

적 관계식에 적용하는 방법[19], 경계층 안정성

해석과 -method를 이용한 방법, LES나 RANS

와 같은 난류 해석을 이용한 방법[20] 그리고

DNS를 통한 방법을 들 수 있다. 경계층 파라미

터들을 경험식에 대입하는 예측 방법은 적은 계

산으로 천이지점을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며 경험식의 타당성이 보장되는 특정 유동

과 조건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

다. 난류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모델에 따른 결과

의 의존성이 크고 계산시간이 길 뿐 아니라 자연

천이(natural transition)의 모사에는 타당하지 않

아 주로 bypass 천이의 모사에만 이용된다. DNS

를 이용하는 방법은 천이 예측이라기보다는 천이

를 포함한 전체 유동장을 전부 모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

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기초적 현상의 탐구나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단시간 내에

천이지점 파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

하다. 자연 천이의 천이지점 예측에는 안정성 해

석 결과 및 -method를 이용한 방법이 실용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method는 안정성 해석 결과를 이용해 천이

지점을 예측하는 반 경험적(semi-empirical) 방법

이며, Smith&Gamberoni(1956)[21]와 Van Ingen

(1956)[22]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사

용되고 있다. 불안정성이 시작되는 위치로부터

교란 진폭이 배 만큼 증폭되면 천이가 발생한

다는 가정으로 천이지점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으로 하는 예측은, 교란 진폭이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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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증폭되면 천이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N은 N-factor라 하며, 앞의

2.1.1 절에서 언급한 교란의 증폭률 를 식 (5)와

같이 적분한 값이다.






 (5)

식 (5)는 일정한 물리적 주파수(physical

frequency) 교란에 대한 적분이며 는 표면을 따

라 측정되는 주 유동 방향()의 거리이다.

다양한 주파수 교란에 대해 계산된 N 값들로

부터, 가정한 N 값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위치

를 천이지점으로 예측하게 된다. 예측 결과가 가

정한 N 값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method를 이용한 천이지점 예측은

현재까지 알려진 안정성 이론을 이용한 유일한

예측 방법이다. 사용하는 N 값은 경계층 유형별

로 조금씩 다르며, 다양한 경계층에 대한 천이

실험 및 안정성 해석 연구들을 통해 대략적인 범

위들이 알려져 있다. N 값을 결정하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타당한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적절한 N 값의 선택이 요구된다. 해석하고자

하는 경계층과 동일한 유형에 대해 알려진 N 값

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며, 일반적으

로 비행조건과 같이 자유류의 교란이 작은 경우

는 상대적으로 큰 값, 풍동 시험과 같이 자유류

교란이 큰 경우에는 작은 값을 선택한다. 평판

경계층에는 9~11 사이가 많이 사용되며, 아음속

익형의 예측에는 대략 9~12 사이의 값을 사용하

지만 낮게는 4, 높게는 13.5까지의 값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23]. 일반적으로 -method를 이용

한 천이지점 예측 결과는 가정한 N값을 함께 제

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시험이나 매우 낮은 자유

류 난류 강도를 가지는 최근의 저난류 풍동 시험

조건에는 N=12 값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자유

류 난류 강도가 높은 1980년대의 NASA Langley

Research Center의 저난류 풍동[24]과 같은 시험

조건의 예측에는 N=11의 값을 사용한다. 보다

높은 난류 강도의 풍동 시험의 경우에는 약

9~10정도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앞전(leading edge) 박리(separation)와 같이 층

류 경계층이 박리를 포함하는 경우는, 경계층 계

산에 점성-비점성(viscous-inviscid) 상호작용 기

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 천이 발생

이전에 층류 박리가 발생하면 곧 이어 박리 유도

천이(separation induced transition)에 의해 난류

경계층이 되므로 본 연구의 천이지점 예측 대상

의 범주를 벗어난다. 층류 박리가 발생하면 박리

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천이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박리점을 천이지점으로 취급하거나,

경계층 파라미터를 반경험적 식에 적용하여 천이

지점을 예측한다[25]. 본 연구에서는 층류 경계층

의 박리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천이 예측 조건

이 만족되면 자연 천이 발생지점으로 판단하며,

박리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는 박리 유도 천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2 결과 및 해석

경계층 해석, PSE 해석 및 -방법 코드를 작

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NACA0012,

NNF(1)-0414F 및 NLF-0416 익형 위 경계층의

천이지점을 예측하고 이들을 시험 결과와 비교하

였다.

2.2.1 안정성 해석 코드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해석 코드를 천이지점 예

측에 적용하기에 앞서 벤치마크 문제 해석을 통

해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되

는 비압축성 평판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을 수행

하고, 이를 기존 문헌과 비교하였다. 비압축성 평

판 경계층의 평균 속도 분포는 잘 알려진

Blasius 분포이다. 그림 1은 비압축성 평판 경계

층에서, 무차원 주파수   인 교란의 증폭률

결과를 레이놀즈수  에 대해 나타낸 것

이다. 안정성 이론에서 사용하는 무차원 주파수

는 다음의 식 (6)으로 정의되며 는 물리적 값

을 의미한다.

 





× (6)

는 교란의 주파수, 와 는 각각 기준

(reference)이 되는 자유류의 점성계수 및 속도를

의미한다. 그림 1에는 비교를 위해 Chang et

al.(1993)[26]에 제시된 PSE 해석 결과와 선형 안

정성 해석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Chang et al.

은 평판 경계층에서의 증폭률을 식 (7)과 같이

직교좌표계 방향으로의 미분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7)

식 (7)의 변수 를 max ,  max ,  (integrated

disturbance kinetic energy)등으로 하여 계산 한

증폭률들은 서로 같지 않음을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란의 증폭률은 어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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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mparison of growth rates of

F=112 disturbance( incompressible,

flat plate boundary layer )

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값이 조금씩 달라

진다[26].

PSE는 특정 위치 에서의 경계층 길이 스케

일 를 기준 길이(reference

length)로 하여 해석한다[18]. 그림 1과 같이 증

폭률을 나타낼 때에는 무차원화 된 값을 제시하

는데, 일반적으로 PSE 해석 시에 사용된 기준 길

이 가 아니라 각 위치에서의 국소(local) 기준

길이를 사용하여 무차원화 하여 나타낸다[27]. 그

림 1의 Chang et al.의 증폭률 결과들 또한 국소

기준길이를 이용한 무차원 증폭률을 나타낸 것이

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위하여 증폭률

계산에 식 (3) 대신 식 (7)을 사용하였으며, 기준

변수는 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을 통해 해석 결

과가 Chang et al.의 를 사용한 증폭률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성 해석 코드의 검증에는 증폭률의 비교

와 더불어 중립점 (neutral point) 위치 비교가

이용된다. 중립점이란 교란의 증폭 또는 감쇠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으로 교란의 증폭률의 값이 0

이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림 1로 부터 결과들

의 중립점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란의 경우 불안정성이 시작되는 위치는

≃이며 불안정성이 종료되는 위치는

≃으로 비평행 효과를 포함한 비압축성 평

판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Gaster(1974)[28]) 결과

와 잘 일치한다.

그림 2는 마하수 0.02의 평판 경계층에서

   교란과 비압축성 평판 경계층에서   

그림 2. Comparison of growth rates in flat

plate boundary layers

교란의 증폭률 계산 결과를 각각

Li&Malik(1996)[27]와 Bertolotti (1991)[29]의 결과

와 함께 나타낸다. Bertolotti와 Li et al.의 결과는

각각 최대 질량 섭동(maximum mass fluctuation)

과 를 기준으로 증폭률을 계산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도 비교를 위해 동일한 계산을 하였다. 그

림 2에서 본 연구와 기존 문헌의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2를 통해 본 연구

의 PSE 코드의 해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비압축성 평판 경계층에서 무차원

주파수   ,    교란의 N-factor 곡선 계

산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Mack(1984)[30]

의 선형 안정성 해석을 이용한 결과를 함께 나타

내었다. 하류로 갈수록 N-factor가 선형 안정성

해석 결과에 비해 큰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PSE

해석이 유동의 비평행효과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림 3. N-factor curves for F=40 and 60

disturbance in incompressible flat

plate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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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mparison of N-factor curves of

F=40 disturbance in the boundary

layer over NACA0012 airfoil(=0,

Ue=30m/s, c=0.5m)

안정성 해석에 평균 유동의 비평행 효과가 포함

되면 중립안정성 곡선의 upper branch가 보다

하류 쪽으로 이동하여 불안정한 영역이 증가하고

증폭률의 크기도 소폭 증가함이 잘 알려져 있다.

그림 3의 결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며

본 연구의 증폭률 계산 및 N-factor 계산의 타당

성을 확인시켜 준다.

그림 4는 자유류 유속 30 , 시위 길이

 , 받음각 인 NACA0012 익형 위 경계층

에서, 무차원 주파수    교란의 N-factor 적

분 곡선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동일한 계산을

Atobe et al. (2007)[31]가 SALLY 코드[10]를 활

용하여 수행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두 N-factor 곡선은 대체적으로 잘 일치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익형 위 경계층에는 앞서 언급

한 증폭률 값을 증가하게 만드는 비평행 효과와

함께 증폭률 값을 감소시키는 곡면효과가 함께 작

용한다. 그림 4의 결과는 두 요소의 영향이 서로

비슷하여 상쇄되는 효과를 나타내, PSE 해석을 이

용한 N-factor 계산 결과가 선형 안정성 해석으로

부터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2.2 NACA0012 익형 위 천이지점 예측

JAXA의 저난류 풍동에서 수행된 NACA0012

익형 위 경계층의 천이실험[32]을 대상으로 천이

지점 예측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시위 길이

 , 받음각 , 자유류 유속이 ∞

   일 때의 천이지점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자유류 유속이 인 경우, 무차원

주파수   ∼ 범위 교란들의 N-factor 곡

선들을 보여준다.

그림 5. N-factor curves (F=35∼135) in the

boundary layer over NACA0012

airfoil( =0, Ue=30m/s, c=0.5m )

그림 6. Comparison of transition locations

on NACA0012(=0)

로 하여 천이지점을 예측하면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점이 천이지점

이 된다. 자유류 유속이   인 경우들

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6은 예측된 천이지점들과 실험결과[32], 그리고

LES를 이용한 계산 결과[33]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6을 통해 예측된 천이지점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3 NLF(1)-0414F 익형 위 천이지점 예측

자연 층류 익형 NLF(1)-0414F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NLF(1)-0414F 익형은 설계조건에서

순압력구배를 최대한 유지하여 천이를 지연시키

도록 설계되었으며 설계에 선형안정성 이론이 활

용되었다[34]. 또한 NLF(1)-0414F 익형은 풍동 시

험 및 비행 시험 결과의 사례를 비교적 쉽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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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ection shape of NLF(1)-0414F airfoil

and example of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2)

아 볼 수 있다[35-36]. NLF(1)-0414F 익형은 

두께를 가지며, 설계 양력 계수는 이다. 그림

7은 NLF(1)-0414F 형상과 비점성 계산으로 얻어

진 받음각 일 때의 압력계수 분포 예를 보여

준다.

McGhee et al.(1984)[35]가 NASA Langley

LTPT (Low-Turbulence Pressure Tunnel)[24]에

서 수행한 실험조건과 동일한 경계층의 천이지점

을 예측하였다. 익형 시위 길이는  , 시위

기준 레이놀즈수가  ×
, ×, ×,

×일 때, 양력계수에 따른 경계층 천이지점

을 측정하였다. 그림 8은  ×
, ≃

일 때, 익형 윗면에서 물리적 주파수 가

  인 교란에 대한 N-factor 계산

결과들을 보여준다. 동일한 해석을 Berry

et.al.(1987)[37]가 SALLY 코드[10]를 이용하여 계

산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계산

결과와 비압축성 선형 안정성 해석으로 부터의

결과가 동일한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9는  ×
, ≃의 경우, 익형

윗면 경계층에서   ∼ 교란들의 N-factor

계산 결과들을 보여준다. 나타낸 N-factor 곡선들

의 무차원 주파수 간격은 1이다. 그림 9에서 시

험 조건을 고려해 N=11으로 천이지점을 예측하

면, 천이지점은 ≃으로 얻어진다.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양력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의 천이지점들을 예측하였다. 그림 10, 11은

그림 8. Comparison of N-factor curves on

upper surface of NLF(1)-0414F

airfoil(Cl≃0.409, Rc≃10×106)

그림 9. N-factor curves (F=25∼38) on

upper surface of NLF(1)-0414F

airfoil( Cl≃0.593, Rc≃10×106 )

그림 10. Predicted and measured transition

locations on upper surface of

NLF(1)-0414F airfoil( Rc≃6×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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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redicted and measured transition

locations on upper surface of

NLF(1)-0414F airfoil( Rc≃10×106 )

각각  ×
 인 경우와  ×

 인 경

우의 천이지점 예측 결과와 실험결과[35]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과 11에 나타낸 해석 결

과의 양력계수는 비점성 계산의 값이다.

2.2.4 NLF(1)-0416 익형 위 천이지점 예측

자연 층류 익형 NLF(1)-0416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NLF(1)-0416 익형의 설계 양력 계

수는 이고  두께를 가진다. 그림 12는

NLF(1)-0416 형상과 받음각 일 때 비점성 계

산으로 얻어진 압력계수 분포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2. Section shape of NLF(1)-0416 airfoil

and example of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0)

그림 13. N-factor curves of disturbances

(F=65∼160) in the boundary layer

over upper surface of NLF(1)-0416

airfoil( Cl≃-0.006, Rc≃2×106 )

Somers(1984)[38]에 의해 NASA Langley

LTPT (Low-Turbulence Pressure Tunnel)[24]에

서 수행된 실험조건과 동일한 경계층을 해석 대

상으로 하였다. 익형 시위 길이는 이며,

실험은 코드 기준 레이놀즈수가 각각  

×, ×, ×, ×일 때, 양력계수

에 따른 경계층 천이지점을 측정하였다.

그림 13은  ×
, 받음각 , ≃

일 때, 익형 윗면에서   ∼ 교란

들의 N-factor 곡선들을 보여준다. 모든 주파수

범위의 N-factor 곡선들이 층류 경계층 박리점

≃에 이르기 전에 천이 발생을 가정하

는 11의 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앞의 2.1.2 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경계층 천이는 박리 유도 천이로 고려한

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 받음각이 이상인

경우 익형의 윗면은 박리 유도 천이로 파악된다.

반면 그림 14는 받음각 , ≃

일 때, 익형 윗면에서   ∼ 교란의

N-factor 곡선들을 보여준다. 이 경우는 층류 경

계층 박리점 ≃에 이르기 전에

N-factor 값이 11애 도달하는 교란들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으로 경계층의 천이지점

을 예측하면 ≃으로 얻어진다. 받음

각이 이하인 경우 자연 천이에 해당하는

천이지점들이 예측된다.

그림 15는 양력계수에 따른 익형 윗면의 천이

지점 예측 결과들을 보여준다.  ×
 일때,

양력계수가 양인 경우는 박리점에 이르기까지

N-factor 값이 11에 도달하지 못하여 박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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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N-factor curves of disturbances

(F=65∼160) in the boundary layer

over upper surface of NLF(1)-0416

airfoil( Cl≃-0.0685, Rc≃2×106 )

그림 15. Transition locations on upper

surface of NLF(1)-0416 airfoil

(Rc≃2×106)

도 천이가 된다. 그림 15에 실험결과[38]와

Brodeur et al.(2001)[39]의 박리 유도 천이 영역

에 대한 예측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15

의 결과를 보면 양력계수가 음 일때 자연 천이

영역에서 예측된 천이 지점들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계층 안정성 방정식인 PSE와

-method를 이용한 일반적인 2차원 형상 위 경

계층 천이지점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익형

에 적용하였다. PSE 해석으로부터 경계층 내 교

란의 증폭률을 얻고 얻어진 증폭률의 적분을 통

해 N-factor들을 계산하였다. 평판 경계층 및 익

형 위 경계층에 대한 해석결과를 기존 문헌의 결

과들과 비교하여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N=11~12로 하여 NACA0012, NLF(1)-0414F 그리

고 NLF(1)-0416 익형 위 경계층의 천이지점을 예

측하였다. 예측된 천이지점들은 실험결과들과 잘

일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2차원 형상에 대한 본

연구의 천이이점 예측 기법의 예측 능력 및 실용

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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