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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잠초계기와 대잠 헬기와 

같이 저속,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적의 대공화

기에 피격될 위험이 상존한다. 포탄 피격에 의한 날개 

혹은 로터 블레이드의 손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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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조종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조종력 

저하 혹은 비행능력의 상실은 모기지로의 생환 가능

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의 생존

성은 다양한 적의 대공위협으로부터의 손상에 대한 

취약성 여부에 의해 달려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전투 손상에 대한 생존성 향상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

다[1].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전투 취약성 평가는 장비의 

견고화와 차폐 등의 구조 강건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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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w field structures of dual jet-in-cross-flow were examined experimentally for in-lined perforated damage 

holes configuration using particle image velocimetry. Ensemble averaged in-plane velocity and vorticity data in the 

jet were determined to study the mean jet structure. Jets are formed by pressure differences between upper and 

lower airfoil surface. The flow structure of vicinity of the thru holes consist of a vortical structure that wrap 

around the jets like a horseshoe and develop further downstream through a pair of stream-wise vortices. The shape, 

size and location of the horseshoe vortex were found to be dependent on the angle of attack.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battle damage holes, the effect on the control force was insignificant when the damage size was not 

larg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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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전투 손상에 의한 공력 효과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미 육군의 경우 회

전익 항공기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JLF(Joint Live 

Fire)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무장 사

격을 통해 설계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기체 및 서

브시스템의 취약부위를 인지하여 이를 개발 사이클 

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2].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

전익 항공기용 로터 블레이드는 대부분 복합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상허용 수준이 매우 높아졌지만, 

탄도에 의한 손상은 공력성능에 여전히 심각한 위해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로터 블레이드 

손상면적으로도 양항비가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로터추력의 손실과 로터 요구동력의 증가를 의

미하며, 블레이드 실속과 높은 요구 조종력 및 진동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로터 시스템의 탄도 손상에 

대한 공력학적 효과의 정성적 및 정량적 이해는 군용 

헬기의 안전운항 기술개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

다[3,4].

  대공화기에 의해 손상 홀이 생성된 날개는 날개 윗

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에 의한 관통흐름(제트)이 형

성되고 이 관통흐름은 날개 윗면을 따라 흐르는 유동

(교차흐름)과 서로 교차하는 제트-교차 흐름을 형성하

게 된다. 관통제트와 교차흐름과의 상호작용은 응집와

류구조 특성, 즉, 역회전 와동쌍과 말굽모양의 와동, 

후류 와류, 직립와동 및 고리모양의 와동 등이 형성된

다. 제트와 교차흐름간의 상호작용은 큰-크기의 와류

구조와 그로인한 비정상 압력교란으로 구조물의 진동

을 가져올 수 있다[5,6]. 제트-교차흐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제트와 교차흐름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날개 혹은 로터 블레이드에 수 개 이상의 다중 

손상 홀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제트가 직렬로 형성되는 이중제트(in-lined dual 

jet)와의 교차흐름을 간략하게 모델링하여 실험적으로 

모사하였다. 직렬 배열 형태의 이중제트에 대한 연구

는 제트속도 와 교차흐름속도 ∞와의 속도비(  = 

∞)가 비교적 큰   = 6.5에서 제트간의 간격이 

제트분출 직경의 4배 떨어진 이중 제트에 대해 제트

를 가로지르면 속도와 압력을 측정한 Schetz[7,8]의 연

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중 제트- 교차흐름

은 두 제트의 강도를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탄도손상 상황에 근접하

도록 손상 홀로부터 생성되는 제트가 교차흐름의 속

도와 비슷한   ≃ 1.0인 비교적 낮은 속도비이며, 각

각의 그 속도비의 크기도 손상 홀의 시위 위치와 받

음각에 따라 변화된다. 이러한 낮은 속도비에서의 제

트-교차 흐름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보고되었지만 유

동장 구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9,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로 인접한 속도비가 다른 

두 제트와 교차흐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와

동구조 형성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유동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즉, 탄도손상 되어 시위방향으로 직렬

로 형성된 복수의 손상 홀에 의해 생성되는 관통제트-

교차흐름의 유동 구조가 공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동장 자료는 저고도 무인기 혹은 회전익 비행체의 

로터 블레이드의 설계에의 반영, 취약부위 보강 등 공

력면의 탄도손상에 의한 취약성 분석 수치해석 모델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탄도 손상 날개 모델

  탄도 손상 실험 날개 모델은 Fig. 1에 보인 바와 같

이 시위방향으로 두 개의 손상 홀이 있는 에어포일 

모델이다. 날개단면은 회전익 항공기 로터 블레이드의 

기본 단면 형상 중의 하나인 NACA 0012형 에어포일 

단면의 이차원 날개를 사용하였다. 날개모델의 시위는 

200 mm이며, 스팬이 890 mm이고 최대두께는 23.64 

mm이다. 홀의 직경은 대공화기의 구경과 실제날개 및 

모델날개와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시위의 10 % 

크기인 직경 20 mm로 하였다. 홀의 위치는 앞전으로

부터 시위의 25 % 지점(Quarter chord Damaged Hole : 

이하 QD)과 시위의 50 % 지점(Half chord damaged 

Hole : 이하 HD)에 위치하며, 홀 중심 간의 거리가 시

위 c의 25 %(0.25 c)로 이격되어 직렬로 위치하고 있

다. 홀은 아랫면에서 윗면으로 수직으로 관통된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홀 주위에 형성되는 톱니모양은 고

려하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또한 날개의 에어

포일은 시위에 비해 두께가 작기 때문에 날개 밑면의 

직경과 윗면의 직경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극히 간략화 된 실험모델은 실제 전장 환

경에서의 탄도손상 모양과는 차이가 있지만 Render 

등[11]의 연구결과는 원형 홀이 탄도손상을 모사하는데 

합리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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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ual in-lined battle damage NACA 0012 airfoil 

model

2.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손상 홀 주위의 유동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풍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측정부의 크기가 0.9 

m × 0.9 m × 2.15 m인 공군사관학교의 단일 페쇄회

로식 아음속 풍동을 사용하였다. 아음속 풍동의 작동

유속은 3.6 ~ 50 m/s이며 이 속도범위에서의 난류강도

는 0.02 % 이내이다. 홀 주위의 유동장 데이터는 입

자영상유속계(PIV)를 사용하여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PIV 측정 시스템은 200 mJ 펄스에너지의 이중 

펄스 Nd-YAG 레이저(Vlite-200)와 2048 × 2048 화소의 

CCD 카메라 그리고 데이터 획득 및 후처리를 위한 소

프트웨어(LaVison GmbH의 DaVis Flow Master)를 탑재

한 전용 PC로 구성하였다. 유동입자는 DEHS(Di-Ethyl- 

Hexyl-Sebacat : C26H50O4)이며 Laskin 노즐형 에어로졸 

발생기를 사용하여 모델 상류에 균일하게 주입하였다.

  측정영역은 홀을 중심으로 시위방향  = 0.1 ~ 

0.8의 수직단면과 날개면 으로부터  = 0.05에서 

 = ±0.25의 수평단면에서 측정하였다. 좌표계는 

Fig. 1에서와 같이 x는 앞전으로부터 에어포일 중심 시

위선을 따라 측정한 좌표이며, y는 손상 홀 중심으로 

측정된 스팬 방향 좌표를, 그리고 z는 날개면에 수직

한 좌표로 모든 길이는 날개 시위(c)로 무차원화 하였

다. 측정 유속은 20 m/s로 날개 시위선을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수는  = 2.85 × 105이다. 이러한 레이놀즈

수 범위는 실제 회전익기 블레이드의 국소 레이놀즈

수인  (106 ~ 107)보다는 무인회전익기의 레이놀즈수

에 근접한 값이다. 실험은 받음각   = -10°부터   = 

20°까지 1°간격으로 수행하였다. Fig. 2는 풍동실험부

에 설치된 실험모델을 보인 것이며, 시험부에서 실험

날개 모델에 의한 봉쇄효과는 최대 0.075로 적정한 범

위 안에 있다[12]. 기타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은 참고문

헌 [13]에 기술되어 있다.

Fig. 2. Airfoil model set up in the wind tunnel

3. 실험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실속받음각 

이전의 비교적 낮은 받음각인   = 6°와   = 8° 및 실

속받음각 부근의 비교적 높은 받음각인   = 10°와   

= 12°에서의 속도장과 와도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받음각에 따른 날개 윗면과 아랫면과의 압력계수차 

[    ∞
 ]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QD에서  = 0.70 ~ 0.84, HD에서는 

 = 0.51 ~ 0.68이다. 이와 같은 압력차에 의해 QD

에서는 속도비   = 0.29 ~ 0.65, HD에서는   = 0.43 

~ 0.78의 제트가 형성된다. 측정된 압력들은 ±0.1 %FS

의 정확도로 측정된 값들이다.

 Table 1. Variation of pressure coefficient difference 

and velocity ratio with angle of attack

AOA 6° 8° 10° 12°


QD 0.84 0.75 0.70 0.74

HD 0.56 0.65 0.76 0.51

R
QD 0.29 0.46 0.59 0.65

HD 0.43 0.59 0.74 0.78

  제시된 PIV 속도벡터장은 100회 측정한 값을 시간평

균한 2차원 평균속도장이며, 와도장은 측정된 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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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수치 계산하여 구한 결과이다. 와도장의 직

접적인 측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측정된 속도벡터장에 

의한 와도장으로의 변환은 계산과정에서 오차가 확대

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리점과 

부착점 등의 다양한 특이점들을 포함하는 유동장 해

석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제시된 그림에서 흐름

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며, 컬러코드는 각각 등속

도(equi-velocity)와 등와도(equi-vorticity)를 가리킨다.

3.1 낮은 받음각에서의 유동구조

 실속받음각 이전의 비교적 낮은 받음각인   = 6°와 

  = 8°에서의 속도벡터장과 와도장을 Fig. 3 ~ Fig. 4

에 보였다. 낮은 받음각에서 홀 주위의 유동구조는 각

각의 손상 홀에 의한 제트-교차 흐름에서 보였던 유

동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Lee(2014)에 따르

면 하나의 손상 홀만 있는 경우에는 홀로부터 유출된 

제트가 날개면 하류 쪽으로 휘어지면서 재부착되면서 

박리기포를 형성하는 약한 제트(weak jet)의 형태를 가

지며, 박리기포 내부에는 하나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유동이 유출되는 saddle point 형태의 유동구조가 형성

됨을 보였다[14]. 하지만 두개의 손상 홀이 직렬로 존재

하는 경우에는 HD 하류에서 아랫면으로부터의 유출유

동이 홀 하류에서 재부착되지 않고 날개면 근처에서 

역류영역이 생성되는 강한 제트(strong jet) 형태로 변

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QD 후류의 부압영

역이 HD에서 보다 강한 제트를 형성하는 펌핑효과로 

판단된다(Fig. 3a-1). 이러한 효과는 낮은 받음각에서의 

단독 제트-교차 흐름에서 관찰 할 수 없었던 HD 관통

제트 바로 앞에서 생성되는 말굽모양 와류(horseshoe 

vertex)의 존재도 관찰할 수 있다. Fig. 3a-2를 살펴보

면, 각각의 홀 하류에서   성분의 후류와류가 생성되

고, 두 와류 사이에 - 성분의 역회전 와류가 발생한

다.  성분의 와류들 중 상류에 위치한  성분의 와

류는 QD의 단독제트의 경우에 비해 흐름방향으로 다

소 신장되어 누운 와류 형태를, 하류에 위치한  성

분의 와류는 날개면에 기립된 형태이다. 이는 QD에서

의 홀 제트 후류로 인한 역압력 구배의 증가로 기인된 

것으로, 이들 후류 와류쌍과 증가된 역압력 구배 증가

의 복합 효과로 - 성분의 말굽모양의 와동이 HD 상

류에 형성된다.

  Fig. 4의 받음각   = 8°에서의 유동장 구조는 받음

(a-1)

     

(a-2)

(b-1)

     

(b-2)

Fig. 3. Velocity and vorticity field a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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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 6°에서의 유동장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다만 Fig. 3b-1과 Fig. 4b-1을 비교해보면 QD의 

하류의 유동장 모양이 하나의 특이점을 갖는 유동구

조로부터 부착점과 박리점의 두 개의 특이점을 중심

으로 용출과 흡입유동으로 형성되는 Rankine oval 형

태(혹은 kidney shape)의 유동구조로 변형된다. 즉 홀 

주위 및 홀 하류 영역에는 관통제트에 의해 형성된 

Rankine oval 모양의 후류를 둘러싸면서 말굽모양의 

유동구조가 형성된다. 아울러 받음각 증가와 함께 QD

와 HD 하류에 형성된 와동쌍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받음각 증가에 따라 직렬 손상 홀에서의 유동구조

는 각각의 손상 홀에서의 중첩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손상 홀의 존재의 경우보다 확대

된 박리 후류 유동구조를 가지며, QD에서 박리된 후

류 유동이 HD로 부터의 강한 유출 유동으로 인하여 

손상 홀 사이에 보다 응집된 말굽모양의 와류가 생성

되는 유동구조가 된다. 이와 같은 말굽와류가 HD에서 

0.2c의 높이로 수직으로 형성되는 관통흐름을, 이 관

통흐름 하류에서는 매우 큰 크기의 박리 후류영역을 

형성시킨다(Fig. 4a-1, 2).

3.2 높은 받음각에서의 유동구조

  Fig. 5와 Fig. 6은 실속받음각 근처인 받음각   = 

10° 및   = 12°에서의 속도장과 와도장을 보인 것이

다. 받음각   = 10°에서의 시위방향 와도장은 받음각 

  = 8°에서의 와도장과 유사한 유동패턴으로, 상류의 

 성분의 와동은 흐름방향으로 신장되어 누운 와류 

형태를 보이며, 하류에 위치한  성분 와류는 와도가 

줄어든 직립 와류 모양이 된다(Fig. 5a-2). 두 와류들 

사이에는 역회전하는 - 성분의 와류가 와도가  

성분의 와류들 보다 증가와 더불어 와류의 사이즈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받음각 증가에 따라 제트의 영향

을 받는 영역의 증가 즉, 와류의 크기와 와도의 증가

는 압력분포를 측정한 Schetz(1984)[7]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Fig. 5b-2의 스팬방향 와도장은 받음각 

증가와 함께 각각의 후류 와류쌍의 비대칭성이 증가

하는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특히, 하류의 와류쌍들은 

받음각 증가에 따른 뒷전박리로 인한 역압력 구배 로 

급격한 와도 감소와 함께 홀 쪽으로 근접하는 형태를 

갖는다.

  받음각 12°에서의 속도벡터장 및 와도장은 QD 및 

HD 사이에 생성되는 말굽모양 와류가 더욱 응집된 모

(a-1)

     

(a-2)

(b-1)

     

(b-2)

Fig. 4. Velocity and vorticity field a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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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b-1)

     

(b-2)

Fig. 5. Velocity and vorticity field at  = 10°

(a-1)

     

(a-2)

(b-1)

     

(b-2)

Fig. 6. Velocity and vorticity field at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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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보이며, 박리 후류 유동도 보다 확대됨을 관찰 

할 수 있다. 아울러 QD 홀에 상류의 경계층 와류와 

하류의 후류와류 사이에도 작은 크기의 말굽와류의 존

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Fig. 6a-2와 같이 보다 높은 

받음각에서는 두 개의 후류와류와 두 개의 말굽모양 

와류 및 경계층 와류의 5개의 와류체계를 갖는 복잡한 

유동구조가 된다. 시위방향 와도장은 QD 부근에서는 

말굽모양 와류로 인하여, HD 부근에서는 박리흐름에 

의한 강한 역압력 구배로 거의 수직으로 직립된 와류

구조를 보인다. 두 후류와류들 사이에 형성되는 역회

전의 - 성분의 강한 와류로 인하여 각각의 후류와류

의 와도가 받음각   = 10°에 비해서 감소되어 와류의 

사이즈도 축소됨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받음각 증

가와 함께 스팬방향 와동쌍의 비대칭성이 증가함으로

써 유동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며(Fig. 6b-2), 뒷전박리

에 의한 역압력 구배 증가로 와동쌍들을 더욱 홀 쪽으

로 밀어 올리는 현상을 보인다.

3.3 유동 구조의 공력특성에의 영향

  Fig. 7은 탄도손상에 의한 유동장 변화와 날개의 공

력특성과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Lee & 

Chung[14]의 받음각에 따른 양항비(CL/CD) 특성을 제시

한 것이다. 받음각에 따른 양항비는   = 6° 이하에서

는 손상홀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으나, QD에서

의 하나의 손상홀의 경우   = 7° ~ 9°에서는 오히려 

0.5 % ~ 0.6 %의 양항비 증가를 보여준다. 이는 시위

의 중앙부에 위치한 손상 홀을 통한 제트가 뒷전으로

부터의 박리흐름을 억제하는 블로잉 효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통제트에 의한 블로잉 효과는 두 개의 직

렬 손상 홀이 있는 Q/HD의 경우에는 QD 단일 손상 

홀에 비해 받음각이 약 3° 지연된   = 12° ~ 14°에서 

약 0.3 % ~ 1.0 %의 양항비 증가를 보인다.

  이와 같이 날개면적에 비해 작은 손상홀의 존재에

도 불구하고 공력특성의 저하는 두드러지지 않고 특

정 받음각 영역에서는 오히려 공력특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Fig. 8의 시위방향 압력분포는 

탄도손상에 따른 유동장 구조가 날개 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14]. 즉, 전투손상 초기에

는 관통제트에 의한 블로잉 효과로 일시적인 공력특

성 향상효과가 있지만, 손상 홀 주위의 큰 압력차로 

인해 홀이 더욱 더 확장되면 날개의 공력특성이 급격

히 저하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투손상

에 따른 날개 조종면의 제어 경감방법, 전투손상에 강

한 캠버 구조의 날개꼴 설계 또는 전투손상 부위의 신

속 수리방법 등에 대한 통찰이 요구되고 있다.

 Fig. 7. Comparison of aerodynamic performance for 

        single hole vs dual hol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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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ordwise Cp distribution at  = 10°[14]

4. 결 론

  PIV에 의한 유동장 측정으로 시위의 10 % 크기의 

직렬 이중 탄도손상 홀이 있는 이차원 NACA 0012 에

어포일 유동구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하였다. 직렬의 

이중 탄도손상에 의한 유동구조는 각각의 단독 손상 

홀에 의한 유동장 특성이 중첩된 효과를 보인다. 앞쪽

의 손상 홀 하류에서의 부압력 구배를 갖는 후류영역

의 존재가 뒤쪽의 손상 홀에 보다 강한 제트를 유발

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두 개의 손상 홀 하류의 후류

와류들 사이에 역회전하는 말굽모양의 와류가 생성되

는 유동장 특성을 보인다. 이 말굽모양의 와류는 받음

각 증가에 따라 보다 응집되어 와도 및 사이즈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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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어 최대 5개의 와류구조(1개의 경계층 와류, 2개

의 후류와류 및 2개의 말굽모양 와류)를 갖는 복잡한 

유동구조를 보인다. 뒤쪽의 손상훌에 유발되는 강한 

제트는 블로잉 효과로 날개 일부의 탄도손상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양항비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홀 주위

의 큰 압력차는 날개구조를 급속약화를 가져올 수 있

음을 보였다.

후        기

  본 논문은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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