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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파인 스키는 속도가 빠른 순으로 활강, 수퍼 대회전, 대

회전, 회전 등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가장 느린, 회전(Slalom) 경기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내려오며 

설치된 기문(Gate)을 통과하는 종목으로서, 다른 종목들에 비

해 기문의 수가 많고 기문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빠르

고 짧은 회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이다. 반면, 활강

(Downhill) 경기는 스키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평균

경사각이 약 17˚정도의 경사면을 90 ~ 140 km/h의 속력으로 

경승선에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하는 종목이다. 

회전 경기가 기문을 통과하는 회전 기술을 겨루는 기술 계통

의 경기라면, 활강 경기는 속도 계통의 경기라 할 수 있다. 

활강 경기는 경기 중 최고속도가 160 km/h 에 육박하기 때문

에 가장 속도감 있는 경기이다.  2015년 까지 국내에는 활강

이나 수퍼 대회전과 같은 속도계통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스키 슬로프가 없었으나, 20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

도 정선에 알파인 경기장을 완공하여 2016년 2월에 스키 월

드컵 테스트 경기를 진행한 바 있다.

활강 경기에서는 선수의 몸에 가해지는 항력에 의한 감속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활강 중인 선수의 몸에 가해지는 

항력은 스키와 설면 사이의 마찰 저항, 그리고 선수가 공기 

중을 고속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수의 활강 자세에 따른 공기저항(aerodynamic 

drag)과 설면을 누르는 힘(downforce)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공

력(aerodynamic force)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스키 선수의 

최적의 활강 자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의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스키 선수의 활강 자세

를 촬영한 실사 이미지로부터 스키어의 형상 정보를 별도 연

구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코드를 작성하였다. 

재구성된 선수의 형상정보를 바탕으로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범용 CFD 소프트웨어인 Star-CCM+을 이용하여 스키 선수 주

알파인 스키 활강 선수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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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orces acting on a downhill skier

위의 공기유동을 모사하고 최종적으로 스키 선수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과 양력에 해당하는 공력을 예측 하였다.

2. 수치 해석

2.1 스키 선수의 운동방정식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스키선수 주위의 CFD 해석은 정상

상태 해석, 즉 스키 선수는 일정한 경사도의 경사를 따라 종

단속도(Terminal velocity)로 활강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한다. 

선수의 몸에 작용하는 힘은 Fig. 1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m은 선수와 장비의 질량의 합이며, g는 중력 가속도, θ는 경

사의 경사도, D는 스키 선수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

역학적 항력, L은 스키 선수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

는 공기역학적 양력, F는 스키와 눈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다. 선수의 몸에 작용하는 추진력은 운동방향에 대한 스키 

선수의 무게이며,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유체에 의한 항력 D와 양력 L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Cd와 Cl은 각각 항력과 양력 계수이며, A는 스키 진행방향

에 대한 스키 선수의 투영 면적이다. ρ는 공기의 밀도이며 v

는 활강 속도이다. 마찰력 F는 스키의 형상, 왁스, 설면의 상

태를 변수로 하는 설면 마찰계수 를 포함하는 함수이다. 여

기서는 마찰력을 식 (2)와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2)

따라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2.2 해석 모형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상용 전산유동해석 소프트웨어인 Star- 

CCM+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공기 유동을 기술하는 

지배방정식은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으로서 식 (4) 

continuity equation, 식 (5) momentum equation, 식 (6) energy 

equation으로 나타내어진다. 스키선수의 속도를 기반으로 상정

한 Mach 수는 약 0.1정도로서, 일반적으로 공기의 압축성은 

무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향후 

공기의 국부적인 압축성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기 위한 계획

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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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는 압력, 는 밀도, 는 방향 속도 성분, 는 전

단응력 텐서, 는 specific total energy를 나타낸다. 본 해석에 

고려되는 공기유동의 Reynolds 수는 스키길이와 활강시의 종

단속도를 기준으로 약  ≥이며, 이는 난류 유동영

역에 들어간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난류 모델은 Realizable k-ε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k-ε 

난류 모델은 수송방정식을 난류 운동 에너지 k 와 그 소산률 

ε 에 대하여 계산하는 난류 모델로서, 상용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모델이다. Realizable k-ε 난류 모델은 기존의 k-ε 

난류 모델에서 상수항으로 가정하고 있는 항을 평균 유동

과 난류 특성의 함수로 가정하여 기존의 모델에 비하여 정확

한 해석이 가능하다. Realizable k-ε 난류 모델의 수송방정식은 

식 (7),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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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Fig. 3 Overal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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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키 선수의 형상의 특성상, 유동의 박리점은 선수의 헬멧 

부위로 고정되어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류 모델

의 영향은 박리점 이후의 후류 영역에서의 유동에 주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문제에서 난류 모델의 특성 비

교는 논문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향후 

후속연구의 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아울러, 본 유동과 같

은 자유전단유동에서는 후류 영역의 격자 조밀도가 재부착 

지점 예측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격자 크기에 따른 후류 영역 예측의 민감도에 대해서도 향후

에 연구를 확장 하고자 한다.

3. 해  석

3.1 계산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해석을 위한 영역은 Fig. 2, 3와 

(a) Neutral posture

(b) Tuck posture

(c) Maximum tuck posture

Fig. 4 Posture image and  image-based  2D shape model

같다. 스키의 특성 길이를 L이라 할 때, 몸체의 앞쪽에 5L, 

뒤쪽에 10L의 영역을 설정하고, 위쪽으로는 5L의 영역을 설

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앞쪽으로부터 일정한 유속 를 가진 흐름

이 유입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위쪽과 뒤쪽 경계면은 대기압 

대비 상대 압력 0 Pa의 Pressure Outlet으로 설정하였다. 바닥

면은 선수의 몸체를 제외한 바닥면을 유속과 동일하게 이동

하는 Moving Wall로 설정하였으며 선수가 영하 5˚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에서 설면을 따라 활강하는 상황과 동일한 조

건으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3.2 격자 생성

Fig. 4는 해석에 사용된 자세의 실사 이미지와 이를 바탕

으로 구성한 형상 모델이다. 선수의 자세를 설면 위에 서있는 

Neutral 자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을 웅크린 Tuck 자

세, Tuck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은 Maximum Tuck 

자세로 나누었으며, 각 자세에 대한 실사 이미지를 촬영하였

다. 스키 선수의 형상정보 획득 과정에서, 인간 개입으로 인

한 정보 왜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사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여 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코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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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isotropic meshing around a skier

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미지로부터 2차원 형상 모델을 구

성하였다[7].

Fig. 5는 형상 모델 주위의 경계층에서 나타나는 유동의 

속도 구배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상 모델 근처에 이방성

(Anisotropic) 격자를 구성한 것이다. 벽면에 인접한 격자의 크

기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은 정확한 점성유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는 벽면 격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판 상의 경계층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번 해석에서는 Wall function을 적용하

여 유동을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벽면 격자의 무차원화된 벽

간 거리(Dimensionless Wall Distance) y+가 y+ < 300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격자의 크기를 = 0.00109 m로 결정하였으며, 

Anisotropic Tetrahedral Extrusion 메쉬 생성 기법을 통해 형상 

모델 벽면 근처에 적용하여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방성 

격자를 구성하였다. 해석 결과, 모든 케이스에 대한 y+의 최

대값이 190.2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과

4.1 해석 결과

v = 30 m/s에서 각 자세에 따른 메쉬, 유속, 압력, 유선은 

Fig. 6-9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Fig. 6에서는 (b)와 (c)를 비교

하면, Tuck 자세와 Maximum Tuck 자세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Tuck 자세에 비하여 Maximum Tuck 자세의 경우, 선수

의 손의 위치가 더욱 전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스

키 폴(ski pole)의 끝단 돌출부가 더욱 선수 몸체로 부착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에서는 압력 등고선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압력 등고선으로 

판별되는 최저 압력 영역이 (a) Neutral, (b) Tuck, (c) 

Maximum tuck 으로 갈수로 축소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

다. 실제로, 이는 전체 압력저항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예

상 할 수 있다. Fig. 8에서는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Neutral 

자세에 비해 Tuck 자세에서 선수 뒤의 Wake 영역이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aximum Tuck 자세에서 가장 작은 

Wake 영역이 나타났다. Fig. 8에 보여진 속도 분포를 이용하

(a) Regional close up in neutral posture at v = 30 m/s

(b) Regional close up in tuck posture at v = 30 m/s

(c) Regional close up in maximum tuck posture at v = 30 m/s

Fig. 6  Regional close up in various racing positions

(a) Pressure in neutral posture at v = 30 m/s

(b) Pressure in tuck posture at v = 30 m/s

(c) Pressure in maximum tuck posture at v = 30 m/s

Fig. 7 Pressure  in various racing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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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distribution in neutral posture at v = 30 m/s

(b) Velocity distribution in tuck posture at v = 30 m/s

(c) Velocity distribution in maximum tuck posture at v = 30 m/s

Fig. 8 Velocity distribution  in various racing positions

여, 스키선수 주위의 유선 분포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

에 보여진 유선 분포를 이용하여, 스키 선수의 머리 부분에서 

박리된 유동이 스키 선수 후방에서 재 부착(Re-attachment) 되

는 지점을 측정해 보았다. 다소 정성적 결과이기는 함에도 불

구하고, Fig. 8(a)-(c) 결과를 비교할 때에, Maximum Tuck 자세

가 상대적으로 스키선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유동의 재부

착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 몸 주변의 유선을 분석

한 결과, 선수의 몸에 의해 지면으로부터 박리된 유동이 다시 

지면과 만나는 Reattachment Point와 선수의 몸체 사이의 거리

가 Neutral 자세에서 가장 길었으며, Tuck 자세를 취했을 때 

급격히 줄어들어 Maximum Tuck 자세에서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Reattachment Point와의 거리가 감소한 것은 

선수의 후방으로 발생하는 Recirculation 영역의 크기가 감소

Drag (N/m) 30 m/s 45 m/s 60 m/s
Neutral 1065.2 2394.8 4255.5
Tuck 584.1 1320.5 2329.6

% Difference
from neutral position 45.2% 44.9% 45.3% 

Maximum tuck 549.1 1238.2 2192.9
% Difference

from neutral position 48.5% 48.3% 48.5% 

Table 1 Drag of a skier in various racing positions and wind speeds

(a) Streamlines in neutral posture at v = 30 m/s

(b) Streamlines in tuck posture at v = 30 m/s

(c) Streamlines in maximum tuck posture at v = 30 m/s

Fig. 9 Streamlines in various racing positions

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수의 전방과 후방의 압력

차가 감소하여 선수의 몸에 작용하는 Drag가 감소한 것과 일

관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성적인 상대 비교는 다음 표에서 정량적으로 재

확인 된다. 풍속과 자세에 따른 Drag와 Lift는 각각 Table 1, 2

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Neutral 자세에 비해 Tuck 자세에서 

50% 가량의 Drag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aximum 

Tuck 자세에서는 근소한 차이이지만, 가장 작은 Drag가 나타

났다. 또한, 설면과의 수직인 양력 변화에서도 놀라운 차이가 

관측되었다. Neutral 자세에서는 유동에 의한 Lift가 아래로 작

용하는데, 이는 수직 항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Tuck 자세와 Maximum Tuck 자세에서는 

Lift가 위로 작용하여 설면의 수직 반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찰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4.2 종단 속도 예측

스키 선수는 활강하면서 중력에 의하여 운동방향으로 가속

Lift (N/m) 30 m/s 45 m/s 60 m/s
Neutral -470.9 -1085.0 -1949.8
Tuck 213.2 464.3 713.2

% Difference
from neutral position 145.3% 142.8% 136.6%

Maximum tuck 244.8 536.7 896.3
% Difference

from neutral position 152.0% 149.5% 146.0%

Table 2 Lift of a skier in various racing positions and wind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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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강 속도가 증가한다. 이 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

기역학적 Drag가 증가하므로, 일정 속도에서 선수에 몸에 가

해지는 힘의 합이 0이 되어 일정한 활강속도로 운동하게 된

다. 이 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하며, 해석 결과를 바탕으

로 식 (3)을 이용하여 선수의 종단 속도를 예측하였다.

경사도 θ는 정선 활강 경기장의 경사와 같은 17 ,̊ 선수의 

질량 m은 100 kg, 스키와 설면 사이의 마찰계수 μ는 0.05로 

가정하였으며 선수의 몸에 작용하는 Drag와 Lift는 유동 방향

에 대하여 스키선수의 몸의 주형계수(Prismatic Coefficient)를 

0.8로 가정하여 이를 곱해 적용하였으며, 각 풍속에 대한 결

과를 내삽(Interpolation)하여 Table 3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3에서 보이는 바는, 2차원 정상상태 CFD해석 결과 

바탕으로 상정한 종단속도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강 경기

에서 관측되는 스키선수의 속도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1,2,3].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에서 선수의 몸에 작

용하는 Drag와 Lift를 분석하기 위하여 2차원 전산공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스키 선수의 활강 자세를 촬영한 실사 이미지로

부터 스키어의 형상 정보를 자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재구성된 선수의 형상정보를 바탕으로 격자를 생성

하였으며, 선수의 자세에 따른 영향을 해석하기 위하여 선수

가 설면 위에 서있는 Neutral 자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을 웅크린 Tuck 자세, Tuck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은 Maximum Tuck 자세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Drag의 경우 활강 자세를 취했을 경우에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강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을수

록 선수의 뒤로 발생하는 Wake 영역을 감소시켜 적은 Drag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ft의 경우 Neutral 자세에서는 아

래로 작용하여 설면과 스키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반

면, 활강 자세에서는 위로 작용하여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활강 자세는 Neutral 자세에 비하여

공기역학적으로 Drag와 Lift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Neutral Tuck Maximum 
tuck

Terminal velocity(m/s) 22.3 30.7 31.8
Terminal velocity(km/h) 80.2 110.5 114.3

Terminal Velocity 
Increment Relative to 

Neutral Position Case(%)
- 37.9 42.6

Table 3 Terminal velocity of a skier in various racing positions

본 연구는 선수의 활강 자세에 따른 공기저항과 공력을 분

석하여 최적의 활강 자세를 결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진

행되었다. 해석 결과, 공기역학적 Drag와 Lift를 분석함으로써 

활강 단계에서 스키 선수가 취하는 활강 자세에 대한 이론적

인 배경을 검증하였으며, Drag가 가장 작은 효율적인 활강 자

세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으로 유동을 해석하였

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공기 유동과 실제 알파인 

스키 활강 선수의 몸에 작용하는 공기 유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유동 및 

Drag와 Lift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추후에 더 합리적이고 실제 

스키 선수 주변의 유동을 더 잘 반영하는 3차원 CFD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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