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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탄의 전체의 항력 계수 값

1. 서 론

  유도탄의 외부에는 안테나, 케이블 덕트, 날개, 행거

(Hanger) 혹은 슈(Shoe)와 같은 외부 부착물들이 조립

되어있다. 그 중 AIM-9, AGM-114와 같이 레일 발사

대와 결합되는 유도탄에는 행거가 부착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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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ger in a rail-launched missile protrudes in general and causes to increase significant drag force. One method 
to avoid the significant increase of drag force is to apply fairings on the hanger. In this paper, sloping shaped 
fairing parameters of height, width, and length are optimized to minimize the drag force under subsonic speed 
region by examining three configurations of fairings : front-fairing only, rear-faring only, and the both front and 
rear fairing. We use Latin Hypercube Sampling method to determine the experimental points,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with incompressible RANS solver was applied to acquire the data at sampling points. Then, we 
construct a meta model by kriging method. We find the best choice among three configurations examined : both 
front and rear fairing reduce the drag force by 63 % without the constraint of fairing mass, and front fairing 
reduced the drag force by 52 % with the constraint of hanger mass.

Key Words : Optimization(최적화), Latin Hypercube Sampling(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 CFD(전산유체역학), 유도탄 

항력저감(Drag Reduction of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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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탄 무게에 따라 2 ~ 3개의 행거가 부착된다. 행거

는 단순히 발사대 레일에 거치되기 위한 구조물로 정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른 외부 부착물들에 비해 크

게 돌출되어 있어 항력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AIM-9 계열의 유도탄을 보면 Fig. 1의 AIM-9L에는 

행거에 유선형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후 

버전인 Fig. 2의 AIM-9X 전방행거에 유선형설계가 반

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AIM-9L(Air-to-Air Missile)[2]

Fig. 2. AIM-9X(Air-to-Air Missile)[3]

  기존의 연구에서는 행거 전방과 후방에 경사형의 

페어링(Fairing)을 부착하여 페어링에 의한 항력 감소 

영향을 분석하였다. 페어링이 부착될 경우, 페어링이 

없는 형상보다 항력이 감소되었으며, 전방과 후방 페

어링이 동시부착된 경우의 항력이 가장 작게 나타났

다.[1] 행거의 전면, 후면으로 페어링의 경사각을 가장 

낮게 부착할 수 있으면 항력 관점에선 나아질 수 있

으나 유도탄의 동체 체결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페어링을 부착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고, 
무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레일 발사대를 활용하

는 공중 플랫폼 유도탄의 경우 장착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 탐색기 혹은 탄두와 같은 주요 구성품이 아닌 

부분에 많은 무게를 할당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아음속 유도탄 행거 페어링의 높이, 
길이, 폭 3가지를 설계변수로 하여 CASE 1 : 전방 페

어링만 단독 부착한 경우, CASE 2 : 후방 페어링만 

단독 부착한 경우, CASE 3 : 전/후방 페어링을 동시

에 부착한 경우 각 형상변수에 따른 항력 영향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항력계수가 최소일 때, 페어링 무게

가 유도탄 무게의 0.05 %로 제한 될 때의 페어링 최

적형상을 도출하였고 기본 행거(Basic hanger)와 값을 

비교하였다. 모든 설계 범위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실험계획법을 활용하여 생성된 최소 실험점에 

대해 전산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메타모델(Meta 
model)을 생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유도탄 행거 및 페어링 형상

2.1 유도탄 및 행거 기본형상

  날개가 없는 원통형의 유도탄 기본 형상에 행거와 

페어링을 장착한 형상을 구성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

였고, 해석형상은 Fig. 3과 같다. 유도탄의 지름과 길

이는 AGM-114의 치수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기본 행거의 치수는 MIL-STD-8591에 제시된, 레일 

발사대에 거치되는 150 lb 급 유도탄의 행거 레일 폭 

치수를 활용하였다.[4] 행거의 길이와 높이는 AGM-114 
행거와 기존 연구의 행거 치수[1]를 활용하였다. 기본 

행거의 제원은 높이 10 mm, 폭 52 mm이고 Fig. 4와 

같다.

Fig. 3. Model configuration

2.2 페어링 형상

  페어링은 행거 주변의 동체 체결부로 인해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행거 앞뒤로 장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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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페어링 길이는 최대 62 mm이고, 장착 가능 공간

은 Fig. 4와 같다.

Fig. 4. Design space of faring

3. 유도탄 행거 페어링 최적화

3.1 페어링 설계변수

  페어링의 설계변수는 페어링의 높이 A와 전방 페어

링 길이 B1, 전방 페어링 끝단 폭 C1, 후방 페어링 길

이 B2, 그리고 후방 페어링 끝단 폭 C2로 Fig. 5와 같

다. 변수 A의 범위는 AGM-114, AIM-9, Brimstone의 

행거 높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변수 B1, B2, C1 
및 C2의 범위는 페어링 장착가능 공간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3.2 문제정의

  CASE 1, 2, 3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목적함

수는 유도탄의 페어링 및 주변영역을 포함한 행거의 

항력계수 최소화이다. 페어링을 장착할 경우 추가된 

페어링만큼 점성항력이 증가하고, 유도탄 몸체의 점성

항력은 페어링이 부착된 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페어링 주변영역까지 행거의 항력영역으로 포함시켜 

항력계수를 산출하였다. Fig. 5의 초록색 영역이 목적

함수 Cd 영역이다. 제한조건은 페어링 부착가능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추가로 페어링의 무게가 유도

탄 무게의 0.05 % 이내로 제한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설계문제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Fig. 5. Design variable and objective function area

1) CASE 1

Find      A, B1, C1
Minimize  Cd
Subject to length constraint
          5 < A < 11 
          9 < B1 < 62
          2 < C1 < 50
Subject to mass constraint 
       ≦   × 0.05 %
       = (((52 + C1) × B1 / 2) × A / 2) × ρ

2) CASE 2

Find      A, B2, C2
Minimize  Cd
Subject to length constraint
          5 < A < 11
          9 < B2 < 62
          2 < C2 < 50
Subject to mass constraint
       ≦   × 0.05 %
       = (((52 + C2) × B2 / 2) × A / 2) × ρ

3) CASE 3

Find      A, B1, C1, B2, C2
Minimize  Cd
Subject to length constraint
          5 < A < 11
          9 < B1 < 62
          2 < C1 < 50
          9 < B2 < 62
          2 < C2 < 50
Subject to mass constraint
    ≦   × 0.05 %
    = (((52 + C1) × B1 / 2) + ((52 + C2) × 

B2 / 2)) × A / 2 ×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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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링의 무게는 Z축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꼴 형상, 
Y축에서 보았을 때 직각 삼각형으로 단순화하여 계산

하였다. 행거 페어링의 밀도를 고려하면, 0.05 % 무게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각 변수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Fig. 6의 X, Y, Z축은 CASE 1과 2의 변수 A, B1, B2, 
C1, C2와 설계범위를 나타내며, 검은색 점들은 무게

를 초과하는 영역이다. Fig. 7은 CASE 3에서 변수 A, 
B1, C1의 설계범위와 무게 초과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B2와 C2는 설계 중간 값으로 고정하였다.

Fig. 6. Valid space of 

variables A, B1, B2, C1, 

C2 at CASE 1,2

 Fig. 7. Valid space of 

variables A, B1, C1 at 

CASE 3

3.3 실험계획법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실험

계획법을 사용하였다. 여러 실험계획법 중 Monte Carlo 
Sampling 방법에서 발전된 라틴하이퍼큐브 샘플링(Latin 
Hypercube Sampling, LHS)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산해

석의 결과는 반복된 계산에도 결과가 변하지 않으므로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한 개의 

실험점도 겹치지 않게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많은 결

과를 추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Cho[6]는 4개의 

변수에 실험점 12개, Byon[7]은 3개의 변수에 실험점 

20개, Chun[5]은 3개의 변수에 대해 25개의 실험점을 

적용하였고, Wang[8]은 경험적으로 설계변수 10배의 실

험점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결과[5-9]를 

참조하여 CASE 1, CASE 2의 변수 3개에 대해 실험점 

30개, CASE 3은 변수 5개에 대해 실험점 30개를 생성

하였고, 그 결과는 Fig. 8, 9, 10과 같다[10,11].

3.4 전산해석

  3.3절의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에 의해 생성된 각 

실험점에 대해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8. Latin hypercube sampling for CASE 1

Fig. 9 Latin hypercube sampling for CASE 2

Fig. 10. Latin hypercube sampling for CASE 3

3.4.1 격자 구성

  ANSYS Workbench 19.0 환경에서 Design Modeler와 

Meshing을 이용해 모델과 격자를 생성하였다. 페어링 

치수를 Parameter로 지정하여 각 실험점에 대한 변수 

입력 시 모델과 격자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였다. 
격자 구성은 행거 표면에 비정렬 격자로 30,000개, 경

계층 영역의 격자는 첫 격자 높이 0.001 mm, 성장률 

1.3으로 총 20층을 생성하였다. 이 때 모든 벽면의 Y+ 
값은 1 이하로 계산되었다. 전체 해석영역은 구형 형

상으로 반지름이 유도탄 길이의 30배가 되도록 해석영

역을 설정하였고, 총 1.85×106개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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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urface mesh configuration

3.4.2 해석 조건

  본 논문은 비압축성 영역의 유동해석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해석에는 상용코드인 ANSYS 19.0 Fluent[12]

를 사용하여 비압축성 정상상태 유동 해석자를 적용

하였고, 난류 모델은 kω-SST Turbulence Model을 적용

하였다. 해석 알고리즘으로는 SIMPLE, 공간 차분 방

법에는 Second Oder Upwind를 사용하였다. 유도탄 기

준 받음각 조건은 0° 이다. 경계조건으로는 해면고도 

표준대기 조건, velocity inlet 조건을 사용하였다. 자유

류 조건과 유도탄 동체 직경을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는  = 2×106 이다.

3.4.3 격자 의존성 분석

  해석 격자의 크기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격자 

의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도탄의 표면 격자와 far 
- boundary의 격자 크기를 조정하여 전체 격자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6번의 해석

을 수행하였고 행거를 포함한 유도탄 전방부(Fore 
body)의 항력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유도탄 전방부는 

전체 유도탄 항력에서 기저부의 항력을 뺀 값이다.
  Fig. 12는 격자 개수에 따른 유도탄 전방부 항력계

수 그래프이다. 격자 개수가 1×106개가 될 때 까지 항

력계수가 감소하다가 1.8×106개가 되었을 때 항력 계

수 값의 변화가 작았고, 이 때 변화율은 1 % 였다. 본 

논문의 전산해석에는 1.8×106개 격자를 기준으로 생성

하였다.

Fig. 12. Grid dependency test

3.4.4 해석 결과

  기본 행거와 CASE 1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항

력계수 값은 페어링을 포함한 행거와 주변영역까지 포

함시켜 비교하였다. Fig. 13은 기본 행거와 CASE 1의 

표면 압력 분포 및 행거의 항력계수 값이다. 기본 행

거는 전면에 페어링이 없어 행거에 높은 압력이 분포

하고 있고, 압력의 방향이 항력계수의 방향과 같아 항

력계수 값 또한 0.01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CASE 
1은 행거의 날개 부분은 높은 압력을 나타내고 있지

만, 행거 전면부는 페어링의 경사로 인해 기본 행거 

보다 낮은 압력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페어링에 작용

하는 압력의 방향은 표면의 수직방향이므로 항력증가

에 기여하는 부분이 작아 기본 행거 보다 낮은 항력 

계수 값인 0.0086을 나타내고 있어 해석의 결과가 물

리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Fig. 13. Pressure contour of hanger

3.5 메타모델생성

  3.3절의 실험계획법을 통해 생성된 최소 실험점에 

대해 3.4절의 방법으로 전산해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의 상관관계로 근사화 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 효율

적이며 복잡하고 비선형이 강한 설계공간을 모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크리깅(Kriging) 근사모델

을 사용하였다[13].

3.6 변수 민감도 분석

  각 형상 변수의 항력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

도 분석을 CASE 1, 2, 3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식 

(1)은 변수 A의 민감도를 나타낸 식이다. 변수 A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중간값으로 고정했을 때, 항력

계수의 최대, 최소값의 차를 전체 설계영역에서의 항

력계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로 나눈 것으로 전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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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영역에서 변수 A가 기여하는 비율을 나타낸 값이

다. 변수 B와 C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결과는 

Fig. 14와 같다.
  변수 민감도의 결과가 양수(+)인 경우는 변수의 값

이 증가하면 항력계수도 같이 증가하고, 음수(-)인 경

우는 반대로 항력계수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max
min

max    min  
×

     

 (1)

Fig. 14. Sensitivity of CASE 1,2,3

3.6.1 CASE 1 : 전방 페어링 부착

  형상변수 B1, C1을 중간값으로 고정했을 때 변수 A
의 민감도는 46 % 이다. 그리고 변수 A와 C1을 중간

값으로 고정했을 때 변수 B의 민감도는 -37 %, 변수 

A와 B1을 중간값으로 고정했을 때 C1의 민감도는 

-12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민감도의 크기는 변수 

A, B1, C1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A와 B1이 항력계

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형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A
와 B1 그리고 항력계수에 대한 메타모델은 Fig. 15에 

나타내었다. 이때 C1은 최소값으로 고정되었다.

3.6.2 CASE 2 : 후방 페어링 부착

  CASE 2의 민감도는 CASE 1과 같이 변수 A, B2, 
C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수 A에 대한 민

감도가 약 84 %로 CASE 1 보다 높게 나타나 변수 A
가 주요 형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Fig. 16은 민감도

가 높은 변수 A, B2 그리고 항력계수에 대한 메타모

델이다. 이 때 C2는 최소값으로 고정되었다.

Fig. 15. Meta model 

of A vs. B2 vs. Cd

(CASE 1)

 
Fig. 16. Meta model 

of A vs. B1 vs. Cd 

(CASE 2)

Fig. 17. Meta model 

of A vs. B1 vs. Cd

(CASE 3)

  
Fig. 18 Meta model 

of A vs. B2 vs. Cd

(CASE 3)

3.6.3 CASE 3 : 전/후방 페어링 부착

  CASE 3의 형상변수에 대한 민감도는 변수 A의 민

감도가 가장 높고 B1, B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수 

C1과 C2의 민감도는 10 % 미만으로 항력에 대한 영

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민감도가 높은 A, B1, B2 그리

고 항력계수에 대한 메타모델은 Fig. 17 및 18과 같고, 
이때 C1과 C2는 최소값으로 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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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형상 최적화

  전체 설계 영역에 대한 메타모델로부터 스크리닝

(Screening) 방법으로 항력계수가 최소가 되는 최적점

을 탐색하였다. 이 방법은 Hammersley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준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여 반복 없이 직접 

샘플링 하는 방법이다[13]. 초기 시작점을 입력하지 않

고 제약조건, 목적함수에 맞는 최적점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5].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부터 크리깅 근사모델 그리

고 스크리닝 최적화 방법까지 모두 ANSYS 19.0 
DesignXplorer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4].

4. 유도탄 행거 페어링 최적설계 결과 및 검증

4.1 형상 최적화 결과

  3장의 과정들을 거쳐 최적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페어링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행거의 항력 계수 값과 

비교하였다. 페어링의 무게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최

적화 결과는 Table 1에, 무게 제한을 두었을 때 결과

는 Table 2와 같고, 최종 형상은 Fig. 19와 같다. 전방 

페어링만 부착한 CASE 1의 경우 페어링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행거 대비 56 %의 항력이 저감되었고, 유

도탄 무게를 제한한 최적화 결과는 52 % 저감되었다.

Fig. 19. Optimized hanger geometries

  후방 페어링만 부착한 CASE 2는 42 %, 무게 제한

을 둔 최적화 결과는 41 % 저감되었고, 무게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와 항력 저감률은 1 % 차이로 미미했

다. 전방과 후방에 페어링을 동시 부착한 CASE 3의 

항력 저감률은 63 %로 CASE 1과 CASE 2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게 제한을 두었을 때의 항력 저감률은 48 
%로 CASE1 보다 낮게 나타났다. 무게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와 형상을 비교하면 높이, 앞뒤 페어링 길

이, 페어링 폭의 치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페어링을 

전방과 후방에 모두 부착한 CASE 3의 항력계수가 

CASE 1과 CASE 2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Table 1의 결과 역시 CASE 3의 항력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게제한을 두었을 경우에는 CASE 
3보다 CASE 1의 항력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전방과 후방 페어링에 무게증가분이 나누어 

포함되었기 때문에, CASE 1 만큼 전방페어링의 길이

가 더 길어지지 못했고, 전방페어링과 후방페어링의 

항력저감 효과가 달라 CASE 1의 항력계수값이 더 낮

게 나타났다.

Table 1. Optimization results

CASE A B1 C1 B2 C1 Cd
항력

저감률

Basic 10 - - - - 0.0187

1 5 46 50 - - 0.0082 56 %

2 5 - - 54 26 0.0108 42 %

3 6 39 44 62 50 0.0069 63 %

Table 2. Optimization results for mass limit

CASE A B1 C1 B2 C1 Cd
항력

저감률

Basic 10 - - - - 0.0187

1 5 19 41 - - 0.0089 52 %

2 5 - - 29 13 0.011 41 %

3 5 15 35 10 10 0.0097 48 %

4.2 형상 최적화 검증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형상에 대해 전산해석을 수

행하고 그 값을 메타모델을 통해 예측된 값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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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메타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 대비 실제 해석 

값은 최대 4 %의 오차수준을 나타내었다.

Table 3. Validation of results

CASE 목적함수 예측값 해석값 오차

1

항력최소 0.0082 0.0086 2 %

항력최소+ 
무게제한

0.0089 0.0091 1 %

2

항력최소 0.0108 0.0113 3 %

항력최소+ 
무게제한

0.0110 0.0114 2 %

3

항력최소 0.0069 0.0076 4 %

항력최소+ 
무게제한

0.0097 0.0091 -3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탄 행거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

해 행거의 전방, 후방에 페어링을 부착하여 형상 최적

화를 수행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과 크리깅 근사모델을 통

해 적은 수의 해석점으로 유도탄 행거의 항력 최

소화 설계가 가능함을 보였다.
(2) 행거에 페어링을 부착할 경우 항력은 감소하였다. 

페어링을 전방과 후방에 동시 부착 했을 때 항력

이 가장 최소가 되었으며, 기본 행거 대비 63 %
의 항력이 저감되었다. 페어링의 설계무게가 유도

탄 무게의 0.05 % 이내로 제한되었을 때, 전방 페

어링 부착으로 52 %의 항력 저감효과를 볼 수 있

었다.
(3) 최적형상에 대한 모델의 예측결과와 해석결과의 

오차는 CASE 3에서 최대 4 %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정확도 수준이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CASE 
3에 실험점을 추가하여 신뢰도가 보다 높은 근사

모델을 얻는다면, 행거 페어링 설계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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