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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pitching stability derivatives of the conical shell configuration is predicted using commercial CFD 
code. Unsteady flow analysis with forced harmonic motion of the model is performed using overset mesh. The test 
is conducted about Basic finner missile configuration. The static and dynamic stability derivatives are good 
agreement with available experimental data. As the same way, a conical shell is analyzed in Mach number 1.6 and 
various reduced frequency. The static and dynamic derivatives are obtained from the time-pitching moment 
coefficient histories in each of four cases of mean angle of attack. The variation of reduced frequency is not 
affected static and dynamic derivatives. Increasing the mean angle of attack, static derivatives are increased slowly. 
Comparison of the Cm curves at the steady and unsteady state results shows that the Cm curve including the 
damping effect is lower than otherwise case, approximately 9-18 %.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Stability Derivatives(안정성 미계수), Conical Shell(원추형 덮개), 
Forced Motion(강제 운동), Overset Mesh(중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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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탄의 전면 혹은 측면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유

도탄 보호덮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공에서 유

도탄 모체로부터 강제 이탈되며, 이 때 이탈된 덮개는 

공력에 의해 짧은 시간 큰 힘을 받게 되고 회전력으

로 인한 텀블링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분리된 보호

덮개의 이탈 궤적은 유도탄 모체 및 그 밖의 다른 장

치들과 물리적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유도탄 설계단계에서 보호덮개자

체의 정밀한 공력 특성이 반드시 파악 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형상의 비행체에 대해 안정성 계수가 분

석된 연구들이 있으나[1-9] 유도탄 보호덮개 형상에 대

한 안정성 미계수의 예측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비행체의 조종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

는 안정성 미계수의 개념은 비행동역학적 관점에서 

공력계수 예측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주어야 한다. 안

정성 미계수는 정안정미계수(static derivative)와 동안정

미계수(dynamic derivative)로 구성되며 각각은 받음각 

및 회전 각속도 등에 대한 공력계수의 미분 값이다.
  비행체의 안정성 미계수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풍동

시험, 반 경험식 그리고 전산유체역학(CFD) 등이 있

다. 풍동시험의 경우 start-up 단계에서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다

양한 형상에 대한 빠른 답을 구하기 힘들다. 또한 반 

경험식의 경우에는 규격화 된 형상이 아닌 경우 이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최근 비행체가 점점 고성능화 되어감에 따라 안정

성 미계수의 예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

행체에 대한 공력특성을 패널 기법[1] 또는 CFD를 통

해 얻은 후 데이터를 후처리 하여 안정성 미계수를 

얻는 방식[2-8]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해석 

방법들은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며 

특히 CFD기법의 경우 유동조건이나 형상에 대한 제

약이 없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대칭인 형상에서부터 

다소 복잡한 비대칭 형상까지 설계단계에서 공력계수

를 예측하는 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ical shell 형태의 유도탄 보호 덮

개 형상에 대해 중첩격자(overset mesh)를 사용한 비정

상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피칭운동에 대한 안정성 미

계수를 예측하였다. 유동 해석 및 안정성 미계수 예측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잘 알려진 Basic finner 

missile형상에 대한 CFD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로부터 얻어진 피칭모멘트의 시간 이력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 미계수를 도출하여 기존의 풍동시험 결과와 

다른 연구자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5]하였다. 같은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conical shell 형태의 유도탄 보호

덮개 형상에 대해 해석하여 정안정미계수와 동안정미

계수를 평균 받음각()과 환산진동수의 변화에 따라 

도출하였다.

2. 해석 기법

2.1 수치해석 기법

  비행체의 공력특성을 얻기 위해 현재 다방면의 연

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용코드인 Siemense의 

StarCCM+ v.14.02를 사용하였다. 해당 상용 코드는 

polyhedral 격자 기반의 3차원 유동해석 코드로 점성 

및 비점성, 압축 및 비압축성 유동 모두 적용이 가능

한 코드이다. 또한 물체의 물리적 운동을 모사하기 위

한 중첩격자(overset mesh)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유동을 비점성으로 가정하였고 

지배방정식으로 식 (1)과 같은 Euler 방정식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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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보존변수를, ,  , 는 플럭스 벡터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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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 차분 기법으로 Roe의 풍상차분법(upwind 
scheme)을 사용하였으며 제한자로 Venkatakrishnan 기법

을 사용하였고 내재적 시간 전진기법(implicit unsteady)
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는 팔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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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hedral mesh)를 사용하였으며 해석 모델의 시간

에 따른 피치 조화운동(harmonic motion)을 상용코드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첩격자(overset mesh)를 통해 

모사하였다. 중첩격자는 중첩된 영역에서 후방영역

(background)과의 계면(interface)정보 커플링을 통해 효

율적인 해석수행이 가능하게 한다[10]. Fig. 1에서 점선

으로 표시된 두 개의 acceptor cell이 하나는 후방격자

(파란선)에, 하나는 중첩격자(붉은선)에 존재하고 있다. 
각 cell의 중심에서의 물리량은 주변 donor cell의 변수

와 보간된(interpolated) 가중치의 합으로 계산된다.

Fig. 1. Overset mesh method[10]

2.2 안정성 미계수 도출 기법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강제조화 운동을 통해 획득

한 시간에 따른 피칭모멘트 계수를 후처리하여 정안

정 및 동안정미계수를 산출 하였다. 조화운동에서 일

정한 진폭 와 각진동수()를 갖는 물체의 피치 받

음각과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3)

  cos  (4)

  cos  (5)

  물체가 1주기만 진동할 경우 와 는 동일하므로 

각각의 비행 자세에서의 힘과 모멘트는 와 각각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없다. 이와는 달리 다주기 운동의 

경우 와  각각에 대한 변화량을 더해 피칭모멘트 

계수 산출 시 반영해 주어야 한다.
  피칭모멘트 계수의 변화는 Taylor series를 이용하여 

선형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6), 이를 환산진동수()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7).

  
 ∞




 ∞




 (6)

  
 






  (7)

  여기서 ∞는 자유류의 속도를, 는 기준길이를 나

타내며 환산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


   (8)

  식 (7)에 식 (3), (4), (5)를 대입하면 피칭모멘트 계

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9)

  한편, 물체의 피칭모멘트 계수를 각진동수()에 대

한 조화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in      (10)

  식 (10)을 삼각함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각각 다음을 

얻는다.

  
sincos

cossin (11)

  식 (9)와 (11)에 의해 정안정미계수와 동안정미계수

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2)







 (13)

  여기서 
와 는 LSM(Least Square Method)[3]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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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기법검증

  해석기법의 검증을 위해 Shantz[9]에 의해 수행된 풍

동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CFD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형상은 Basic finner 
missile 형상이며 Fig. 2와 같다.

Fig. 2. Basic finner configuration

  해당 형상은 conical nose를 가지며 동체의 L/D가 10
인 기본 유도탄 형상으로 4개의 조종날개를 가진다. 형

상의 스케일은 Shantz[9]의 풍동시험 시 적용한 크기로 

사용하였는데, 이 때 동체의 지름은 1.5 inch(0.0381 m)
이다.
  해석기법 검증은 세 가지 마하수 영역에 대해 수행

하였으며 정안정미계수와 동안정미계수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검증 케이스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method validation condition

Mach number  1.58, 1.76, 1.89

Bank angle  45 °

Model scale  D = 0.0381 m

 (Reduced frequency)  0.00316

 (Mean angle of attack)  0 °

 (Amplitude of AOA)  -3° ~ +3°

Center of gravity (from nose)  6.0 D

  먼저 해의 수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하수 1.58에 

대해 격자 수렴성 테스트가 선행되었다. 세 가지 격자

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격자의 base size를 각

각 0.85D, 1.0D, 1.15D로 설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D는 해석모델의 지름이며, base size를 기준으

로 세부적인 격자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세 가지 

격자에 대해 계산된 동안정미계수를 비교 하여 Fig. 3
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격자의 기준크기가 1.0D 
(0.0381 m) 일 때부터 결과 값에 큰 변동이 없음을 확

인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격자는 Fig. 4와 같다.
  격자의 원방경계 및 중첩 영역의 경계조건은 자유류

(freestream) 조건이며 모델은 단열벽면(adiabatic wall)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Fig. 4와 같이 물체주변으로의 

타원경계가 중첩 영역(overset region)이며 무게중심점

을 기준으로 조화운동을 하게 된다.
  한편, 각 시간별 피칭 모멘트()는 식 (14)로 계산 

하며 계산에 사용된 기준 면적()은 0.19635 m2, 기

준길이()는 0.5 m 이다.

Fig. 3. Result of grid convergence test

Fig. 4. Fin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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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Basic finner missile 형상에 대한 정안정미계수와 동

안정미계수의 계산결과를 풍동시험 결과[9]와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정안정미계수(
)와 동안정미계

수(


)모두 풍동시험 데이터와 오차 범위 7 % 

이내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Fig. 5. Comparison of 
 and 



4. 유도탄 보호덮개 안정성 미계수 예측

4.1 보호덮개 안정성 미계수 해석 기법

  앞장에서 기술한 해석 기법 검증 결과를 근거로 동

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유도탄 보호덮개에 대한 정안

정미계수와 동안정미계수를 도출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보호덮개 형상은 Fig. 6과 같이 지름

이 D인 conical shell 형상으로 덮개의 길이방향 단면

은 반지름이 D/2인 반원 형태이다. 덮개의 두께는 덮

개 지름(D)의 1/100 m이며 모멘트 중심은 첨두부 에

서 길이방향으로 1.2D인 곳에 위치한다.

Fig. 6. Conical shell configuration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Fig. 7과 같으며 약 600만개 

의 3차원 팔각격자(polyhedral)를 사용하였다. 벽면 경

계조건으로 원방경계 및 중첩격자 영역은 자유류

(freestream) 조건을, 유도탄 보호덮개의 표면은 단열

벽면(adiabatic wall)조건을 주었다.

Fig. 7. Mesh of conical shell

4.2 보호덮개 안정성 미계수 해석 결과분석

  유도탄 보호 덮개 형상에 대한 해석은 마하수 1.6에

서 수행되었으며 받음각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받음각()을 0°부터 30°까지 10° 간격으로 변화

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환산진동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경우의 환산진동수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환산진동수의 경우 식 (8)과 

같이 물체의 특성길이( )와 각진동수(), 자유류의 속

도(∞)로 정의 되는데 이 때 각 진동수()를 검증 케

이스 조건과 근사하게 설정하여 계산된 환산진동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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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 0.01기준). 해석에 사용된 자유류 조건

은 고도 10 km에서의 대기 조건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 정안정미계수와 동안정미계수 계산을 위한 계산 

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 2. Conical shell analysis condition

Mach number  1.6

 (Amplitude of AOA)  -3° ~ +3°

 (Reduced frequency)  0.01, 0.02, 0.05

 (Mean angle of attack)  0°, 10°, 20°, 30°

  유도탄 보호덮개 형상에 대한 CFD 해석결과로 부

터 식 (12), (13)을 이용하여 Fig. 8, 9와 같이 정안정

미계수(
)와 동안정미계수(


)를 도출하였다. 

Fig. 8의 정안정미계수의 경우 평균받음각()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환산진동수 변

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8. Static stability derivatives

  Fig. 9의 동안정미계수의 경우 평균받음각의 증가에 

대해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평균받음각 

영역에서 전체적인 동안정미계수의 값은 0에서 1 사

이에 존재하며 동안정미계수의 경우 역시 환산진동수

에 대해 큰 영향은 없음을 확인 하였다.
  Fig. 10에 환산진동수에 따른 동안정미계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환산진동수가 0.01에서 0.02로 증가 할 때 

동안정미계수가 소폭 감소하지만, 환산진동수가 0.05
로 증가하면 동안정미계수의 값이 거의 변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Fig. 9. Dynamic stability derivatives for several 

reduced frequency

Fig. 10. Dynamic stability derivatives

  한편, 동안정미계수는 환산진동수가 작을수록 준 정

상상태(quasi-Steady state)에 가까워지며 커질수록 비정

상상태(unsteady)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가진다[11]. 해석

을 통해 얻어진 피칭모멘트 계수()는 자세각의 변

화에 따라 이력곡선(hysteresis loop)형태를 가지게 되

며 환산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Fig. 11과 같이 비정

상성(hysteresis)이 커진다.
  한편, 유도탄 보호덮개의 형상이 상하 대칭이 아니

므로 압력분포 변화에 의해 Fig. 11과 같이 pitch up, 
down 일 때 피칭모멘트 계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다. 또한 받음각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주기에 따라 모

델 주변의 유동이 변하고, 이는 다음 주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 정안정미계수와 동안정미계수의 계산에 

반영 된다.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정상해석과 

정상해석을 통해 얻어진 피칭모멘트 계수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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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에 나타내었다. 비정상해석을 통해 얻은 피칭

모멘트 계수 곡선이 정상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 보

다 약 9-18 % 적은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

정상해석으로부터 얻어진 피칭모멘트 계수에 포함된 

정안정미계수 및 동안정미계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

된다.

Fig. 11. Cm for angle of attack

Fig. 12. Comparison of steady and unsteady result

5. 결 론

  Conical shell 형태의 유도탄 보호덮개 형상에 대해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여 피치운동에 대한 정안정미계

수와 동안정미계수를 산출 하였다. Basic finner missile 

형상에 대한 기법검증을 통하여 해석에 대한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해석결과 정안정미계수의 경우 받음각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안정미

계수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환산진동수를 변화시

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안정성 계수에 큰 영향은 없

었다. 비정상 해석을 통해 얻어진 공력계수를 정상해

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받음각에 따라 피칭모멘트 

계수가 9-18 %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향 후 이러한 피

칭모멘트 계수의 변화가 야기하는 유도탄 보호 덮개

의 거동 변화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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