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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erodynamic charicteristics of Kline-Fogleman airfoils are numerically

investigatied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remote control aircraft operating at low

Reynolds numbers. The comparison of aerodynamic characteristics was conducted between

NACA4415 and Kline-Fogleman airfoil based on NACA4415. ANSYS Fluent was employed

with the incompressible assumption and    SST turbulence model. It was found that

lift coefficient was significantly enhanced in the range of Reynolds number from

 ×  to  × . Especially in the region of Reynolds number below  × , the

lift-to-drag-ratio was improved by 26% using the Kline-Folgeman airfoil compared with

NACA4415 airfoil.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원격 조종 소형 비행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Kline-Fogleman 익형의

저 레이놀즈수 공력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NACA4415와 이를 기반으로 한

Kline-Fogleman 익형의 공력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ANSYS Fluent를 활용하였으며,

유동은 비압축성으로 가정하고, 난류모델   SST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Kline-Fogleman 익형의 공기역학적 원리를 규명하였으며 계산된 레이놀즈수  ×  ~

 ×  범위에서 Kline-Fogleman 익형이 NACA4415에 비해 양력계수가 향상됨을 확인하였

다. 특히 레이놀즈수  × 이하의 영역에서는 Kline-Fogleman 익형의 양항비가

NACA4415에 비해 26%까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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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항공기 개발은 민간 수송을 목적으

로 하는 대형 항공기, 레저와 군사적 활용을 목

적으로 하는 소형 항공기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

행되고 있다
[1]

. 특히 소형 항공기 분야에서는 무

인비행기(Unmanned Aerial Vehicle : UAV)부터

초소형 항공기(Micro Air Vehicle : MAV)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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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기체의 소형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형 항공기의 공력특성은 고 레

이놀즈수에서 운용되는 기체와 크게 다르기 때문

에 저 속, 저 레이놀즈수에서 운용되는 소형 항

공기에 적합한 익형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공기역학적 특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NACA

계열 익형은 레이놀즈수가 낮아질수록 항력 비중

이 커져 양항비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2]

.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저 레이놀즈수 영

역에서는 S5010 익형
[3]

, R2 익형
[3]

,

Kline-Fogleman 익형(이하, KF 익형)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익형 들 중에서도, 원격 조종 비행

기 등에 자주 적용되나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Kline-Fogleman익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초기 종

이비행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어 오늘날 원격

조종 비행기 등에 적용 및 운용 중인 KF 익형은

비전문가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양력,

항력, 피칭모멘트 등 공력 특성 관련 연구가 상

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KF 익형은 익

형 자체가 다른 익형들과 달리 기존 익형에 후향

계단을 준 형태이므로, 전체 날개의 일부에만 적

용하거나 가변익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활용 범위

가 넓은 장점이 있다.

KF 익형은 Richard Kline과 Floyd Fogleman

에 의해 개발된 익형으로 Fig. 1(c)와 같이 윗면,

아랫면 혹은 양면에 후향 계단을 준 형태이다.

KF 익형에 대한 초기 연구는 Faith and Stephen
[5]과 Ranganadhan[6]에 의해 이루어졌다. Faith

와 Stephen은 NACA0012를 기반으로 제작한 KF

익형의 수치해석을 통해 윗면에 계단을 준 익형

(a) S5010 Airfoil

(b) R2 Airfoil

(c) Kline-Fogleman Airfoils

Fig. 1. Low Reynolds Airfoils

은 기본 익형에 비하여 양항비가 감소하는 반면

아랫면에 계단을 준 익형은 기본 익형보다 양항

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anganadhan[6]는 Faith와 Stephen의 연구[5]를

기반으로 하여 아랫면에 계단을 준 KF 익형을

레이놀즈수  ∼  × , 받음각  ∼ 의 범위

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계단 뒤쪽에서 생기는

박리와 재부착으로 인해 계단영역에서 표면 압력

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Faith-Stephen과 Ranganadhan의 선행 연구[5,6]

는 한정된 레이놀즈수와 받음각에서 해석을 수행

한 한계가 있어 익형 주위 유동 현상에 대한 명

확한 이해와 레이놀즈수에 따른 양항비 변화에

대한 명확한 원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오차가 61% 이상 발생하는 등 전

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

여 본 연구에서는 격자 및 해석 도구 설정의 명

확한 검증을 기반으로 실제 항공기가 운용되는

포괄적인 레이놀즈수와 받음각에서 해석을 수행

하였다. 특히 KF 익형을 적용한 소형항공기 개

발을 고려하여 저 레이놀즈수 범위에서 KF 익형

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또한 KF 익형에 관한 공력특성의 분석을 통

해 최적의 공력 성능을 구현하는 레이놀즈수와

받음각을 도출하였다.

Ⅱ. 본 론

2.1 익형 형상 선정 및 해석 조건

본 논문에서는 KF 익형의 공력성능 분석을 위

해 Ranganadhan의 선행 연구[6]를 참고하였다.

Fig. 2와 같은 NACA4415를 기본 익형으로 하며

시위의 중간 지점에서 두께의 50%를 계단으로

준 KF 익형(Fig. 3)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수행한 레이놀즈수와 받음각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항공기의 순항조건을

고려하여 받음각은 와 로 하였고, 다양한

Fig. 2. NACA4415

Fig. 3. KF Airfoil Modified from NACA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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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영역에서의 유동특성을 보기위해 레이놀즈수

 × 부터  × 까지 다양한 레이놀즈수 영역

에서 해석하였다. 해석을 통해 양항비의 변화 요

인을 파악하고, 도출된 양항비가 가장 향상되는

레이놀즈수에서 받음각을 부터 까지 변화

시키며 KF 익형의 유동특성을 관찰하였다.

2.2 해석자 및 해석 격자 검증

KF 익형 주위 유동해석을 위해서 상용 프로그

램 ANSYS Fluent를 사용하였으며 해석한 모든

영역이 비압축성이므로 압력기반의 SIMPLE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난류모델은 강한 역 압력

구배가 존재하는 벽면 근처 박리점에서 상대적으

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대박리를 동반한 2

차원 유동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해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7]   SST를 사용하였다[8].

해석자 및 해석 격자 검증을 위해 Abbott와

Doenhoff의 실험결과
[9]
와 비교하였다. NACA

4415 익형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검증

을 위한 레이놀즈수와 받음각은 각각  × 과

, , 이다. 해석 격자는 Fig. 4와 같이

Gridgen
Ⓡ[10]

을 활용하여 C-type으로 생성하였다.

유동박리와 재부착이 예측되는 KF 익형의 계단

양항비

변화요인 파악

받음각 변화에

따른 유동특성

Re  ×  ∼  ×  양항비 향상 영역

    ∼ 

Table 1. Range of Reynolds number &

angle of attack

Fig. 4. C Type grid of KF Airfoil
×    × 

Fig. 5. Lift coefficient and Drag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angle of attack

부분과 속도 분포가 형성되는 익형 표면 주위에

격자를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이 때, 익형 표면의

 값이 0.5에서 5 이내가 되도록 격자를 생성하

였다.

Figure 5에 이러한 해석자 설정과 격자를 통해

해석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결과[9]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수치 해석의 결과 받음각이 증가할수

록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의 최대 오차가 모두 5%이내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Far-field의 크기가 공력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far-field의 크기가 익형 길

이의 20배와 40배인 격자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격자간의 양력계수와 항력계수 차이가 1% 내

외임을 확인하였다.

2.3 KF 익형해석

2.3.1 레이놀즈수에 따른 영향

2.3.1.1 계단 영역 압력 증가

KF 익형의 양력증가는 계단 영역의 압력증가

에 기인한다.    × 에서 압력장(Fig. 6)과

표면압력 분포(Fig. 7)를 통해 계단 뒷부분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단에 의한 익형 형상의 변화는 앞전에도 영향

을 주어  suction peak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KF 익형의 윗면에서의 압력 감

소와 계단 뒷부분에서의 압력 증가로 인해 윗면

과 아랫면의 압력차가 늘어나 KF 익형의 양력이

NACA4415보다 향상되게 된다.

계단 뒷부분에서의 압력증가는 계단 후방의

박리에 의한 순환흐름이 회복되며 재부착되는 과

정에서 생긴다. 이 재부착 지점에서 유동의 속도

가 감소하며 압력이 증가한다. 아랫면의 계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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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 coefficient at

   ×    

Fig. 7. Pressure distributions over an

airfoil with the KF airfoil at

   × ,   

역에서 압력이 증가되면 익형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를 보다 크게 만들기 때문에 양력계수가

증가한다.

2.3.1.2 재부착 길이 변화에 의한 캠버 효과

레이놀즈수가 정체점의 위치, 즉 재부착 위치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유동의 관성력이 증가하므로 유동의

재부착 위치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

반적으로 평판의 계단 뒤 유동에서는 레이놀즈수

가 증가할수록 순환흐름의 길이와 재부착 길이가

길어진다[11]. 그러나 해석한 KF 익형의 경우, 익

(a) Flat plate

(b) KF airfoil

Fig. 8. Comparison of flat plate and

KF airfoil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Fig. 9. Reattachment location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at   

형 자체의 곡률에 의해 유동의 관성 방향이 계단

안쪽으로 바뀐다. 따라서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

록 관성력의 y성분 값이 커지므로 KF 익형의 계

단 뒤 유동에서는 Fig. 8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다. Fig. 9를 살펴보면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재부착 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영향에 의한 결과이다.

Figure 10에 속도의 크기와 유선을 함께 도시

하였다. 정체점이 포함된 유선을 중심으로 안쪽

은 순환 영역이 발생하고 바깥쪽은 자유류 흐름

이 발생한다. 이 유선을 중심으로 유동의 흐름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이 유선을 분리유선이라고

한다[12]. 분리유선의 형태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변화한다. 이 변화에 의해 재부착 길이와 캠버가

변하는 효과를 나타나는 것을 wake velocity

profile[13]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레이놀즈수에 따른 분리유선을 도시한 Fig. 11

을 살펴보면,    × 의 경우 재부착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며, 익형의 두께 변화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 인 경우, 재부착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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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locity magnitude at

   × ,   

Fig. 11. Dividing line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Fig. 12. Wake velocity profile at 0.7 chord
length downstream

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익형의 두께변화도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레이놀즈수가 증가

할수록 재부착 길이가 짧아진다는 앞서의 결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레이놀즈수가 증가할

수록 분리 유선이 계단 방향으로 근접하게 생성

됨을 볼 수 있다.

Figure 12는 익단 후방으로 시위길이의 70%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x축 방향 속도변화를 y의 함

수로 표시한 wake velocity profile을 나타낸 것

이다.    × 인 경우, KF 익형의 profile의

중심이 NACA4415에 비해 아랫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캠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13]

. 그러나

   × 의 경우에는 profile 중심이 아랫방향

으로 거의 이동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 인 경우, 캠버가 증가하는 효과

가 생기는 반면    × 인 경우 캠버가 증가

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Fig. 11에서의 결론과 일치한다.

KF 익형은 익형의 형상적 특성에 의해 분리유

선이 발생하게 되며 이 분리유선은 레이놀즈수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의해

레이놀즈수에 따라 캠버가 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같은 레이놀즈수에서 KF 익형이

NACA4415에 비하여 더 우수한 양력 계수 특성

을 갖게 된다.

2.3.1.3 공력성능계수 변화

Figure 13에 NACA4415와 KF 익형의 양력계

수 및 항력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그래프에 나타낸

∆과 ∆를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     (2)

Figure 13을 살펴보면 해석한 모든 영역에서

양력계수와 항력계수 모두 NACA4415에 비해

KF 익형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레이놀즈수에 따라 증가하

는 반면 ∆는 레이놀즈수에 관계없이 거의 일

정한 것을 볼 수 있다. 모멘트 계수 변화를 살펴

보면    × 에서 NACA4415와 KF 익형의

Fig. 13.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and

drag coefficient of NACA4415 and

KF Airfoil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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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mprovement of NACA4415

and KF Airfoil

모멘트 계수 차가 가장 크게 나며,    × 

이하 영역과    × 에서 모멘트 계수 차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는    × 와

   ×  사이에서 발생하는 천이에 의한 영

향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한 KF 익형과 NACA4415의 양항비 변

화를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레이놀

즈수  × 부터    ×  범위에서 KF 익

형의 양항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양

항비가    × 에서 거의 같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양력계수와 항력계수 증가량을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하여, 레이놀즈수에 따른 양항비 향상

률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3)

  


  

(4)

Figure 15를 살펴보면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

록 양력계수 특성은 향상되고 항력계수 특성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이놀즈수

 ×  이전의 영역은 양력계수 증가량이 항력

계수 증가량보다 크므로 Fig. 14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양항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NACA4415와 KF 익형의 공력 상승 비교를 통

하여 레이놀즈수 증가에 따라 ∆는 변화가 적

은 반면 ∆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레이놀즈

수에 따라 ∆이 증가하는 원인은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

Fig. 15. Percentage of increment

라고 판단하였다. 1) 후향 계단 뒤의 정체점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한다. 2) 재부착 길이의 변

화로 인해 캠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레이놀즈수가 높아질수록 캠버가 커지는 효과가

증가하여 양력 계수 특성이 향상된다.

해석 결과 원격 조종 비행기, MAV가 운용되

는 저 레이놀즈수 영역( ≤  × )에서 KF

익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3.2 받음각에 따른 공력 성능 계수 비교

양항비가 향상된 레이놀즈수  ×  영역에서

받음각을 0˚부터 24˚까지 변화시키며 해석하였다.

Figure 16은 해석한 모든 받음각에서 양력계수

와 항력계수 모두 KF 익형의 값이 NACA4415의

값보다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양력계수를

나타낸 선들을 살펴보면 최대 양력 계수 값과 양

력기울기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Shift 

로 나타낸 선은 캠버가 일정한 익형과 KF 익형

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캠버가 일정할

경우 양력계수는 위로 단순 이동된다. 이를 아래

식(4)로 계산하여 Fig. 16에 함께 나타내었다.

      (5)

단순 증가 값인    은   일 때

KF 익형의 양력 증가 값을 대입하였다. 이 선과

비교하여보면 KF 익형의 장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KF 익형은 캠버가 일정하지 않다. 즉, 받

음각이 증가할수록 Fig. 17과 같이 재부착 길이

는 짧아지고 분리유선의 두께는 얇아지게 되어,

캠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캠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한 표면 압력 분포를 나타낸 Fig. 18을

보면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압력 증가 폭이 커진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체점이 빨



第 42 卷 第 2 號, 2014. 2. Kline-Fogleman Airfoil의 저 레이놀즈수 공력특성 연구 105

Fig. 16.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and

drag coefficient of NACA4415 and

KF Airfoil at    × 

Fig. 17. Imaginary Airfoil of KF Airfoil as a

function of angle of attack

Fig. 18. Pressure distributions over an

airfoil with the KF airfoil at

   × 

Fig. 19.   of NACA4415 and KF Airfoil

Fig. 20. Slope of lift of NACA4415 and KF

Airfoil

리 생겨 재부착 길이가 짧아진다는 앞서의 결론

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캠버증가와 정체점에서의 압력 증가로

인하여 Fig.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받음각이 커질수록 양력계수가 증가하는 폭이 증

가한다. 항력계수의 경우, 해석한 모든 받음각에

서 KF 익형의 양력계수는 NACA4415보다 크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력계수의 증가 폭이 항력계수의 증

가 폭보다 크므로 양항비는 향상된다. 이러한 양

력계수와 항력계수의 변화에 기인하여 받음각에

따른 양항비는 Fig. 19와 같이 나타난다.

양력 기울기의 향상은 Fig.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석한 전 영역에서 KF 익형의 양력기

울기가 NACA4415보다 증가하며,    × 영

역에서 18.9%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을 통하여 모든 해석 받음각 영역에서 양

항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받음각 ∘에

서 양항비 성능 계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때의 증가율은 26% 이다. 따라서 KF 익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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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MAV 등이 운용되는 영역인    × 에

적용할 경우 공력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 레이놀즈수에서 KF 익형의

공력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

형상은 NACA4415와 NACA4415를 기반으로 한

KF 익형으로 선정하였다. 레이놀즈수  × 
부

터  × 
까지 받음각은 

부터 
까지 변화

를 주었다. 이때 RC, MAV의 운용을 염두에 두

어 양항비와 양력기울기 모두 향상되는 레이놀즈

수 영역    × 
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레

이놀즈수 영역에서 받음각을 
에서 

까지

변화시켜 받음각에 따른 KF 익형의 공력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KF 익형의 계단 뒷부분에서 순환흐름이 발

생하며, 이 순환흐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체

점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가 커져 전체적으로 양력이 향상된다. 그

러나 형상적 특성으로 인해 항력 또한 증가한다.

2) 계단 뒤의 시작점부터 순환흐름이 회복되며

생기는 재부착 점까지의 길이, 즉 재부착 길이는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짧아진다. 이는 평판

의 계단 뒤 유동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익형

자체의 곡률에 의한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3) 재부착 유선, 즉 분리유선의 효과로 인해

레이놀즈수에 따라 KF 익형의 재부착 길이와 두

께, 유효 캠버가 변함을 확인하였다.

4) 전 해석 영역에서 양력 곡선의 기울기가 향

상되며    × 이하의 모든 해석 영역에서

는 양항비 성능 또한 향상된다. 특히

   × 조건에서는 양항비가 최대 26%까지

증가하였다.

5)    × 조건의 모든 해석 받음각 영역

에서 KF 익형의 양력기울기와 양항비 성능 모두

NACA4415에 비해 향상되었다. 양항비는 최대

26% 향상되었으며 최대양력계수는 14.66% 향상

되었다.

KF 익형을 저 레이놀즈수( ≤  × )에서

운용되는 RC, MAV등 소형 항공기에 적용 및

운용한다면 기본 익형들보다 개선된 공력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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