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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battle damage hole on the velocity and vorticity flow field have been studied by using 
particle image velocimetry. Time averaged velocity and vorticity vector fields in the vicinity of jet are presented. 
The perforated damage hole on a wing created from a hit by anti-air artillery was modeled as a 10% chord size 
hole which positioned at quarter chord. At low angles of attack, the vorticity in the forward side of the jet is 
cancelled due to mixing with the wing surface boundary layer. Stretching of vorticity in the backside of the jet 
generates a semi-cylindrical vortical layer that enclosing a domain with slow moving reverse flow. Conversely, at 
higher the angles of attack, the jet vorticity advected away from the wing surface and remains mostly confined to 
the jet. The mean flow behind the jet has a wake-like structure.

Key Words : Flow Structure(유동구조), Jet-in-Cross Flow(제트 교차 흐름), Horseshoe Vortex(말굽 모양 와동), Weak 
Jet(약한 제트), Strong Jet(강한 제트)

1. 서 론

  해상 계기나 잠헬기와 같이 고도에서 속으

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의 화포 공격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상존한다. 항공기의 날개 혹은 로터 블

이드가 으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피탄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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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1과 같이 구조재의 물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과 크기로 손상된다. 복합재료 날개의 경우에는 

재모양으로 찢겨나가는 매우 불규칙한 손상 형태를 

보이며, 피탄 부 에서 폭발하는 포의 경우는 그 손상

모양의 복잡성은 더욱 증 된다. 개의 속재 날개

는 반경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꽃잎 모양의 크랙을 갖

는 원형의 통구멍이 형성된다. 날개에 통구멍이 

생기면 이를 통하여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

에 의한 통흐름 즉 통제트가 형성된다. 통제트



이 기 

55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7권 제4호(2014년 8월)

는 날개면을 따라 흐르는 유동과 서로 교차하는 형태

의 이른바 제트-교차 흐름(jet-in-cross flow)을 형성하

게 된다. 제트와 교차흐름간의 상호작용은 양력의 

하와 기치 않은 피칭모멘트의 발생뿐 아니라 큰-크
기의 와류구조와 날개면을 따르는 비정상 인 압력교

란으로 항공기의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
  제트-교차흐름은 경계층 흐름과 축 칭 제트 흐름의 

두 기본 흐름이 결합된 비교  간단한 형태이지만 이 

두 흐름에 의한 상호작용은 각각의 기본 흐름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유동구조를 만들어 내며 많은 

공학 , 자연과학  응용으로 연구자들의 심이 되어

왔다. 제트-교차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유동구조는 제

트 단층에서의 Kelvin-Helmholtz roll-up, 제트 출구 하

류에서의 서로 역회 하는 와류 의 형성과, 제트 출

구로부터의 교차흐름 경계층에서의 말굽모양 와류 시

스템, 그리고 후류 와류들의 생성 등을 찰할 수 있

다[1～3]. 이들  가장 요한 것은 제트 출구 근처에

서 생성되는 역회  와류 으로, 이들 와류 을 감싸

는 형태의 콩팥모양(kidney shaped)의 제트 단면 구조

를 갖고 있으며, 제트흐름이 교차흐름에 의해 유동방

향으로 회 된다. 말굽모양 와류시스템은 매우 복잡하

여 일반 으로 박리 의 수가 이놀즈수와 제트와 교

차흐름의 상 인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4].

Fig. 1. Various types of battle damaged wing

  제트-교차흐름에 한 부분의 수치모사  실험연

구들은 제트의 속도( )와 교차흐름 속도(∞ )의 속

도비인   = ∞가 2이상이 되는 흐름에 집 되어 

있다. 를 들어 Fric & Roshko[5]의 경우 속도비 2이

상의 제트-교차흐름에 한 유동의 가시화를 통해 제

트 하류에서의 후류구조가 칼만 와류열과 유사한 유

동구조를 보이고, 와류구조가 교차흐름 경계층에서 생

성되는 와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Smith 
& Mungal[6]은  = 5～200에 이르는 범 한 속도비

에 한 많은 가시화 결과들로부터 유동과 혼합 특성

에 한 길이크기들에 한 자료들을 제공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탄도손상 구멍에서 생성되는 

통제트는 받음각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속도비가   ≤ 1.0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낮은 속도비를 갖는 통제트 흐름 구조에 한 선 연

구자들의 유동장 자료들은 당시의 가시화 기술 한계로 

인하여 명확한 유동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를 들어 Irwin & Render[7]와, Robinson and Leishman[8] 
등은 제트에 의한 손상 구멍 주 에서의 박리선의 존

재를 표 하고 있지만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 다. 최

근의 PIV 등의 입자 상속도계에 의한 측정기술의 발

달로 보다 명확한 유동구조의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논문은   ≃ 1.0 부근의 비교  낮은 속도비에

서 받음각 변화에 따른 통제트와 날개면 교차 흐름

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동장 구조를 악할 수 있는 

PIV 속도장  와도장을 제시하여 유동장 구조에 따른 

날개 공력 특성에의 향을 분석하 다. 이는 고도 

속에서 운용하는 해군의 해상 계기와 잠헬기  

고도 의 무인정찰기와 같이 투손상 취약성이 매

우 높은 항공기의 탄도 손상에 한 생존성 향상 기술 

용을 한 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속 고도 항공기 공력면의 투손상에 의한 공력특

성 하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설계방법에 한 직 력

을 제시할 수 있다.

2. 실험모델  실험방법

2.1 탄도손상 실험모델

  실제 장 환경에서의 탄도손상 모양은 Fig. 1과 같

이 크기, 모양, 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

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Render 등
[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형 구멍이 탄도손상을 모사

하는데 합리 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탄도손상 모델은 화포에 의해 통된 하나의 원

형 구멍으로 모델링하 다. 일반 으로 날개의 에어포

일은 시 에 비해 두께가 작기 때문에 화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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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될 경우 날개 면의 직경과 윗면의 통직경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 다.
  날개단면은 회 익 항공기 로터 블 이드의 기본 단

면 형상 의 하나인 NACA 0012 에어포일 단면의 이

차원 날개를 사용하 다. 실험모델의 시 는 200mm, 
스팬이 890mm이고 최 두께는 23.64mm이다. 공화기

에 의한 손상직경은 20～30mm의 소총의 구경으로부터 

공포에 의한 1,000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축

소 모델날개와의 상 인 크기를 고려하여 시 (c)의 

10% 크기(0.1c)의 원형구멍으로 모사하 다. 통 치

는 앞 으로부터 시 의 25% 지 (c/4)에 치하고 있

다. 공화기에 의한 통각도는 통상 날개면의 70°～
80°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랫면에서 윗면

으로 수직으로 통된 것으로 가정하 다[8,10,11]. 아울러 

탄도 손상 구멍 주 에 형성되는 톱니모양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2는 이와 같은 연구 개념에 의해 제작된 

탄도 손상 날개꼴 모델의 개념도와 실험모델의 좌표 

 측정단면을 보인 것이다.

 Fig. 2. Schematics of NACA 0012 experimental airfoil 

model

2.2 실험장치  실험방법

  손상구멍 주 의 유동장(속도장)은 입자 상유속계

(PIV)를 사용하여 획득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PIV 
측정 시스템은 Fig. 3에 보인 바 같이 200 mJ 펄스 에

지의 이 펄스 Nd-Yag 이 (Vlite-200)와 2048 × 
2048 화소의 CCD 카메라 그리고 데이터 획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상 데이터의 획득  후처리는 본 

시스템 용 PC에 탑재되어 있는 소 트웨어(LaVision 
GmgH의 DaVis Flow Master)로 수행하 다. 유동입자

는 DEHS(Di-Ethyl-Hexyl-Sebacat : C26H50O4)이며, 
Laskin 노즐형 에어로졸 발생기를 사용하여 시험부 상

류에 균일하게 주입하 다. 측정 역은 통구멍을 

심으로 시 방향 x/c = 0.1～0.8의 수직단면과 날개면

으로부터 z/c = 0.05, 그리고 손상구멍을 심으로 스

팬방향 y/c = ±0.25 수평단면에서 측정하 다.(Fig. 2)
  모든 실험은 측정부의 크기가 0.9m(W) × 0.9m(H) × 
2.15m(L)인 공군사 학교의 단일폐쇄회로식 아음속 풍

동에서 날개의 받음각을 -10°부터 20°까지 1°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풍동의 작동유속은 3.6m～
50m/s이며, 이 속도범 에서의 난류강도는 0.02% 이내

이다. 측정 유속은 20m/s로, 날개 시 선과 자유흐름

속도를 기 으로 한 이놀즈수는  = 2.85 × 105

이다.

   Fig. 3. Schematics of PIV flow field measurement 

system

3. 실험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동장은 논문의 간결성을 

하여 실속받음각 후의 유동구조가 격히 변화하는 

받음각 6°, 8°, 10°  12°의 네 가지 경우에 해서 제

시하 다. 각 받음각에서의 속도비는   = 0.54, 0.58, 
0.73  0.78이다. PIV 속도장은 주어진 조건에서 100
회 측정한 것을 시간평균한 속도벡터장이다. 와도장은 

식 (1)  (2)와 같이 측정된 속도장 자료를 앙차분

법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유속은 자유유동 속도로, 
와도는 날개의 시 와 자유유속으로 무차원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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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b-1)

     

                              (a-2)                                        (b-2)

Fig. 4. Velocity(left) and vorticity(right) field at α = 6°

3.1 낮은 받음각에서의 유동장 구조

  Fig. 4～Fig. 5는 받음각인 α = 6°와 α = 8°에서 

통구멍 심스팬에서 수직단면 시 방향 속도벡터장 

 와도장, 그리고 날개면에 수평단면에서의 속도장과 

와도장을 각각 보인 것이다. 유동은 좌측에서 우측으

로 흐르며, 컬러코드는 각각 무차원 등-속도선도(equi- 
velocity contour)  등-와도선도(equi-vorticity contour)
를 가리킨다. 통구멍이 있는 날개꼴 모델은 받음각 

증가에 따라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에 의해 날

개 면에서 윗면으로의 통제트가 생성된다. 이때 

압력계수[ = 2(∞)/∞
 ]로 계산된 압력차는 α 

= 6°～12°에서  = 0.81～1.29이다. 이러한 압력차

에 의해 통구멍을 통해 자유흐름속도의 0.54～0.78
배 크기로 제트가 발생한다[12]. 받음각 α = 6°에서의 

통제트는 Fig. 4(a)-1과 Fig. 4(a)-2에서와 같이 구멍 

단면을 완 하게 채워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

면을 따라 흐르는 교차 흐름에 의해 려나면서 구멍

의 간 일부에 한정되어 유동된다. 구멍으로부터 유

출된 제트유동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면 쪽으로 

휘어지면서 재부착되어 약 0.15c(L) × 0.03c(H) 크기의 

박리기포를 형성한다. Fig. 4(a)-2의 구멍의 수평단면

에서 획득한 유동장을 살펴보면 구멍 하류의 박리기

포 내부의 특이 인 x/c = 0.34, y/c = 0.0을 심으로 

유동이 유출되는 saddle point 형태의 유동구조가 형성

된다.
  Fig. 4(b)-1  Fig. 4(b)-2는 받음각인 α = 6°에서의 

통구멍을 심으로 날개의 수평단면과 수직단면에서

의 와도장을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색은 양의 와도

를 청색은 음의 와도를 가리킨다. 비교  낮은 받음각

인 α = 6°에서는 속도비   ≥ 2인 일반 인 제트-교
차흐름의 유동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제트 

상류와 하류 모두 동일한 방향의 와도만이 존재하여 

유동의 박리를 의미하는 의 크기의 와도는 찰되지 

않는다. 다만 속도벡터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아랫

면으로부터의 통제트와 날개면 경계층 흐름에 의한 

박리버블 내부의 ωy 와동을 찰할 수 있다. 이는 손

상 통제트의 앞쪽 면에서는 제트 단층에 의한 와

도와 날개면에서 발생되는 와도가 서로 혼합되어 약화

되기 때문에 속도비가 큰 경우 제트 단층에 의해 형

성되는 말굽모양의 와동을 찰할 수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즉, 손상제트 앞쪽 에지에서의 양의 와도 크기

는 하류의 음의 와도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을 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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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b-1)

     

                             (a-2)                                      (b-2)

Fig. 5. Velocity(left) and vorticity(right) field at α = 8°

수 있다. 제트 상류 쪽의 양의 와도는 경계층 음의 와

도와 상호작용하여 결국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단의 경계층 와도는 통제트의 상류면을 따

라 찰 할 수 있다. Fig. 4(b)-2에서는 구멍 하류에 서

로 반 방향으로 회 하는 ωz 와동 이 찰된다. 이 

와동 의 치(구멍 심으로부터 0.88c)와 모양은 

심 시 선에 해 칭(와동 심 간의 거리 0.8c)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와도크기 역시 거의 동일한 강도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Render et al[9]의 연구결과인 통

구멍 하류 바로 뒤에 와동 이 생성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낮은 받음각에서의 속도벡터장  와도장에서 찰

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유동장 구조는 제트의 하류

에서의 임계 (critical point)의 존재이다. 이 임계 은 

제트-교차흐름에 한 Sykes et al[13]의 수치모사에서 

측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험 으로는 입증되지 않

은 유동장 특징이다. 즉, 날개시 에 평행 단면에서의 

속도장을 살펴보면 와류층에 의해 갇  유속이 거의 

제로가 되는 소  ‘데드 존(dead zone)’이 형성되는 것

을 찰 할 수 있다. 데드존은 양과 음의 와도층에 의

해 갇  있는 형태를 보이며, saddle point와 같은 형태

를 갖는다. Fig. 5의 받음각 α = 8°에서의 속도벡터장 

 와도장의 형태는 받음각 α = 6°의 경우보다 데드존 

크기의 증가와 임계 의 치가 하류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Fig. 6는 이와 같은 낮은 받음각에서의 통제트-교
차흐름의 유동구조 단면의 개념도이다. 즉, 통제트가 

구멍 하류에서 날개면 의 교차흐름에 의해 날개면에 

부착되는 부착 후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유동 구조

는 낮은 받음각에서 통구멍이 오히려 공력특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Fig. 7에서와 같이 

통구멍이 있는 경우(QD : Quarter Chord Damaged)와 

통구멍이 없는 경우(ND : No Damaged)의 압력계수 

분포를 비교해보면, 통구멍 앞에서는 압력계수가 감

소하지만 구멍 뒤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통구멍을 통해 아랫면으로부터 경계

층 내로 인입되는 제트가 날개면에 부착된 상태를 유

지하는 약한제트(weak jet)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계층

내의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블로잉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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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rtoon of vortical structures at lower angles of 

attack

Fig. 7. Chordwise Cp distribution at = 8°
[14]

3.2 높은 받음각에서의 유동장 구조

  Fig. 8～Fig. 9는 실속받음각 부근인 α = 10°와 α = 
12°에서 측정된 속도벡터장  와도장을 각각 보인 

것이다. 받음각을 증가시킨 α = 10°에서는 두 개의 특

이 을 갖는 유동구조로 변화된다. 즉, 특이  x/c = 
0.30, y/c = 0.0을 향하여 유동이 유입되는 흡입유동의 

역할을 하는 부착 과 특이  x/c = 0.57, y/c = 0.0으
로부터 유동이 유출되는 용출유동 역할의 박리 이 존

재함을 찰할 수 있다.(Fig. 8(a)-2). 이와 같이 받음각 

증가에 따라 하나의 특이 을 갖는 유동구조로부터 부

착 과 박리 의 두 개의 특이 을 심으로 용출과 

흡입유동으로 형성되는 Rankine oval 형태(혹은 kidney 
shape)의 유동구조로 변형된다. 즉 구멍 주   구멍 

하류 역에는 통제트에 의해 형성된 Rankine oval 
모양의 후류를 둘러싸면서 말굽모양(horseshoe type)의 

유동구조가 형성된다.
  Fig. 7(a)-2에서와 같이 말굽모양의 목 부분에는 흡

입유동의 부착 이 형성되며, 박리기포 내부에는 박

리 에서 부착 으로 향하는 역류 역이 존재한다. 
이는 경계층내의 단흐름과 통제트와의 상호작용

에 의한 유동 상으로 통구멍을 통한 아랫면으로

부터의 통제트의 속도가 경계층 내 단류의 유동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구멍 하류에 상 인 압

역이 형성되고, 이 압 역으로 인입되는 유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받음각 증가와 함

께 구멍으로부터의 통제트 강도가 증가하여 박리

유동의 재부착이 뒷 에 이르기까지 지연되며, 박리

기포 내의 부착  치가 앞  쪽으로, 박리 은 뒷

 쪽으로 이동하여 Rankine oval 크기가 확 된다. 
아울러 박리기포 내부의 역류 강도도 증가하여 자유

흐름 속도 크기의 역류 역이 발생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받음각 α = 10°에서의 ωy 와동의 와도 크기는 낮

은 받음각의 경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와동형

태는 흐름방향으로 신장된다.(Fig. 8(b)-1, (b)-2). 아울

러 통구멍 하류에 서로 반 방향으로 회 하는 ωz 

와동 의 간격도 받음각 증가와 함께 1.28c 크기로 

증가된다.(Fig. 8(b)-2). 이는 날개면 유동이 통제트

에 의해 구멍 하류의 두 개의 특이 을 둘러싸면서 

형성되는 말굽모양 와동이 받음각 증가와 함께 사이

즈가 커짐을 의미한다. 한편 와도는 α = 6°의 경우보

다 약화되지만 두 와동 의 심 시 에 한 칭

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편 ωz 성분의 와동 은 받음

각 증가와 함께 통구멍 근처로 이동하며, 비 칭성

(와도의 크기  와동 심의 치)도 증가한다.(Fig. 
8(b)-2). 이는 받음각 증가와 함께 뒷 박리가 앞  

쪽으로 확산됨에 따른 역압력 구배의 향으로 생각

된다.
  받음각을 더욱 증가시킨 α = 12°에서는 두 개의 서

로 역회 하는 와동 에 의해 갇힌 데드존이 사라지

고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교 하여 회 해 들어가

는 와동 구조로 변화된다.(Fig. 9(a)-2, (b)-2) 즉, 실속받

음각 부근의 높은 받음각에서는 제트 와동이 날개면

으로부터 류되어 원통형의 와동 혹은 제트 기둥(jet 
column) 모양의 강한제트(strong jet) 유동구조로 변화

된다. 제트 하류의 유동은 완 히 발달된 난류상태의 

후류 구조를 갖는다.  유동구조와 같은 제트-교차흐

름 형태에서의 와도 소스들은 통제트 출구 단층

과 교차흐름 경계층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제트와 교차흐름간의 면상에서는 와도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후류 와동구조는 무딘 

물체 후방에서 찰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의 와동 유

출의 결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15].



     

                             (a-1)                                         (b-1)

     

                              (a-2)                                        (b-2)

Fig. 8. Velocity(left) and vorticity(right) field at α = 10°

     

                             (a-1)                                         (b-1)

     

                             (a-2)                                         (b-2)

Fig. 9. Velocity(left) and vorticity(right) field at α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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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ft coefficient                   (b) Drag coefficient             (c) Pitching moment coefficient

Fig. 12. Ae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various AOAs[14]

Fig. 10. Cartoons of vortical structures at higher angles 

of attack

  Fig. 10은 이와 같은 높은 받음각에서의 통제트-교
차흐름의 유동구조 단면의 개념도이다. 즉, 낮은 받음 

각의 경우에서는 뚜렷하게 찰 할 수 없었던 말굽모

양의 와동을 비롯하여 구멍 상류와 하류에서 경계층 

와동  후류 와동 등 세 가지의 와동 시스템을 찰 

할 수 있다. 통제트는 더 이상 날개면에 부착되지 

않으며, 구멍 하류 날개면의 역류 역과 날개 하류에

서의 와류 유출의 유동장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유동

구조는 낮은 받음각에서와는 달리 양력의 하와 항

력  피칭모멘트의 증가 등 공력특성이 격하게 

하된다. 이는 손상구멍 주 에 형성된 말굽와류의 

그가 날개면으로부터 부양되고, 날개면으로부터의 강

한 인입흐름 역시 박리되어 통구멍 하류에서는 역

류 역이 형성되어 공력성능이 하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통구멍 주 의 시 방향  스팬방향 압

력분포와인 Fig. 11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12].
  통구멍으로 인한 날개의 공력특성에의 향은 Fig. 
12(a), (b)  (c)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그 향은 매우 

작아 양력은 받음각에 따라 0.3%～-1.4% 정도이며, 항

력  피칭모멘트도 유의미한 향은 없다. 이는 손상 

구멍의 단면 이 날개 체 단면 의 0.18%로 매우 작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통구멍은 국부 인 

공력특성 변화에는 향을 주나 손상면 이 날개단면

에 비해 작을 경우에는 날개 체의 공력특성 향

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는 통면 이 증가하면 국부

인 공력손실이 체 날개에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1. Chordwise Cp distribution at α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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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비교  낮은 속도비의 손상 통제트-교차흐름 형태

의 유동장 구조를 상입자유속계를 사용하여 연구하

다.
  낮은 받음각의 경우에는 통제트 면에서의 와도

는 날개면 경계층 흐름과의 혼합으로 소실되어 높은 

속도비에서 찰할 수 있는 말굽모양의 와동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통제트 후방에서는 와도의 신장

으로 -원통형의 와동층이 생성되어 날개면까지 연

장되었으며, 통제트와 날개면 사이에는 박리버블이 

형성되었다. 통제트 하류에는 하나의 nodal point 
형태의 임계 이 생성되며, 높은 받음각에서는 sink
와 source의 두 개의 임계 을 갖는 유동형태로 변화

된다.
  실속받음각 부근에서는 통제트 와도가 날개면으로

부터 류되어 원통형의 와동 혹은 제트 기둥모양의 

유동구조로 변화된다. 통제트 하류의 유동은 완 히 

발달된 난류상태의 후류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유

동구조는 낮은 받음각에서는 통제트의 인입유동에 

의한 블로잉 효과로 오히려 공력특성이 향상되지만, 
받음각 증가와 함께 통제트가 날개면에서 떨어지면

서 공력특성이 격하게 하된다. 그러나 날개 체의 

공력특성에는 향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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