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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탄의 기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종날개에 

변위각을 주어 비행자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다[1]. 이 때, 동체는 물론 조종날개에도 공력이 작용하

게 되는데 이로 인해 조종날개의 구동축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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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를 힌지모멘트라 정의한다. 구동축에 걸리는 힌

지모멘트는 조종날개의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구동장치의 성능 및 크기를 결정한다. 구동장치의 크

기와 형상은 조종면 효과와 유도탄의 안정성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도탄의 초기 설계 단

계에 있어 조종날개 힌지모멘트의 정확한 예측은 필

수적이다.
  힌지모멘트의 예측을 위해서는 이론적 산출기법과 

수치해석 기법, 풍동시험을 통한 시험적 기법 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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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날개의 경우, 힌지 위치를 중심으로 한 압력

중심 위치의 부정확성과 동체와 날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의 상호 영향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

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여 정확한 값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힌지모멘트 예측을 위해 이론적

인 계산 기법보다 CFD나 풍동시험을 통한 기법이 주

로 사용된다[2,3]. 하지만 풍동시험의 경우, 시험시설의 

한계가 있고 모델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CFD 해석 역시 수치해석 기법과 해석 컴퓨

터의 사양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필요한 공력 

자료는 마하수 별 동체의 받음각과 뱅크각, 조종날개 

변위각에 대한 각각의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의 공력 자료를 CFD 해석과 풍

동시험 결과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일부 조건에서의 풍동시험이나 CFD 해석 결과를 

가지고 넓은 범위의 공력계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

는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다. 풍동시험을 통한 모델링 

기법의 경우 실제 현상을 바탕으로 수식화한 식을 사

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현상이 반영되어 공력계수의 정

확도가 보장되고 수식을 통한 신속한 예측이 가능하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풍동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다

양한 조건에서의 공력 자료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동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등가받음

각 기법을 사용하여 날개의 힌지모멘트 예측을 위한 

조종면 공력계수를 모델링하였다[4]. 그리고 그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 Body alone CFD 해석을 통한 동체 영

향에 따른 동압 변화를 반영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

았다.

2. 조종날개 공력계수 예측 기법

  조종날개의 공력계수는 형상과 마하수, 날개의 자세 

등의 영향을 받는다. 날개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익근

()과 익단 시위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taper 
ratio(), 날개 폭(semi-span)과 동체 반경()으로 나타내

는 , 시위 길이와 폭 비를 나타내는 aspect ratio
( ) 등으로 결정된다. 날개의 자세는 동체의 자세와 

날개의 변위각으로 결정되며 동체 축 방향을 X, 수직

한 방향을 Z 방향으로 할 때 자세와 공력계수 정의는 

Fig. 1, 2와 같다. 동체의 자세는 받음각 와 뱅크각 

로 결정된다. 날개 변위각은 힌지 축을 기준으로 회

전된 날개의 각도 로 나타낸다.

  조종날개의 힌지모멘트 예측을 위한 공력계수는 주

로 X나 Z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력계수  , 와 

압력중심 , 가 필요하며 Fig. 2에 그 축과 정의

를 나타내었다. 날개 면의 압력 중심 위치에 공력이 

작용할 때, 힌지 축에 발생하는 모멘트 계수를 

로 나타낸다. 압력중심 위치는 익근 시위(Root chord) 
기준의 , 폭 기준의 로 정해지고 는 날개의 

힌지모멘트, 는 굽힘 모멘트를 결정한다. 본 연구

에서는 날개의 힌지모멘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와 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1. Body coordinate system and aerodynamic 

coefficients[5]

   Fig. 2. Fin coordinate system and aerodynamic 

coefficients

  날개의 수직력 계수 과 압력중심 , 는 비

행 마하수( )와 동체의 받음각(), 뱅크각(), 날개 

조종각( ), 비행 고도( ) 등의 영향을 받으며 식 (1~3)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임 경 진

36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3호(2019년 6월)

    (1)

    (2)

    (3)

  힌지 축에 작용하는 힌지모멘트 은 힌지모멘트

계수와 동압, 날개의 형상 정보로 계산할 수 있다[6]. 
힌지모멘트 계수 은 힌지 축 위치()에서부터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중심까지의 거리와 수직력 계수

의 곱으로 계산한다. 식 (4)의 는 자유류 동압, 

는 기준 면적인 날개 면적, 는 기준 길이인 익근 

시위의 길이를 나타낸다.

   ∙ ∙ ∙ (4)

  ×

   (5)

2.1 등가받음각 기법 

  날개의 자세는 날개가 받는 하나의 받음각으로 치

환할 수 있으며 이를 등가받음각 (Equivalent angle 

of attack)으로 표현한다[7].

  
  



 (6)

tan   tancos




sinsin tan∆

 (7)

  번 날개가 갖는 등가받음각은 날개 변위각이 없을 

때 등가받음각인 와 각 날개의 변위각 , 날개 간 

상호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인 을 합하여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는 식 (7)과 같이 동체 받음

각 , 뱅크각 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때, 은 

날개-동체 간 간섭 계수를, 은 날개의 aspect ratio
를 의미한다. 동체의 세장비가 작거나, 받음각이 크기 

않은 경우에는 동체 와류에 의한 항인 ∆의 값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꼬리날개 이외에 카나드

와 같이 다른 위치에 날개가 있는 경우, 앞쪽 날개에

서 발생하는 vortex 등의 유동 현상이 동체와 꼬리날

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

는 ∆  항을 추가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

2.2 날개 수직력계수 

  Ref. [7]에서는 다양한 날개 변위각에서의 수직력 

계수를 등가받음각에 따른 그래프로 Fig. 3과 같이 나

타내었다. 마하수와 형상이 결정되면 날개의 수직력 

계수는 등가받음각에 따라 하나의 곡선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곡선을 표현하는 하나의 식

을 모델링하면 필요한 유도탄의 자세를 등가받음각으

로 치환하여 조건에 따른 수직력 계수를 하나의 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Fig. 3. Correlation of normal-force coefficient with 

equivalent angle of attack[7]

2.2 날개 압력중심 

Fig. 4. Correlation of axial center-of-pressure position 

with normal-force coefficien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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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가 받는 압력중심은 날개의 수직력 계수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수직력 계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수직력 계수에 대한 압력중심 위치() 역시 

Fig. 4와 같이 하나의 곡선으로 수렴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3]. 수직력 계수 모델링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직력 계수에 대한 곡선식을 모델링하여 각각의 마

하수에 대한 압력중심의 모델링 식을 결정할 수 있다.

3. 공력계수 산출

  힌지모멘트 예측에 필요한 공력계수를 모델링하기 

위해 풍동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링 식을 산출하였다.

3.1 풍동시험

  동체에 부착된 하나의 날개에 대하여 동체 내부 힌

지 축에 밸런스를 장착하여 풍동시험을 통해 힌지모

멘트를 측정할 수 있다. 실제 비행시험 조건과 풍동시

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된 힌지모멘트는 무차

원화된 힌지모멘트 계수 형태로 사용한다.
  동체-꼬리날개 형태의 유도탄에 대하여 Fig. 5의 2
번 위치 날개에 대한 공력계수를 풍동시험을 통해 산

출하였다. 마하수는 아음속 구간과 초음속 구간을 고

려하여 0.6, 3.0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마하수에서 

시험이 수행된 날개 변위각, 뱅크각은 Table 1과 같다.
  풍동시험을 통해 계측된 수직력 계수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받음각이 높아질수록 수직력 계

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날개 변위각이 있는 경

우에는 받음각의 절대값이 커지면서 수직력 계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Fig. 5. Fin number( = 0°, rear view)

Table 1. Wind tunnel test(WT) conditions

날개변위각(δ) 뱅크각(Φ)

-20°

0°-10°

0°

-20°

45°0°

20°

(a) M = 0.6

(b) M = 3.0

Fig. 6. Normal-force coefficient(Wind tunn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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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력계수 모델링

3.2.1 수직력 계수 모델링

  식 (6,7)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위한 등가받음각 식

을 간략화 하였다. 동체 와류에 의한 항을 생략하고 

형상 정보를 나타내는 계수와 날개 간 영향을 나타내

는 계수를 각각 A, B로 간략화 하여 식 (8)과 같이 정

리하였다. 마하수 0.6, 3.0의 풍동시험 결과인  , 

를 가지고 변수   의 함수인 식과 의 

함수인 식을 통해 곡선에 대한 A, B 계수를 결정

하였다. 그 결과 등가받음각에 따라 수렴된 의 곡

선을 Fig. 7을 통해 확인하였다.

(a) M = 0.6

(b) M = 3.0

  Fig. 7. Correlation of normal-force coefficient with 

equivalent angle of attack

   ∙cos∙sin ∙sin  ∙ (8)

3.2.2 압력중심 모델링

  도 마찬가지로 풍동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8에서 보듯,  

역시 에 따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 0에 가까운 경우에는 의 값이 

크게 나타나지만 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의 위

치가 대칭적으로 이동한다. 그래프 형상을 바탕으로 

의 함수로 된  모델링 식을 산출하였다.

(a) M = 0.6

(b) M = 3.0

Fig. 8. Correlation of axial center-of-pressure position 

with normal-forc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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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모델링 결과

  산출된 모델링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 를  

Fig. 9에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마하수 0.6의 

경우, 뱅크각 0°와 45°일 때 모두 모델링 결과가 전반

적으로 풍동시험 값을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Fig. 9(b)의 마하수 3.0의 경우, 뱅크

각 0°에서는 모델링 결과가 풍동시험 결과와 유사하

지만 뱅크각 45°에서 받음각이 ±10°가 넘어가면서 풍

동시험 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모델링 식으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유동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

하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 CFD 해석을 수행

하였다.

(a) M = 0.6

(b) M = 3.0

Fig. 9. Normal-force coefficient

3.3 동체의 영향에 따른 동압 반영

  유도탄이 초음속 구간에서 비행하는 경우, 동체 주

변에서 생기는 충격파로 인해 Fig. 10과 같이 동체 주

변 압력, 속도 등 유동 분포가 달라진다[8]. 이 때, 날

개가 이 위치에 자리하게 되면 날개 주변은 외기와 

다른 유동분포를 가지게 된다. 공력계수 산출에 사용

되는 동압은 날개 주변의 정확한 값이 아닌 유도탄의 

속도를 반영한 자유류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개에 

실제 작용하는 공력계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날개 주변의 동압인 와 

자유류 동압 ∞의 비를 곱하여 식 (9)과 같이 보정된 

수직력 계수를 산출하였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반경험 코드인 M3HAX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9].

′  ∞  (9)

  날개 주변 동압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체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와 동체-날개 간 간섭유동 등의 복잡

한 유동 현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론적 계산 기법이

나 시험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

동 분포가 계산 가능한 CFD 해석을 통해 그 값을 산

출하였다.

Fig. 10. Mach contour( = 3.0,  = 10°)

  해석 형상은 날개를 제외한 동체만의 형상을 사용

하였으며, 상용 프로그램인 Star-ccm+을 사용하여 3차
원 압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CFD 해석 결과를 바탕

으로 Fig. 5의 2번 날개를 기준으로 하여 받음각 0°에
서 45°까지, 뱅크각 -90°에서 90°까지 날개 위치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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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동압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동압을 자유류 동압과

의 비로 나타내어 받음각, 뱅크각의 식으로 모델링하

였다. 모델링된 동압 비를   ∞로 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받음각이 0°인 경우에도 날개위

치의 는 1이 아닌 값을 보이고 받음각을 가지

면서 뱅크각에 위치에 따라 값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도탄이 받음각과 뱅크각

을 가질 때 날개 주변의 동압이 달라지며 날개의 힌

지모멘트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1. Modeling ( = 3.0)

3.4 공력계수 산출

Fig. 12. Comparison of Normal-force coefficient 

between WT data and modeling data( = 3.0)

Fig. 13. Comparison of Normal-force coefficient 

between WT data and modeling data using 

( = 3.0)

  Fig. 12에서 보듯, 가 반영되지 않은 모델링 

식을 사용했을 때, 받음각 -10° 이하와 10° 이상에서 

풍동시험과 모델링된 공력계수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뱅크각이 있고 날개 변위

각이 커질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면, Fig. 13에서 모

델링된   식에 을 반영하였을 때 받음각 

-5° 이하에서 모델링된 계수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받음각 10°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소폭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큰 값을 보이며 이 차이의 

보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DB 검증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공력계수의 확장성의 확인을 

위해 모델링 식에 반영되지 않은 뱅크각 45°, 날개 변

위각 ±10°에서의 공력계수 산출 결과를 풍동시험 결

과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받음각에 따라 의 변화 경향이 풍

동시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역시 값이 0에 가까운 구간을 제외하고 유사

한 값을 모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하수 3.0의 

받음각 12° 이상에서 모델링된 결과와 풍동시험 간 오

차가 발생하지만 이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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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 0.6

(b) M = 3.0

    Fig. 14. Prediction of normal-force coefficient 

(with )

힘든 모델링 식의 한계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오차가 

의 경우 0.1 내외, 의 경우 날개의 시위 길이 

기준 1 % 내외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모델링 식을 

통해 산출된 값이 타당한 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유도탄의 설계에 필요한 조종면의 공력 모델링 기

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 M = 0.6

(b) M = 3.0

    Fig. 15. Prediction of axial center-of-pressure 

(with )

  풍동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등가받음각 기법을 적

용하여 수직력 계수, 압력 중심을 모델링하고 그 결과

를 확인하였다. 동체 주변 충격파의 영향으로 초음속

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동압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

해 CFD 해석을 통한 날개 위치의 동압 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모델링 식을 통해 와  모두 풍동시

험과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압 모

델링을 통해 그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모델링에 반영

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종날개 공력계수 정확도 검

증을 통해 풍동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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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델링 식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힌지모멘트를 예

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풍동시험이 불가능한 받음각 범위와 다양

한 마하수에서의 조종날개 공력 예측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델링 기

법의 개선, CFD 해석을 통한 다양한 유동 현상 반영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해 더 넓은 영역의 정확한 조종

면 공력계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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