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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성과내용
연구의 필요성
비행체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는 비행체의 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경계층 유동 박리에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높은 마하수의 유동에서는 천이 지점 전후로 공력 가열에 큰 변화가 생겨 고속 비행
체를 보호하는 열차폐 시스템 설계 시 경계층 천이는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유동 현상이다. 발사체와 고속
비행체 설계 제작을 주도하는 여러 국가는 천이 예측과 제어의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천이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제어하는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 목표
천이 예측과 하류(downstream) 난류 경계층 정밀 모사를 위한 천이/난류 하이브리드 기법인
PSE+LES(포물형 안정성 방정식과 대와류모사 결합) 기법 제시, DNS(직접수치모사) 수준의 신뢰성을 가
지며 보다 적은 계산 소요 비용을 갖는 기법 제시 및 수치해석을 통한 천이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 경계층 천이 및 난류 유동 해석체계 구축 완료
∙ PSE+LES 결합 기법을 개발하여 오픈소스 코드인 OpenFOAM 계열 코드에 적용
∙ 비압축성 유동의 경계층은 OpenFOAM v4 이후 버전에 적용.
∙ 초음속/극초음속 경계층은 rhoEnergyFOAM에 적용.
○ 천이제어 기법 제안
∙ 천이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성 모드의 증폭 감쇄를 위한 국소적 벽면 가열/냉각.
∙ 천이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성 모드들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모드간 위상 제어
∙ 다공성 표면 위 극초음속 경계층의 수치해석을 통해 Mack 2차 모드의 증폭 감소 및 그에 따른 천이
제어 가능성 확인
활용 사례
본불안정 모드 중 sub-harmonic 모드 증폭으로 야기되는 아음속 경계층 천이에 대한 성공적인 모사
[Jee, S. 외 2018, J. Fluids Eng.; Kim, M. 외 2019 Comp. Fluids]하였으며, PSE+LES 기법에서
사용되는 아격자(subgrid-scale) 모델의 층류-난류 천이 상황에서 모델 성능 정밀 분석 [Kim, M. 외
2020, Comp. Method Applied Mech. Eng.]을 수행하였다. 또한, 마하수 3 초음속 경계층 유동에서
불안정한 경사파 쌍(oblique wave pair)로 인한 난류 천이에 대한 성공적인 모사 [Lim, J. 외 2021,
Aerospace Sci. Tech.], 마하수 4.5 극초음속 경계층의 불안정한 Mack 2차 모드를 국소 표면 온도로
제어 및 마마하수 6 극초음속 경계층의 천이 제어를 위한 다공성 표면 적용으로 불안정한 Mack 2차 모
드 감쇄에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1,2차(primary, secondary) 불안정 모드간의 위상 변화로 천이지점이


최대 약   ≃  만큼 지연되는 것을 아음속 경계층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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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지식/ 기술대비 차별성
기존 DNS 급의 천이 영역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면서도 DNS 대비 계산소요 비용 100배 이상 절감하였
으며, 국내 경계층 천이 예측을 위한 연구는 대부분 경험식 또는 모델링에 의존해 왔으나, 안정성 이론에
기반한 유동 물리를 반영한 이론적인 천이 예측 기법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저속 뿐만 아니라
초음속/극초음속을 포함한 고속 경계층 천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PSE+LES 기법은 미국 NASA 지원을 받는 스태포드 대학 난류연구센터(CTR)에서도 진행 중이며, 아음
속 경계층에서는 본 연구진과 비슷한 연도에 연구결과를 발표 함 (국제학회발표논문 기준으로는 본 연구진
이 최초임). 초음속 경계층에 적용하는 결과는 본 연구진 논문(현재 minor revision 진행 중)이 세계 최초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 가능 분야
○ 고성능 발사체/비행체 공력 설계에 기여
초음속/극초음속 비행체 공력 설계 및 해석 시 천이지점 예측된다.지구 재진입 비행체의 열차폐 설계
를 위한 천이지점 예측 및 지구 재진입 비행체의 열차폐 설계를 위한 천이지점 예측
○ 데이터 기반 저차 천이 모델 개발에 기여
RANS 해석용 천이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신뢰성 데이터의 신속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하고, 비정상
3차원 난류 천이 현상에 대한 시‧공간 4차원 데이터 제공 가능하다.
※ 현재 난류 빅 데이터는 미국 유럽 등의 기관에서 잘 정리되어 공개되어 있으나, 난류 천이에 대한
빅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 고효율 터보머신 블레이드 설계에 기여
레이놀즈 수가 작아 천이가 예상되는 터보머신의 고효율 블레이드 설계를 위한 고정밀 공력 데이터 제
공이 가능하고, 자유류 교란이 매우 강한 터보머신내 환경에서 블레이드 경계층 유동의 천이 지점 해
석으로 확장하여 블레이드의 공력 하중의 정확한 예측 및 이를 기반한 블레이드 설계가 가능하다.

발
사
체
분
야
제2장

위
성
체
분
야

제3장

위
성
활
용
분
야
제4장

우
주
탐
사
분
야
▲<그림 1>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 개념도
(Q-criteria)

▲<그림 2> 경계층 난류천이 유동의 와류 구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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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SE+LES 기법의 계산 요구도를 기존 DNS와 비교
(100배 이상 계산량 감소)

▲<그림 4> PSE+LES 기법을 마하수 3 초음속 경계층 유동에
적용하여 불안정한 경사파 쌍(oblique wave pair)으
로 인한 난류 천이 정밀 모사

▲<그림 5> 마하수 4.5 극초음속 경계층 유동에 대하여 국소적 표면 냉각/가열로 불안정한 Mack 2차 모드 증폭률 (N) 억제 및 촉진

▲<그림 6> 마하수 6 평판 위 경계층 유동에서 다공성 표면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Mack 2차 모드의 증폭 감쇄. 압력 교란 p' 가시화.
기준 길이 및 압력 : Lref=0.2m, Pref=22.3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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