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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관심이 대

두되면서, 이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력 데이

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발 초

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비행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

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초 공

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상시험이 필수적이다. 

극초음속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지상시험 장비로 

충격파 터널이 사용되는데, 충격파 터널은 간단한 작

동 방식으로 고 엔탈피, 고 마하수, 고 레이놀즈 수

를 모사할 수 있는 지상 시험 장비이다[1-7]. 충격파 

터널은 고압관과 저압관의 높은 압력 차이로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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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celerometer-based system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drag measurement in a 

shock tunnel. Drag coefficient of a conical model was measured under a Mach 6 flow 

condition. A simple and intuitive calibration method was presented to compensate for the 

friction force of the drag measurement system, and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were 

compared wi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which the simple conical model was analyzed. 

The influence of drag measurement interference by supports of various shapes was identified 

and the design was presented to minimize. The drag coefficient measurement using the 

modified support showed that the error of the drag coefficient by the support was decreased.

   록

충격파 터널에서 항력 측정을 위하여 가속도계 기반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마하 6 유동 

조건에서 원뿔형 모델의 항력계수를 측정하였다. 항력 측정 시스템의 마찰력을 보정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직관적인 교정 방식을 제시하고, 항력 측정 결과를 단순 원뿔형 모델의 전산유체역학 해

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상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대에 의한 항력 측정 간섭 영

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지지대를 이용하여 항력계수를 

측정한 결과, 지지대에 의한 항력계수 오차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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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여 고온, 고압의 정체 유동을 만들고 노즐

을 통해 팽창시켜 극초음속 시험 유동을 생성할 수 

있는 시험 장비이다. 충격파 터널은 다양한 고공 환

경을 간단하게 모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지만, 일반적으로 수 미리초의 매우 짧은 시험 시간

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속 풍동

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력측정 장비는 충격파 터

널의 매우 짧은 시험 시간 내에 평형을 이루지 못하

기 때문에 사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

복하여 충격파 터널에서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측정 방식이 개발되어왔다. 대표

적인 측정 기법은 응력파 힘 평형기, 자유낙하, 그리

고 가속도계 기반 힘측정 시스템이다. 응력파 힘 평

형기는 고정된 지지대를 가지며 모델에 힘이 작용했

을 때 지지대에 발생하는 동적 변형률을 시스템의 

동적 반응 특성을 통해 힘으로 역 환산하는 기법이

다[8]. 견고한 지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고 무거

운 모델에 대한 힘을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복잡한 교정 기법이 필요하고 지지대와 모델이 단단

하게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지지대에서 생기는 외력 

또한 측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

에 반해 자유낙하 방식은 지지대가 측정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실이나 로봇 팔 지지대를 활용하여 시험 

유동이 모델에 도달하기 전 지지대가 제거되는 방식

을 이용한다[9-11]. 유동도달 직전 지지대가 제거된 

모델은 시험 유동에서 자유운동하게 된다. 이때 모델

의 가속도를 초고속 카메라와 같은 비접촉식 방법으

로 측정하고 뉴턴의 제 2 법칙에 적용시켜 힘으로 환

산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모델이 시험 시

간동안 지지대의 교란을 최소화여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이 크고 무거운 경우 자유낙하 시키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유의미한 가속도

를 측정하기 어렵다. 가속도계 기반 힘 측정 시스템

은 지지대에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을 추가해 지지대와 

모델 사이를 고정시켜 주면서 특정 방향으로 준-자유

운동하게 하여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12,13]. 

이러한 메커니즘의 추가로 인해 모델을 안정적으로 

고정 시키면서 지지대에 유동이 충돌하여 생기는 교

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대가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지대에 의해 순수한 모델만 존재

하는 경우와 다른 압력분포가 형성되어 측정에서 오

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가속도계 기반 

항력측정 시스템은 복잡한 교정 과정이 필요하고 고

정 메커니즘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고정 메커니즘이 단순화된 가

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원뿔형 모델의 항력 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산

유체역학 해석을 통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지지대 형상에 따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Ⅱ. 본  론

2.1 실험 장비  유동 조건

2.1.1 실험 장비

실험은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보유한 

K1 충격파 터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14-17]. 충격

파 터널은 고압관, 천이관, 저압관으로 구성된 충격파 

관과 극초음속 노즐, 시험 부, 그리고 덤프 탱크로 이

루어져 있다. 해당 충격파 터널은 3개의 격막을 사용

한다. 고압관과 천이관 사이에 1차 격막, 천이부와 저

압관 사이에 2차 격막으로 0.35mm의 폴리카보네이트 

격막을 사용하고 저압관과 노즐 사이에 0.01mm의 폴

리에스터 격막을 3차 격막으로 사용하였다.

충격파 터널의 구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압관에

는 질소와 헬륨의 혼합기체를 구동기체로써 가압하

고 천이관에는 헬륨, 저압관에는 공기를 가압한다. 

원하는 압력 조건까지의 가압이 완료 되면 천이부와 

외부 대기 사이에 장착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

켜 순간적으로 천이관의 헬륨을 대기 중으로 내보내 

압력을 낮춘다. 순간적으로 낮아진 압력에 의해 고압

관과 천이관 사이에 큰 압력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압력 차이에 의해 1차 격막이 파열되고 이어서 2차 

격막이 파열되게 된다. 격막이 파열되면 두 관의 압

력 차이에 의해 저압관 방향으로는 입사 충격파가 발

생하여 후단부 공기의 온도와 압력을 높인다. 발생된 

입사 충격파는 저압관 끝단 벽에서 반사되어 3차 격

막을 파열시키고 재차 공기의 온도와 압력을 높인다. 

이렇게 생성된 노즐 앞 고온, 고압의 정체 유동이 마

하 6 노즐로 팽창하여 시험 유동을 만들어 내게 된

다. 한편, 1차 격막이 파열되는 순간 고압관 끝단 방

향으로는 팽창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팽창파가 

고압관 끝단에서 반사되어 시험 구간에 도달하게 되

면 정체 압력이 낮아지면서 시험시간이 종료된다.

2.1.2 유동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압조건은 고압관에 헬륨

(96.9%)과 질소(3.1%) 혼합물 3.2MPa, 천이관에 헬륨 

1.6MPa, 그리고 저압관에 공기 40kPa이다. 가압된 

기체의 온도는 290K이다. 충격파 터널의 시험시간 

연장을 위해, 고압관에 질소-헬륨 혼합 구동기체를 

사용하여 접촉면 맞춤조건을 만족시켰다[18]. Table 

1은 충격파 관 끝단의 정체 상태량과 노즐 출구 유

동 조건을 나타낸 표다. 충격파 관 끝단에서의 상태

량은 Rankine-Hugoniot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고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해 노즐 

출구의 상태량을 계산하였다. 피토 압력은 Rayleigh 

supersonic pitot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Fig. 1

는 시험 조건에 대해 피토 압력을 측정한 결과와 계

산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피토 압력 측정 결과, 약 

0.5ms 동안의 유동발달 시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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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End wall Nozzle exit

Pressure [kPa] 2730 ( 0) 1.73 ( e)

Temperature [K] 1640 ( 0) 200 (e)

Density [kg/m3] 5.80 (0) 0.0301 (e)

Viscosity [105kg/m∙s] 5.53 (0) 1.33 (e)

Velocity [m/s] 0 (u0) 1701 (ue)

Mach number [-] 0 (M0) 6 (Me)

Pitot Pressure [kPa] - 81 ( pt)

Ta b l e  1. Ca l c u l a t e d  fl o w  c o n d i t i o n

Fi g . 1. P i t o t  p r e s s u r e  c o m p a r i s o n

약 2.5ms 동안 정상상태 유지가 확인되었다. 이론적

으로 계산된 피토 압력은 81kPa이고 그래프에서 점

선으로 나타내었다. 정상상태 구간 동안 측정된 피토 

압력은 74±0.5kPa이다.

2.2 항력 측정 시스템 구축

2.2.1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템

항력 측정을 위한 기본 시험 모델로는 길이 36mm, 

직경 24mm의 원뿔 형상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양이 

간단하며 실험이 진행될 충격파 터널 시험부에 적절

하게 장착될 수 있는 크기로 선정하였다.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템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시스템의 반응성을 높여 짧은 시험 시간 동안 

유효한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니어 볼 

부시를 이용하여 모델을 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가속도

계 센서를 보호하고 리니어 볼 부시를 고정할 수 있

는 지지대를 추가적으로 설계하였다.

Figure 2는 설계된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

템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 모델과 스팅이 

나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되고 리니어 부시를 통

해 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스팅 끝단에 압전 효과 방식의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축방향의 가속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지대에 의한 시험 모델 후류부 유동 간섭은 항

력 측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지대의 

Fi g . 2. Sc h e m a t i c  o f a c c e l e r o m e t e r - b a s e d  fo r c e  

b a l a n c e  s y s t e m

Fi g . 3 . Ac c e l e r o m e t e r - b a s e d  fo r c e  b a l a n c e  s y s t e m  

s u p p o r t  d e s i g n

형상에 따라서 측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Fig. 3은 

서로 다른 형상으로 설계된 지지대의 모식도를 나타

내며 밑면 지름은 28mm로 동일하다. Fig. 3(a)는 단

순 지지대 형상으로 가장 단순한 형상의 지지대를 

나타낸다. Fig. 3(b)는 수정된 지지대 형상으로 지지

대에서 발생하는 유동교란을 완화시키고, 재순환 영

역의 크기를 줄이고자 경사진 형태로 설계하였다. 두

개의 지지대 형상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진행

하고 항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2.3절에

서 후술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

스템의 경우에는 모델에 유동에 의해 작용하는 공력  

뿐만 아니라 스팅과 리니어 볼 부시 사이에 마찰력 

또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력을 교정 

과정을 통해 보상하여 순수한 유동에 의한 외력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4는 시험 모델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뉴턴의 제 2법칙에 의해 시스템에 작용

하는 힘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1)

위 식에서 D는 모델에 작용하는 외력, F는 축과 

리니어 부시 사이의 마찰력, m은 시험 모델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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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iction calibration system

그리고 a는 가속도이다. 식에서 외력과 마찰력은 미

지수이고 모델 질량과 모델 가속도는 측정값이므로 

알고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Fig. 4와 같이 마찰력 

보정 시스템을 구성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마찰력 보정을 수행하였다. 해당 보정 방법은 간단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보정 과정을 단

순화할 수 있다.

(1) 다양한 무게의 아는 무게 추를 순간적으로 인가  

 해 시스템에 알고 있는 외력(D) 생성

(2) 식 (1)을 이용하여 마찰력(F) 계산

(3) 마찰력(F)과 외력(D) 사이의 관계 파악

(4)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템 보정 식 도출

위와 같은 보정 방식을 이용하여 보정 실험을 진

행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다양한 계단형 하중(D)에 대해 측정된 

가속도(a)와 식 (1)을 통해 계산된 마찰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를 보면 마찰력(F)과 계단형 하중(D)이 비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례 관계를 이

용하여 식 (1)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과정을 다

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F/D값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를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가속도계 기반 항

력 측정 시스템의 보정 식을 얻을 수 있다.

 (2)

식 (2)를 통해 측정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D)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속도계 

시스템 보정 결과는 모델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1 2 3 4 5

m [g] 20.79

a [m/s2 ] 77.80 115.29 154.81 195.14 223.59

D [N] 1.962 2.943 3.924 4.905 5.886

F [N] 0.3447 0.5465 0.7060 0.8486 1.0304

F/D [-] 0.1757 0.1857 0.1799 0.1730 0.1751

Table 2 . Friction calibration of the accelerometer-   

 based force balance system

Fig. 5 . Fast Fourier transform of the acceleration 

data

2 .2 .2  데이터 필터링

본 연구에서는 충격파 터널 시험에서 발생하는 노

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격파 터널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충격파 터널 구동 시에 시스템에 인가되는 

진동을 측정하고 상대적으로 세기가 강한 진동수 대

역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Figure 5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의 가속도계뿐만 아

니라 시스템을 지지하는 고정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측정에 영향을 주는 진동수 대

역을 분석하였다. 고정된 부분에 장착된 가속도계로 

측정된 진동을 고속 푸리에 변환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고속 푸리에 변환 결과 5 kHz 이상에서 

큰 진폭의 진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는 움직이는 부분에 가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되어 5 kHz 이상의 진동수를 제거하는 방법

으로 대역폭 억제 필터를 적용하였다.

2 .2 .3  음속 유동장 가시화

본 실험의 쉴리렌 가시화 기법은 Z타입으로 LED

광원과 두 평면겨울, 두 오목거울, 예리한 칼날 그리

고 고속 CMOS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19]. 오목거

울의 초점거리는 1500mm로 광원에서부터 오목거울

까지의 빛의 경로 거리가 1500mm로 설정하여 측정

하였다. 고속 카메라의 노출은 12500ns, 프레임 속도

는 20000fps, 해상도는 1280×248로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2 .2 .4 산유체역학 해석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력 

계수를 측정하기 전 기준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은 Table 1의 

노즐 출구 유동조건을 기반으로  SST 난류 모델

을 사용하였고, 상용코드 ANSYS FLUENT 16.1을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밀도 계산 모델로서 이상기체 방

정식이 선택되었으나, 공기의 비열, 점성 특성은 온

도에 대한 함수로 계산하였다. 해석은 세 가지 경우

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각 지지대가 없는 경우, 

단순한 지지대, 수정된 지지대에 대한 항력계수 해석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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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지대가 없는 모델에 대한 전산유

체역학 해석 결과를 기준 항력계수(Ref.)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실드의 가속도계 기반 항력 측정 시스템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6은 기준 모델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해결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결과 기준 

모델에 대한 항력 계수는 0.3078이다.

Figure 7(a)는 단순 지지대 형상에 대한 전산유체

역학 해석결과와 쉴리렌 촬영결과를 나타낸다. 단순 

지지대의 전산유체역학 해석 결과(Fig. 7(a))와 기준 

모델 해석(Fig. 6)과 비교한 결과, 단순 지지대를 가

진 모델 후방 압력이 비교적 높은 것이 확인되며 이

는 지지대에 의한 유동간섭으로 판단된다. 쉴리렌 촬

영 결과를 보면, 지지대에 의한 모델 후방 유동 흐름 

교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b)는 

피토 압력과 가속도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두 데이터

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으나 가속도의 정상상태 구

간은 1.5ms(1.5~3ms)로 피토 압력의 정상상태 시간인 

2.5ms(0.5~3ms)보다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속도계 시스템의 안정화 시간이 피토보다 증

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안

정화 시간 증가는 모델 후면과 지지대 사이에 재순

환 영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순환 영

역의 형성 및 발달로 인하여 시스템 안정화가 비교

적 지연된 것이다. Fig. 7(c)는 시간에 따른 항력 계

수이다. 가속도 데이터와 선형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

에 같은 개형의 그래프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점선은 실험에 사용된 지지대와 같은 형상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이용해 얻은 항력계수를 나타

낸다. 전산유체역학 해석 결과 항력계수는 0.2629이

고 실험에서 측정된 항력계수는 0.2271이다. 따라서 

정상상태 유동 구간에서의 실험 결과가 같은 형상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13.6±0.30% 낮게 측정됨을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8(a)는 수정된 지지대형상에 대한 전산유체

역학 해석결과와 쉴리렌 촬영결과를 비교하여 나타

낸다. 수정된 지지대가 적용된 시스템의 압력분포

(Fig. 8(a))는 기준 모델 후방 압력분포(Fig. 6)와 동일 

수준의 후방 압력 분포가 나타났다. 또한, 쉴리렌 촬

영결과, Fig. 7(a)에서와 같은 유동 간섭 현상이 확인

Fig. 6. Reference model CFD pressure contour

  Fig. 7. Simple support accelerometer-based 

force balance system (a) CFD pressure 

contour (upper), schlieren visualization 

(lower); (b) pitot pressure, acceleration; 

(c) drag coefficient

되지 않았다. Fig. 8(b)는 피토 압력 데이터와 가속도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Fig. 7(b)의 단순한 지지대의 

결과와는 다르게 측정에서 가속도가 떨어지는 구간

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지대 

형상에 의해 유동 안정화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경사

진 지지대는 유동이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에 모델 

뒤의 압력이 급격하게 차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순 지지대와 비교하여 적은 유동 발달 시간을 가

지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지대에 의한 유동 발

달 과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조금 감소하였

다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지지대의 

정상상태 구간은 1.8ms(1.2~3ms)로 단순 지지대보다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c)는 시

간에 따른 항력 계수이다. 점선은 실험에서 사용된 

형상과 동일한 지지대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을 수행

한 결과이다.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통한 항력계수는 

0.3042이고 실험에서 측정된 항력계수는 0.29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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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상상태 유동 구간에서의 실험 결과가 같은 

형상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3.2±1.43% 낮게 측정

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은 전산유체역학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다. 각 지지대에 대한 해석결과와(Fig. 7(a), 

8(a)) 실험결과(Fig. 7(c), 8(c))를 비교한 결과 오차범

위 내의 적은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대가 없

는 기준 모델해석 결과(Fig. 6)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지지대의 형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단

순한 지지대의 실험 결과는 기준 모델의 해석결과와 

약 26%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정된 지지대의 경우에는 기준 모델과 약 5%

의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두 개의 실험 결과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단순한 지지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델 후방의 큰 재순환 영역이 발달하여 압력이 크

게 발달하고 수정된 지지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Fi g . 8 . M o d i fi e d  s u p p o r t  a c c e l e r o m e t e r - b a s e d  

fo r c e  b a l a n c e  s y s t e m  ( a )  CFD  p r e s s u r e  

c o n t o u r  ( u p p e r ) , s c h l i e r e n  vi s u a l i z a t i o n  

( l o w e r ) ; ( b )  p i t o t  p r e s s u r e , a c c e l e r a t i o n ; 

( c )  d r a g  c o e ffi c i e n t

CD  [ - ] Re f.
Si m p l e  

s u p p o r t
M o d i fi e d  

s u p p o r t

CFD 0.3087 0.2629 0.3042

Exp. - 0.2271 0.2945

Ta b l e  3 . Co m p a r i s o n  o f t h e  d r a g  c o e ffi c i e n t

작은 재순환 영역이 발달해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압력분포 차이에 의해 단순 지지

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 항력계수보다 상당히 작

은 항력계수가 측정되었고 수정된 지지대를 활용한 

항력계수 측정은 기준 항력계수에 근접하게 측정되

었다. 이를 통하여 모델과 비교하여 큰 단면의 지지

대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지대에 의한 유동 교란이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만 지지대의 형상에 따라서 지

지대에 의한 항력계수 측정 교란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충격파 터널에서의 항력 측정을 위한 

가속도계 기반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마하 6 

유동 조건에서의 원뿔형 모델의 항력계수를 측정하

였다. 마찰력 보정 및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정확도 

높은 가속도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지지대 형

상의 수정을 통하여 지지대에 의한 모델 후류부 유

동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동일 형상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전산유체역학 해석 결과는 오차범위 내

에서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지대가 없

는 기준 모델의 항력 계수 결과와는 지지대의 형상

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서로 다른 지지대를 

설계하여 이러한 지지대의 유동 교란을 개선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지지대의 형상이 공력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지대의 설계에 따라서 지지대

의 영향을 최대한 축소시켜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항력이 측정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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