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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유체중에 작동하고 있는 프로펠러에 대한 포텐셜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패널법은 Green 정리에 기초한 포텐셜-기저 패널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된 패널법은 저차 패널법으로 그 특징에 의해 오차
를 포함 하고 있다. 저차 패널법의 경우 패널을 사각형으로 구성하게 
된다. 사각형으로 구성된 패널의 경우 프로펠러와 같이 곡이 심한 형상
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정도가 낮게 된다. 또, 사각형 패널은 한 평면
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향계수 계산 시 한 평면상에 투영시켜 계산
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원 평면에서 계산하는 것과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패널상에 특이점의 강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
고 문제를 풀게 된다. 패널상에 강도가 균일하게 되면 패널 간 특이점 
강도의 단차가 발생하여 오차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언급한 저차 패널법의 특징을 개선하여 저차 패
널법의 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사각형 패널을 삼각형 패널로 바
꾸어 곡이 심한 물체를 표현하는 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삼각형 패널
은 동일 반경 상 아래와 위에 엇갈리게 배치하여 Green 정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밀폐된 형상을 구현하였다. 또, 삼각형 패널의 경우 한 평
면상에 존재하고 있어 사각형 패널과 같이 한 평면상에 투영시킴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어서, 패널 상에 특이점의 강도를 선형적
으로 분포시켜 패널 간 특이점 강도의 단차를 없애고자 하였다. 삼각형 
패널의 각 꼭짓점에 특이점을 분포시켜 특이점의 강도가 연속적으로 
분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원 물체에 대한 정식화에 앞서 2차원 물체에 대해 정식화를 진행 
하여 정식화 과정의 문제점과 기존 균일강도 패널법 대비 정도의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3차원 물체에 대한 정식화를 진행하고 정
식화의 결과에 대해 검증 하였다. 검증은 양력이 없는 원형 날개와 세
장비가 큰 날개 마지막으로 양력이 존재하는 원형날개에 대해 진행 하
였다. 검증 결과 정식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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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유체중에서 운동하고 있는 프로펠러에 대한 포텐셜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패널법(panel method)은 Green 정리(Green theorem)에 기초한 
포텐셜-기저 패널법을 Lee[12], Hoshino[4]에 의해서 정상 상태의 문
제에 대해 최초로 적용이 이루어 졌다. 이후 포텐셜 기저 패널법은 
Hsin[5], 문일성 등[23], 김영기[22]에 의해 각각 비정상 상태 중에 작
동하는 프로펠러의 성능 추정, 비정상 공동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을 수
행하는 단계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포텐셜을 기저로 한 저차 
패널법은 각 패널에 있어 포텐셜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 저
차 패널법의 경우 사각형 패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프로펠러와 같
이 곡이 심한 물체를 표현할 때는 패널이 한 평면상에 존재 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평면상에 투영시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물체의 원 평면상에서 계산하는 것과의 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수치적 오류는 양력을 발생하는 물체의 앞날, 뒷날과 날개끝단 
근처에서의 정확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저차 패널법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Newman[9]은 4변을 갖
는 패널상에 특이점 강도의 분포가 다차원일 경우에 유기 포텐셜을 수
학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Suh 등[8]은 패널상에 특이점 강도가 쌍선
형적(bilinear)으로 분포할 경우에 대해 계산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삼각형 패널을 이용한 계산은 양력이 없는 구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양
력이 있는 원형 날개에 대해서는 사각형 패널을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 
하였다. 이창섭과 서정천[30]은 사각형 패널이 한 평면상에 존재 하지 
않아 평균 평면상에 투영하여 계산함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자 패널
의 원 평면상에서 유기되는 포텐셜을 패널의 내각을 이용해 구하고자 
시도 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방법은 패널상에 특이점의 강도가 균일 하
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특이점 강도의 분포를 패널 내부에
서의 함수의 변화를 고차의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고차패널법으로 저차
패널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고차패널법은 
Brebbia 등[2]에 잘 소개되어 있다. 백광준 등[27]은 정상 유동중의 프
로펠러 해석에 적용한바 있고, 홍사영, 최항순[33]에 의해 선체 주위의 
유동 해석에 적용된 바 있다. 그리고 박일룡, 전호환[26]이 수중익에 대
한 3차원 조파저항문제를 해석한 바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B-spline
을 이용하여 저차패널법을 고차패널법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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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line 기저함수(Piegl and Tiller[15])를 사용하면 기저함수의 미분
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spline을 기저로하는 고차패널
법은 Hsin 등[6]이 2차원 물체 주위의 유동을 해석함으로써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조충호[31]는 2차원 문제에 대해 B-spline을 이용하여 고
차패널법에 대한 수치 실험을 수행한바 있다. Maniar[13]과 김건도[20]
는 B-spline을 이용해 3차원 물체주변의 유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성
공적으로 적용시킨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널간 특이점 강도의 단차를 제거하여 특이점 강도
의 단차에서 오는 오차를 없애 저차 패널법의 정도를 향상시키고, 문제
를 정식화 하였다. 또한 패널을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꾸어 프로펠
러와 같이 복잡한 형상을 갖는 물체를 보다 잘 표현 하고자 하였다. 먼
저 패널의 형상을 사각형에서 삼각형 패널로 변경하여 물체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삼각형 패널은 날개에만 분포시키고 다른 부분은 기존의 
사각형 단면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삼각형 패널상에 특이점의 강도가 
선형적으로 분포할 수 있도록 특이점의 강도를 선형적으로 표현하여 
적용하였다. 특이점의 강도는 다이폴의 강도만 선형적으로 분포시키고 
쏘오스의 강도는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 특이점의 위치를 패널의 
중심이 아닌 절점으로 이동 시켜 패널간 강도의 단차를 제거하였다. 특
이점의 강도가 패널의 각 꼭짓점에 존재할 경우 자기 유도 계수는 패
널의 꼭짓점을 공유하는 패널들이 이루는 각으로 정해진다. 패널들이 
이루는 각은 다양한 분에서 패널들이 이루는 각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
하는 입체각(김동건 등[21], 최교환 등[32], D.C. Camp 등[3], Iman 
aganj 등[7])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A.van oosterom and 
J.strackee[1]에 의해 정리된 삼각형 패널의 입체각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양력이 존재하는 3차원 물체에 대한 계산 시 물체의 뒷날에서 교차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날개 뒷날에서의 영 하중 조건을 만
족시킬 수 없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압력 Kutta 조건을 도입하게 
된다. 압력 Kutta 조건 계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 되어 사용
되고 있다. Kinnas[18]는 Newton-raphson 방법을 사용하여 압력 
Kutta 조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날개 뒷날의 압력차와 포텐셜 점프를 
변수로 하여 수치미분을 통해 jacobian 행렬을 형성하고, jacobian 행
렬은 그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반복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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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고 가정하였다. Wang 등[19]은 Kinnas[18]가 제안한 방법을 개
선하여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Wang 등[19]은 
jacobian행렬을 수치 미분이 아닌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고, 반
복계산 매 단계마다 jacobian행렬을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정식화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계산시간을 염
두에 두지 않고 압력 Kutta 조건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방법으로 secant 방법을 사용하였다. Secant 방법은 
jacobian을 구하지 않고, 각 반경별로 압력 Kutta 조건의 계수를 구하
여 적용함으로써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다.

모든 정식화의 과정은 2차원 패널법에 먼저 적용하여 정식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차원 문제의 정식화 검증은 간단한 3차원 형
상에 대한 계산을 통해 확인 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3차원 형상은 양력
이 없는 구와 타원체, aspect ratio가 큰 날개 그리고 양력이 있는 원
형 날개이다. 양력이 없는 구와 타원체의 경우 해석해가 존재함으로 값
의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형상이다. Chord의 
길이와 반경의 비가 큰 날개의 경우 chord와 반경의 비가 무한히 크다
고 가정하면 3차원 효과가 없어져 2차원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이미 검증된 2차원 패널법의 결과와 비교 할 수 있어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력이 존재하는 원형날개에 대해 계산하였다. 양력이 있는 
원형날개의 경우 날개의 두께가 0 인 경우에 대해 Jordan[10]에 의해 
해석해가 알려져 있어 양력문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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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법의 기본

2.1. 기본 가정

본 논문에서는 이상유체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따
라서 물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을 갖는 유체의 유동장 내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패널법은 3차원 유동장을 V, 경계면을 S, 경계면에서 유동장 방향의 
법선 벡터를 으로 둔다. 경계면 S는 물체 표면   , 후류 면  , 그
리고 물체와 후류 표면 주변의 외부면(outer control surface) ∞로 
구성되어 있고, 물체를 향하는 유입속도  ∞  가 있다.(Fig. 2-1)

2.2. 지배방정식과 경계 조건

이상유체 가정 하에서 유동장 내의 유체 영역에서 질량보존의 법칙
이 성립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지배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2.1) 

여기서, 는 섭동 속도 포텐셜(perturbation velocity potential)이다.

지배방정식 (2.1)에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프로펠러 
주위 유동은 유일하게 정의된다.

⦁ 물체 표면( )에서 운동학적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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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Notation for a general body for the application of 
Green's theorem(오진안 등[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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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류면( ) 은 두께가 없다고 가정한다. 을 가로지르는 법선속도
차이∆


와 압력 점프∆는 0이고, 포텐셜 점프∆는 허용 한다.

∆       (2.3)

∆



 

 


  


   (2.4)

∙ 포텐셜 점프는 물체 주변의 순환(Circulation)의 크기와 같다.

∆ 
     (2.5)

⦁ 날개 뒷날에서 속도가 유한하다는 Kutta 조건을 만족한다. 

∇  ∞ (2.6)

⦁ 물체에서 무한한 거리에 있는 외부면, ∞  에서는 물체로 인한 섭동 
속도는 사라질 것이다.

∇→  ∞→∞ (2.7)

2.3. 적분방정식

제어점 p가 물체 표면에 있을 때, 

 












∆


 (2.8)

여기서,  는 섭동 속도 포텐셜을, ∆ 는 날개 뒷날에서의 포텐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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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써 후류면에서의 다이폴의 세기를 의미하며, G는 다음과 같은 
Green의 함수이다.

  




 (2.9)

여기서, 은 물체 표면상의 임의점()에서 제어점()까지의 거리이다.

식 (2.8)에서 물체 표면의 특이점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


 (2.10)

여기서, 
 는 물체 표면의 운동학적 경계조건에 의해서 정의되므로 적

분방정식 (2.10)은 다이폴 강도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구해진 는 
물체 표면에서의 포텐셜 값이다. 후류면을 가로지르는 포텐셜 점프는 
날개 뒷날의 윗면과 아래면의 포텐셜 차이와 같고, Kutta 조건을 대체
한다.[2]

∆  
  

 (2.11)

여기서, +와 –는 각각 날개 뒷날에서의 윗면과 아랫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패널법은 Lee[12]에 의해 최초로 프로펠러 정상 유동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섭동 포텐셜법 형
태의 적분방정식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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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치 문제의 정식화

3.1. 삼각형 패널의 배치

일반적인 사각 패널 패널법에서의 는 코드방향 패널의 배치를 말
한다. 삼각 패널 패널법에서는 일반적인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삼각 패널의 경우 동일 반경상에 아래와 
위, 두 개의 패널이 존재함으로 의 경우 아래와 위 패널의 합으로 
표현된다. 사각 패널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삼각 패널에서 는 로 
표현하기로 하고,   ×  로 표현 할 수 있다. 코드방향 패널의 배
치는 사각 패널과 마찬가지로 날개의 앞과 뒤에 패널을 집중시켜 배치
한다. 은 사각 패널과 마찬가지로 반경방향 패널의 배치를 말하고 
동일 반경 상에 있는 위와 아래의 패널을 하나로 취급한다. 패널은 날
개의 끝으로 갈수록 집중된다.

삼각 패널은 정렬 삼각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 반경 내에 아래
와 위에 엇갈리게 배치하여 하나의 반경을 형성한다. 선형 강도 패널법
의 경우 특이점과 제어점이 절점에 위치하고 절점의 개수는 각 반경별
로 개가 존재 한다.

삼각 패널은 날개면에만 분포시키고 후류면에는 기존의 사각 패널을 
분포시켜 계산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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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anel arrangement of a ellipsoid viewed from upstream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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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이점 분포의 이산화

일반적으로 패널법에서는 이산화식 (3.5)를 만족하는 제어점은 패널
의 중앙에 위치하고, 패널에 걸쳐 특이점의 강도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Fig. 3-2에서 보듯이 인접한 
패널과의 특이점세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패널간 특이점의 단차
는 계산의 정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Fig. 3-2 Description of constant strength panels

본 논문에서는 특이점간의 세기의 차이로 인한 단차를 제거하고자 
특이점의 세기가 패널에 걸쳐 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Fig. 3-3에서
와 같이 패널을 연결하는 절점(node)에서 세기가 연속된다고 가정한 
부분 선형 패널법(Piecewise Linear Panel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였다. 부분 선형 패널법에 대해서는 이미 박기덕[24], 박기덕 
등[25] 그리고 이동현[29]에 의해 계산이 수행된바 있다.

Fig. 3-3 Description of piecewise linear strength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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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치 문제의 해는 적분방정식 (2.10)을 만족하도록 프로펠러와 후
류를 나타내는 특이점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프로펠러와 
후류면의 연속된 특이점의 분포는 삼각형 패널을 통해 선형적으로 분
포 된다. Source의 강도는 운동학적 경계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오직 
다이폴의 강도를 구하게 된다.

다이폴 강도는 패널의 포텐셜 값이며, 제어점에서 적분방정식의 이산
화 된 형태를 만족시킴으로서 결정된다. 제어점은 패널의 절점에 위치
하고 있다. 적분방정식을 이산화 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3.1)

여기서,  은 날개와 허브의 총 패널의 개수이고 는 chord방향 
절점의 개수이고,   × 로 표현된다.  은 반경방향 
패널의 개수,  는  번째 다이폴 패널의 단위 강도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유기 포텐셜,  은  번째 source 패널의 단위 강도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유기 포텐셜,  은 후류면상의  번째 반경의 다

이폴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유기 포텐셜 그리고 ∂

∂
 는 경계조건

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source 강도이다. 후류면의  번재 반경의 
다이폴 강도, ∆은 날개 뒤에서의 포텐셜 점프이다.

이산화 식 (3.1)를 선형 강도를 갖는 다이폴을 적용하여 선형대수 방
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3.2)

여기서,
  

if ≠

  if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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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f 

(3.4)

식 (3.3)에서의 는 삼각형 패널상에 다이폴이 선형적으로 분포할 
때 dipole에 의한 영향계수이다. 선형 강도의 분포는 Fig.3-4에서 보는 
것처럼 패널 각 꼭짓점에 다이폴의 강도가 존재하고, 그 외의 꼭짓점에
서의 강도는 영이 된다. 

Fig. 3-4 Linear dipole strength distribution on a triangular panel

Fig. 3-5에서 보인 선형 강도의 분포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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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번째 꼭짓점에서의 다이폴 강도이고, , ,  그리고 
는 꼭짓점에서의 다이폴 강도에 의해 구해진 계수이다.

패널 각 변의 방향벡터를  로, 다이폴의 위치를 ()로 각각 정
의한다. 선형 강도 분포에 상응하는 패널의 기하학으로부터 ,  그리
고 에 대한 선형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3.6)

꼭짓점과 각 변의 방향은 법선벡터가 패널의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반시계방향으로 정의하고,   는 첫 번째 꼭짓점이 된다.

은 후류의 다이폴에 의한 영향 계수이고, 후류의 패널상에 존재
하는 다이폴은 사각 패널의 위에 쌍선형(Bilinear)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한고, Shu 등[12]이 제안한 분포를 따른다.(Fig. 3-5)

Fig. 3-5 Bilinear dipole strength distribution on a wak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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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의 평면에 있고,  축의 방향이 패널의 법선 벡터의 방향
과 같도록 직교 좌표계 ( coordinate system)를 정의한다. 축과 
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각각 와 로 나타낸다.

후류 패널상의 다이폴의 쌍선형 강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7)

여기서, 는 다이폴의 강도이고, , ,  그리고 는 꼭짓점에서
의 다이폴 강도에 의해 구해진 계수이다. 후류에서의 다이폴 강도의 분
포는 각각의 꼭짓점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변( )의 양 끝에 
다이폴의 강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패널상에 선형적으로 분포할 경우 특이점의 위치
는 패널의 꼭짓점이 된다. 또한, 제어점의 위치도 통상 특이점의 위치
와 같은 패널의 꼭짓점에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도 일반적인 배치를 따
른다. 하지만 제어점이 패널의 꼭짓점에 존재하게 되면 날개의 뒷날에
서 Kutta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Fig. 3-7과 같이 제어점을 앞쪽으로 옮겨서 배치하여 계산을 진
행 한다.

식 (3.3)에서 입체각은 자기 자신에 의해 유도되는 다이폴 포텐셜이
다. 

일반적으로 판요소내에서 다이폴의 세기가 일정하면 다이폴 판요소
의 영향이 다이폴을 둘러싸고 있는 변에서의 선적분으로 표시되나, 다
이폴 판요소의 각 꼭짓점에서는 내각의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창섭, 서정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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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체각

다이폴 판요소의 각 꼭지점에서의 내각을 구하는 방법은 이창섭, 서
정천[30]에 의해 Gauss-Bonnet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Stokes 정
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각도인 입체각을 이용하여 각 다이폴 판요소의 
꼭지점에서의 내각을 구하고, 꼭지점을 공유하는 판요소들의 입체각의 
합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 유도되는 포텐셜의 값을 구하였다.

입체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삼각 패널의 꼭지점을 Fig. 3-7처
럼 벡터 ,  그리고 으로 정한고, 삼각 패널에 의한 O 점에서의 
입체각,  는 과 같으며, 는 반지름이 인 구위의 삼각형 의 
면적이다.  은 임을 의미한다.

A.van oosterom and J.strackee[1]에 의해 입체각을 구하는 방법
이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




cos


cos


cos




coscoscos

(3.8)

여기서, ,  그리고 는 Fig.3-8에 표시된 ,  그리고 의 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cos







cos







cos

         (3.9)

삼각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 (3.10)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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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cos




cos


cos




(3.10)

식 (3.10)의 분자는 sinsin와 같고, 는 와  사이의 호이다. 
그리고 기하학적 해석을 이용하여 식 (3.10)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tan





∙


∙


∙



∙×
 (3.11)

tan 를 이용 하여 입체각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tan 

 (3.12)

여기서, N은 식 (3.11)의 분자이고 D는 식 (3.11)의 분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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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haracteristics of solid angle
(A.van oosterom and J.strac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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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각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을 감소시키면서 계산
을 진행 하였다.

검증을 위한 형상은 Fig.3-8과 같이 삼각형 패널의 조합으로 형성하
였다.

Fig. 3-8 Self-induction coefficient calculated by solid angle

입체각이 계산되어 지는 점은 패널들이 이루는 면의 가운데 점이고, 
이점을 Fig. 3-9과 같이 만큼 감소시켜 이 패널상에 존재 할 때의 
수렴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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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Increment of the epsilon for the verification of solid angle calculation

은 Table. 3-1 과 같이 감소시켰다.

1 2 3 4 5 6 7 8 9 10 11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Table. 3-1 Decrease of  for the calculation of influence coefficient(  ×)

은 5단위만큼 패널에 위치하게 될 때까지 줄이면서 계산하였고, 
의 이동 방향은 패널의 법선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입체각은 각 패널의 
입체각의 합으로서 표현이 된다. 

입체각의 계산점을 Tetra 4의 중앙에 위치한 이유는 계산점이 패널 
상에 존재할 때의 수렴성에 대한 확인과, 계산점이 존재하지 않는 주변
의 다른 패널들에 대한 영향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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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널위에 위치하게 되면 3차원 각은 평면이 되므로 가 되어야 
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2에서 보듯이 이 점차 작아져 패널
상에 위치하게 되면 가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패널에 다
가올수록 이 존재하는 패널에 비해 다른 패널의 여향은 감소하고, 패
널상에 위치하게 되면 그 영향은 영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확인 했듯이 다이폴 판요소의 꼭지점을 공유하는 패널들이 
이루는 각을 입체각로 계산하여도 계산의 정확도에 있어서 충분한 타
당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3.4. Kutta 조건

물체 주변의 순환을 특정하기 위해서 Kutta 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후류면에서의 포텐셜 점프와 같다. 포텐셜 기반의 패널법에서는 
Morino[14]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다. Morino[14]의 Kutta 조건의 경
우 날개의 뒷날의 각도가 작은 2차원 단면에서는 정도 높은 결과를 준
다. 하지만 날개 뒷날의 각도가 큰 단면의 경우에 오차가 발생한다. 
Lee[12]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유동이 없는 2차원 단면에 대
해 후류면에서의 포텐셜 점프를 교란 포텐셜이 아닌 식 (3.13)과 같이 

Epsilon 50e-7 45e-7 40e-7 35e-7 30e-7 25e-7 20e-7 15e-7 10e-7 5e-7 1e-7

Tetra 1 -0.0002 -0.0002 -0.0003 -0.0004 -0.0006 -0.0008 -0.0013 -0.0022 -0.0049 -0.0189 0

Tetra 2 -0.0002 -0.0002 -0.0003 -0.0004 -0.0006 -0.0008 -0.0013 -0.0022 -0.005 -0.0192 0

Tetra 3 -0.0002 -0.0002 -0.0003 -0.0004 -0.0006 -0.0008 -0.0013 -0.0022 -0.005 -0.0192 0

Tetra 4 -0.0006 -0.0007 -0.0009 -0.0012 -0.0017 -0.0024 -0.0038 -0.0067 -0.0149 -0.0588 -6.2832

 -0.0012 -0.0014 -0.0019 -0.0025 -0.0033 -0.0048 -0.0075 -0.013 -0.0298 -0.1162 -6.2832

Table 3-2 Results of influence coefficient calculation as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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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포덴셜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  
 

  ∞∙ (3.13)

하지만 이는 2차원 단면의 경우에는 정도 높은 결과를 주지만, 3차
원 물체는 교차유동이 존재해 날개의 뒷날에서 영 하중조건을 만족시
키지 못하였다. 특히, 물체의 끝으로 갈수록 교차유동이 심해져 날개 
뒷날에서의 하중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essure Kutta 조건이 제안 되어 사용되고 있다.

Pressure Kutta 조건은 후류면의 포텐셜 점프에 영향을 주어 영 하
중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 
 

  ∞∙ (3.14)

식(3.14)에서 는 후류의 포텐셜 점프에 영향을 주는 계수이다. 는 
날개 뒷날에서의 압력계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반복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 

   … (3.15)

여기서, 
과  은 날개 뒷날에서의 포텐셜 값이고 첨자 는 반복계

산 횟수이다.

Pressure Kutta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값을 구하는 다양한 반복
계산 방법이 제안 되어 있고, 본 논문에서는 secant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Secant 방법은 수식의 미분 없이 두 점을 이용하는 수치 
미분을 이용하여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수식에 적용 할 
수 있다.

는 식 (3.1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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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16)

여기서 ∆는 날개 뒷날에서의 압력계수의 차이이다.

 일 경우는 Lee[2]의 수정된 Morino‘s Kutta 조건만 적용된 상
태에서의 값이고  의 경우 값은 0.01을 사용하였다.

식 (3.1)에 pressure Kutta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

(3.17)

Pressure Kutta 조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날개 뒷날에서의 영 하
중 조건의 만족은 Fig. 3-1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 의 값은 영 하중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pressure Kutta 조건을 적용하면 영 하중을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고, Fig. 3-11을 통해 반경 방향으로 날개 뒷날에서 영 하중을 만
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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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Chordwise  distribution by the pressure Kutta condition for 
the circular wing(NACA 0005, =40, =20, =5.73°, r/R=0.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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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Radial ∆ distribution by the pressure Kutta condition for the 
circular wing(NACA 0005, =40, =20,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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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속도와 압력의 계산

본 논문에서 속도의 계산은 3점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먼저 특이점에서의 방향 접선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3-13에서 점()는 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점이다. 

               (3.18)

는 과 를 지나는 벡터이고 국부좌표계의 기준선으로 설정한다. 
방향의 방향 벡터 와 과 를 지나는 벡터 를 평면으로 하는 
법선 벡터를 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와 평면의 법선벡터를 로 
하여 국부좌표계를 설정한다.

 



 



 
×


  


   


  

×


(3.19)

여기서, ,  그리고  는 국부좌표계의 방향벡터이다.

Fig. 3-12 Calculate of the tangential vector 
passing 3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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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Local coordinate system for the calculation of 
tangential vector at nodal points

3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하여 Fig. 3-14의 , 
 그리고 를 구한다. 

Fig. 3-14 Tangential vector at local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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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3.20)

식 (3.20)를 에 대해 미분 하여 접선벡터의 기울기를 구하고, 국부
좌표계에서의 접선벡터를 구한다.

 



 (3.21)

여기서, 은 국부좌표계에서의 접선벡터이다.

식 (3.21)의 접선벡터는 원 좌표계의 방향벡터를 이용하여 원 좌표계
의 접선벡터를 구한다.

 


  ∙
  (3.22)

여기서, 은 국부좌표계에서의 방향벡터이고, 는 원 좌표계에서의 
방향벡터이다. 

  


 

        

(3.23)

방향의 접선벡터도 방향의 접선벡터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
다.

와  방향속도는 접선방향 속도를 와 방향으로 투영시킨 속도이
고, 접선벡터를 구하는 방식과 같이 포텐셜에 대해 식 (3.21)를 구하여 
와 방향으로 각각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접선방향 속도는 와 방
향 속도를 와 방향으로 변환하여 벡터의 합으로써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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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향은 방향과 일치시키고 방향은 방향과 직교하도록 국부
좌표계를 정의한다. 국부좌표계의 정의에 의해 방향의 속도는 방향
의 속도와 같고, 방향의 속도는 식 (3.2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3-15 Projection of the velocity vector to the local 
coordinate system

∂

∂
cos

∂

∂
∂

∂
sin (3.24)

여기서,  는  방향과  방향 사이의 각이다. 총 속도(toatl velocity)
는 접선방향 교란속도(perturbation velocity)와 유입속도(inflow 
velocity)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날개 뒷날에서 방향 속도와 방향 속도의 계산은 선형 보간법을 사
용하여 계산한다.

or  oror   or

or   or
or or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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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ror   or

or   or
or or (3.26)

여기서 는 코드방향의 길이이고, 아래 첨자는 날개 뒷날에서의 특이
점의 위치이다.

압력 계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 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



  ∞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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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원 날개 단면에 적용

4.1. 2차원 구분 선형 패널법의 정식화

2차원 날개 단면에 대한 적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

log

(4.1)

이때, 특이점의 개수는 기존의 제어점과 특이점 모두 패널의 중앙에 균
일 강도 패널법과 달리 특이점이 절점에 위치한 관계로 개수가 1개 늘
어난 개가 됨을 주의 하여야 한다. 제어점의 경우 패널의 중앙에 
위치하고 개수는 N개가 된다.

적분방정식 (4.1)을 이산화 하면 다음과 같다.


  



 ∆  
  






 (4.2)

여기서, 는  번째 다이폴 패널의 단위 강도에 의한  번째 제어점
의 유기 포텐셜,  은  번째 소스 패널의 단위 강도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유기 포텐셜,  은 후류의 다이폴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유기 포텐셜 그리고 ∂

∂
 는 경계조건에 의한  번째 제어점의 소스 

강도이다.

이산화식 (4.2)를 선형강도를 갖는 다이폴을 적용하면 선형대수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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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여기서, 
      if   

  
(4.4)

   if   

 
if   

(4.5)

   
if   

  
if  

(4.6)

여기서, 과 은 Fig. 4-1과 Fig. 4-2와 같이 패널의 양 끝에 각
각 선형강도를 갖는 다이폴 영향계수를 의미한다.

Fig. 4-1 DR dipole influence 
coefficient

Fig. 4-2 DL dipole influenc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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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강도 패널법에서는 제어점의 위치가 절점에 위함으로 각 절점에
서의 자기 유도 계수를 고려하여한다. 절점에서의 자기 유도 계수는 
Jack Moran[11]에 의해 제안되었다. Jack Moran[11]은 각 절점에 인
접한 두 패널 사이의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어점 P가 번째 절점에 위치할 때 자기 유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4.7)

구분 성형 패널법에서는 N개의 방정식과 N+1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
문에 이산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1개의 식이 추가적으로 요구 되
어 진다. 그래서 Fig. 4-4과 같이 날개 뒷날의 상면과 하면 패널의 접
선방향 속도의 크기가 같도록 하는 Kutta 조건을 적용하여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를 같도록 하였다.

    (4.8)

여기서,




  
cos  sin  (4.9)




  
cos  sin (4.10)

여기서,     그리고 은 각각 날개 뒷날 패널의 절점에서의 
교란 포텐셜(perturbation potential)이다. 은 각 패널의 길이, 는 
유체의 유입각이고, 는 패널의 접선방향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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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elf-induction for a linear dipole strength panel

Fig. 4-4 Notation for Kutta condition at the trailing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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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균일 강도와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의 비교

균일 강도 패널법의 경우 해석해야하는 단면의 형상에 따라 정확도
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절점에서 패널 간 세기의 차이로 발
생하는 오차를 줄이고자 시작한 구분 선형 강도의 정밀도를 받음각이 
0°와 90°일 때 해석해에 대해 균일 강도 패널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받음각이 0°일 경우 포텐셜 점프(∆  )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압력 
계수와 비교하고, 받음각이 90°일 때는 압력계수와 (Morino’s 
gamma)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각 수식은 다음과 같다.

  ∞


 (4.11)

∆     (4.12)

여기서, 는 접선방향 속도이고, ∞는 날개 원방에서의 속도이다. 또, 
은 첫 번째 절점에서의 포텐셜 값이고, 은 단면 마지막 절
점에서의 포텐셜 값이다.

계산에 사용되어진 단면은 원형 단면,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은 이용하였다.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은 날개 뒷날의 
각은 12°이고, 단면의 두께와 캠버량을 결정 짓는 원의 중심은 xc = 
0.07, yc = 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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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Geometry of a circle

Fig. 4-6 Geometry comparison of KT sections with 
camber and without c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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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distribution for a circ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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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distribution for the KT section with cambe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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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E KT SECTION
WITH CAMBER

ANALYTIC 2.99383 1.42301
CONSTANT 2.99177 1.37852

LINEAR 2.98962 1.40513

Table 4-1 Results of the  maxium values by 
various panel methods at  = 0°

Fig. 4-7는 원형 단면을 이용하여 받음각이 0°일 때 압력계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기존의 균일 강도 패널법과 구분 선형강도 패널법 모두 해
석해를 잘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압력계수의 최소값을 이용하여 
정밀도를 비교하였다. Fig. 4-8는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
을 이용하여 받음각이 0°일 때 압력계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최소값 부
근을 확대시켜 놓은 부분을 통해 단면이 대칭성 없이 복잡하여 지는 
경우 기존의 균일 강도 패널법보다 선형 강도 패널법이 해석해를 훨씬 
더 잘 쫓아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1은 원형 단면과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에 대
해 받음각이 0°일 때 얻어진 압력계수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해석해, 균
일 강도,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의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캠버가 들어
간 경우 해석해 대비 균일 강도 패널법의 오차는 3.12%이나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의 경우 1.256%로 오차가 1.87%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단면에 대해 받음각이 90°일 때 압력계수와 포텐
셜 점프를 어용한 경계조건으로부터 를 구하여 정밀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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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distribution for a circ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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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distribution for the KT section with cambe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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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E KT SECTION
WITH CAMBER

ANALYTIC 14.9877 220.011
CONSTANT 14.6632 205.184

LINEAR 14.9585 206.563

Table 4-2 Results of the  maximum values 
by various panel methods at  = 90°

Fig. 4-9은 원형 단면을 이용한 압력계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받음각
이 90°인 경우, 특수한 단면임에도 불구하고 확대한 부분을 통해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이 균일 강도 패널법에 비해 해석해에 대하여 더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10은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을 이용한 압력계수를 정리한 그래프이가. Fig. 
25와 같이 날개의 앞날에서 균일 강도 패널법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 
모두 에 대한 최고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
나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이 여전히 균일 강도 패널법에 비해 해석해
에 대해 더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2는 원형 단면과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에 대
해 받음각이 90°일 때 얻어진 최소 압력계수를 해석해, 균일 강도 패널
법,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의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원형 단면의 경
우, 균일 강도 패널법의 오차는 2.165%이고,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의 
오차는 0.195%인 것을 통해 오차가 1.97%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CIRCLE KT SECTION
WITH CAMBER

ANALYTIC 6.28319 3.45957
CONSTANT 6.21717 3.39717

LINEAR 6.27342 3.43823

Table 4-3 Results of the  values by variouse 
panel methods at  = 90°

Table 4-3는 원형 단면과 캠버가 있는 Karman-Trefftz 단면에 대
해 받음각이 90°일 때 얻어진 를 해석해, 균일 강도 패널법, 구분 선
형 강도 패널법 순서로 정리한 표이다. 원형 단면의 경우 해석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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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균일 강도 패널법의 오차는 1.051%이고, 구분 선형 강도 패널법
의 오차는 0.155%로 오차가 0.896%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Karman-Trefftz 단면에 대해서는 해석해에 대한 균일 강도 패널법의 
오차는 1.804%이고, 구분 선형강도 패널법의 오차는 0.667%인 것을 
통해 오차가 1.137%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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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차원 양력체 계산 결과

5.1. 양력이 없는 원형 날개

유체의 입사각이 영도일 경우에 대해 간단한 형상에 대해 해석해와 
비교하였고, u와 v의 방향에 대한 정의는 Fig. 5-1에 나타 내었다.

Fig. 5-1 Local u-v coordinate system  
 

5.1.1. 구 주변 유동

구의 형상은 각 축으로 a=b=c=1을 반경으로 Fig. 5-2에 나타내었다.

Fig. 5-2 Panel arrangement for a Sphere
(=20, =10, a=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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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와의 비교는 chord방향과 span방향으로 포텐셜, u 방향의 속
도 v 방향의 속도 그리고 chord방향으로 에 대해 각각 비교하였
다. u방향은 chord방향이고, v방향은 날개의 끝단을 향하는 방향이다. 
Fig. 5-3에서 Fig. 5-9까지에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x축은 각 방향 둘
레의 길이를 무차원화 하여 나타 내었다. Chord 방향에서 x축의 영 은 
날개 뒷날의 아랫면, 0.5는 날개의 앞날 그리고 1.0은 날개 뒷날의 윗
면이다. Span 방향에서 x축의 영은 구의 중앙( )이고, 1.0은 
구의 끝부분이다. 도시는 chord방향과 span방향으로 각각 5개씩 나타
내었다.

Fig. 5-3과 Fig. 5-4에 도시한 포텐셜에 대한 비교를 보면 해석해와 
본 논문에서 시도한 부분선형 강도 패널법에 의한 결과가 매우 잘 일
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5에서 Fig. 5-8에 도시한 u방향과 v방향 속도의 chord와 
span방향의 각각의 결과도 포텐셜과 마찬가지로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3절에서 제시한 접선벡터를 구하는 방법과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9에 도시한 의 결과 또한 해석해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계산의 방법이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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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Chordwise potential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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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panwise potential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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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hordwise u-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 49 -

Fig. 5-6 Spanwise u-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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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Chordwise v-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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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Spanwise v-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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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hordwise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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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타원체 주변 유동

타원체의 형상은 각 축방향으로 a=b=1.0, c=0.1을 반경으로 한다. 
c=0.1은 타원체의 두께가 chord방향 길이의 10%임을 의미하고 
Fig.5-10에 나타 내었다.

Fig. 5-10 Geometry representation of a 
Ellipsoid(=20, =10, a=b=1, c=0.1)

해석해와의 비교는 chord방향과 span방향으로 포텐셜, u 방향의 속
도 v 방향의 속도 그리고 chord방향으로 에 대해 각각 비교하였
다. u방향은 chord방향이고, v방향은 끝을 향하는 방향이다. Fig. 
5-11에서 Fig. 5-18까지에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x축은 각 방향 둘레
의 길이를 무차원화 하여 나타 내었다. Chord 방향에서 x축의 영 은 
날개 뒷날의 아랫면, 0.5는 날개의 앞날 그리고 1.0은 날개 뒷날의 윗
면이다. Span 방향에서 x축의 영은 타원체의 중앙( )이고, 1.0
은 타원체의 끝부분이다. 도시는 chord방향과 span방향으로 각각 5개
씩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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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Chordwise potential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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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Spanwise potential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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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hordwise u-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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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Spanwise u-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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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Chordwise v-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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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Spanwise v-direction velocity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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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7 Chordwise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e analytic 
solution(=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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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와 Fig. 5-12에 도시된 포텐셜은 대체적으로 잘 맞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5-13에서 Fig. 5-16의 u방향 속도와 
v방향 속도를 보면 날개의 앞날과 날개의 뒷날에서 해석해와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패널의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는 균일 강도 패널법과는 달리 패널의 절점에 특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패널간 특이점 강도의 불연속은 피할 수 있지만 패널의 
개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날개의 앞날과 뒷
날에서와 같이 작은 반경으로 이루어진 물체의 경우 그 반경을 잘 따
라 갈 수 있는 패널의 배치가 필요하다.

패널 배치에 따른 포텐셜 값의 변화를 2차원 단면을 통해 확인 하였
고, Fig. 5-18에 나타 내었다.

Fig. 5-18 Leading edge 
representation as the number of 

panels increases
Fig. 5-19 Potential distribution near 
the leading edge as the number of 

panels increases

Fig. 5-18와 Fig. 5-19에서 보듯이 자기 유도 계수가 충분히 수렴할 
만큼 패널을 배치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Fig. 5-17의 의 결과에서 보듯 오차의 영향이 
미미할 만큼 패널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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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장비가 큰 날개

계산 검증을 위해 세장비가 큰 날개에 대한 계산을 진행 하였다. 날
개의 단면은 NACA 단면을 선택하였다. 단면은 대칭단면과 캠버가 있
는 단면을 사용하였다. 대칭 단면은 두께가 10%인 NACA 0010, 캠버
가 있는 단면은 NACA 66 a=0.8(t/c=0.1, f/c=0.04)를 택하였다.

3차원의 날개가 무한히 길다고 가정하면 2차원과 같아진다. 날개의 
길을 chord길이의 10배가 되면 충분히 무한다고 보고, chord와 반경
의 비를 10으로 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2차원 날개 단면에 대한 계
산은 4절에서 검증한 부분 선형 패널법을 사용하였다.

2차원 날개 단면의 패널 개수는 80개, 3차원 날개 단면의 개수, 

는 60개이고, 은 20이다. 입사각은 대칭단면일 경우 0°와 10°인 경
우에 대해 계산하였고, camber가 있는 단면의 경우는 0°에 대해서만 
계산하였다. 결과의 비교는 포텐셜과 압력에 대해서 하였다.

입사각이 생기게 되면 포텐셜 점프가 발생하게 됨으로 날개 뒷날에
서 후류면을 필요로 하게 된다. 후류면의 경우 입사각에 영향을 받아 
날개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입사각과 같은 각도가 된다. 그리고 
camber가 있는 단면의 경우 후류면은 날개 뒷날의 아래와 위 패널의 
가운데를 지나도록 한다.

Fig. 5-20에 대칭 단면을 갖는 날개와 입사각이 10°일 경우의 후류
면을 나타내었고, Fig. 5-21에는 camber가 있는 단면에 대한 날개와 
입사각이 0°일 때 후류면을 나타내었다. Fig. 5-22에서부터 Fig. 5-27
까지 대칭단면의 =0°, 10°의 결과와 camber가 있는 단면의 순서로 
비교 결과를 도시하였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chord방향과 span방향으로의 수렴성을 확인 
하였다. Fig. 5-22의 chord방향 수렴성 결과 는 60, Fig. 5-23의 
span방향 수렴성 결과 은 20개가 적당함을 알 수 있고, 계산은 

=60 =20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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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High aspect ratio wing with NACA 0010 and wake surface
(=60, =20, aspect ratio=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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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High aspect ratio wing with NACA 66 a=0.8(t/c=0.1, f/c=0.04) 
and wake surface(=60, =20, aspect ratio=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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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Chord-direction convergence test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NACA 0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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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Span-direction convergence test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NACA 0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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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Potential distribution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compared with 
2D section(NACA 0010, =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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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5  distribution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compared with 
2D section(NACA 0010, =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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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6 Potential distribution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compared with 
2D section(NACA 0010, =6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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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7  distribution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compared with 2D 
section(NACA 0010, =6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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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8 Potential distribution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compared with 
2D section(NACA 66 a=0.8 t/c=0.1, f/c=0.04, =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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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9  distribution for the high aspect ratio wing compared with 
2D section(NACA 66 a=0.8 t/c=0.1, f/c=0.04, =6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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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와 Fig. 5-25의 대칭 단면에 대한 2차원 단면의 결과와의 
비교결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칭 단면
에서 입사각이 있는 경우나 camber가 있는 단면의 경우에는 그 값에
서 차이를 보인다. 

Fig. 5-26의 대칭 단면의 입사각이 있을 경우의 포텐셜 값은 2차원
과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Fig. 5-27의 값은 2차원과 잘 일치하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포텐셜의 값 은 2차원 단면에 비해 
작게 나오고 있지만 포텐셜의 기울기가 2차원과 일치하고 있음을 말한
다. 

Fig. 5-28의 camber가 있는 단면에 대한 포텐셜 값의 비교 결과를 
보면 대칭 단면의 입사각이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또한 Fig. 5-29의 에서 보듯이 특히 날개의 앞날에서의 결과
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입사각이 존재하거나 camber가 있는 단면이 2차원 단면에 
대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2차원과의 Kutta condition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2차원의 경우 날개 뒷날의 패널의 중앙에서 
아래위 윗면의 속도가 같다는 Kutta 조건과 Morino의 Kutta 조건을 
사용하는 반면 3차원의 경우 수정된 Morino의 Kutta 조건과 
pressure Kutta 조건을 적용함으로 인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5.3. 양력이 존재하는 원형 날개

계산 검증을 위한 마지막은 circulation이 존재하는 날개에 대한 계
산이다. 프로펠러 팁 근처의 확대 된 흐름이 원형 날개 주변의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프로펠러 문제에 특히 중요하다.

Circulation이 존재하는 단면은 프로펠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ACA 단면을 사용하였다. 단면은 두께/chord 비가 0.01과 0.05인 
NACA 0001과 NACA 0005, 두 단면에 대한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원형 날개의 양력을 계산하기 위해 날개에 유입되는 유동에 입사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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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주어진 입사각은 5.73°이다. 계산 결과의 검증은 Jordan[8]의 
두께가 영인 양력이 존재하는 원형 날개의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또한 
Jordan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렴성과 영 하중 조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 하였다. 수렴성은 NACA 0001단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Chord 방향 수렴성의 경우 은 40개, span 방향의 수렴성의 경우 
를 40개로 고정 하였다. 좌표계는 Fig. 5-1과 같고 단면의 형상만 
타원에서 NACA로 변경 되었다. Chord 방향과 span방향의 패널은 
cosine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우선 각 방향별로 패널의 개수에 따른 영향을 Jordan의 결과와 비교
하였다. Fig. 5-30은 chord방향의 패널의 개수에 따른 수렴성을 보여
주고 있고, Fig. 5-31의 span방향 수렴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이 원형 
날개의 경우 span방향으로의 수렴이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에 본 논문
에서는 chord방향의 수렴이 더 늦게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서 5.1.2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패널이 이루는 각의 수렴이 
span방향보다 chord방향이 더 늦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각 방향
별로 수렴가능 한 최소 패널은 chord방향으로 60개, span방향으로 40
개가 요구 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원형 날개의 겨우 날개의 끝단에서 교차유동으로 인해 
영 하중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3.5절에서 설
명한 pressure Kutta 조건을 통해 영 하중을 만족시킬 수 있다. 
Fig.5-32에서 나타낸 날개 뒷날의 span방향의 압력차를 통해 
pressure Kutta 조건이 정상적으로 작용 하여 영 하중을 만족 시켰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5-32에서 보듯이 날개의 끝단에서는 
교차유동의 영향으로 다른 반경에 비해 그 값이 크게 나옴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현재 적용된 pressure Kutta 조건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써 수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
해 정도를 낮추면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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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0 Effect of the chord-direction number of panels on the circulation 
distribution of the circular wing(NACA 0001,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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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Effect of the span-direction number of panels on the circulation 
distribution of the circular wing(NACA 0001,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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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  Effect of the pressure Kutta condition on the span-direction 
∆ of the circular wing(NACA 0001,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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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은 삼각형 패널상에 다이폴의 강도를 선형적으로 분포 시켜 
정식화 시키는데 있다. 삼각형 패널의 배치는 동일 반경상에 삼각형 패
널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Green의 정리를 만족하는 밀폐된 형상을 
만들었다. 특이점은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 위치시켜 패널간 특이점 강
도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제어점의 위치는 특이점의 위치와 
일치시키고 날개의 뒷날에서는 Kutta 조건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패널
의 변을 따라 날개의 앞날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 배치하였다. 또한 
날개 뒷날에서의 제어점을 이동시키면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이 개수
가 같아져 기존의 Kutta 조건만으로도 문제의 정식화를 할 수 있었다.

3차원 문제에 대한 정식화에 앞서 2차원 문제에 대한 정식화를 통해 
정식화 방법과 가정들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2차원 문제
에 대해서는 기존의 균일 강도 패널법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
고, 정식화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3차원 문제에 대한 정식화의 검증은 간단한 3차원 물체에 대해 진행
하였다. 먼저 해석해가 존재하는 양력이 없는 원형 날개, 구와 타원체
에 대해 진행하였고, 해석해와 비교 결과 해석해와 잘 일치함을 보였
다. 이어서 세장비가 큰 날개에 대해 2차원의 결과와 비교를 진행 하였
다. 2차원 결과와의 비교는 대체적으로 2차원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지만 입사각이 존재하거나 camber가 있는 단면을 갖는 날
개의 경우 2차원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압력의 비교결과 그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력이 존재하는 원형 
날개에 대해 계산을 진행하였고, Jordan[4]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패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Jordan[4]의 결과에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검증 결과 본 논문에서 진행한 삼각형 패널상에 선형적으로 
dipole의 강도가 분포하는 패널법의 정식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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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영향 계수의 유도

제어점 P에 대해, 식 (2.10)을 2차원의 형태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
다.

 





log 


log




∆

log

(A.1)

여기서, 3차원 Green 함수,  


  는 2차원 Green 함수 


log로 

대체되고, 면적분은 선적분이 된다.

식 (A.1)을 다이폴과 쏘스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영향 계수를 유도하
였다. 다이폴 항은 식 (A.1)의 첫 번째 항이고, 쏘스 항은 두 번째 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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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A.3)

여기서, 는 다이폴에 의한 영향 계수이고, 는 쏘스에 의한 영향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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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특이점의 강도가 균일하게 분포한 경우

패널에 걸쳐 균일한 강도를 갖는 다이폴에 의한 영향 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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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이어서 쏘스에 의한 영향 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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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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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특이점의 강도가 선형적으로 분포한 경우

패널에 걸쳐 선형적으로 강도를 갖는 다이폴은 Fig. 4-1와 Fig. 4-2
에 보인바와 같이 패널 양 끝의 절점에 다이폴이 존재하고, 다이폴에 
의한 영향은 다른 절점에서 강도가 영이 된다. 그러므로 다이폴에 의한 
영향 계수를 계산 할 때는 패널의 두 절점으로부터의 영향을 각각 구
해야 한다. 패널의 오른쪽에 다이폴이 존재할 때를 D.R , 왼쪽에 존재
할 때를 D.L 이라고 명명하였다.

먼저 패널의 오른쪽에 다이폴이 존재할 경우(D.R)에 대한 영향 계수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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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치환적분을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적분변수를 설정한다.

   →  
  
  
  

 
  

   




  




 
 



  

  




 

 


  

  







  

  









  

  







  

  










tan  



   





ln  

  

 


    ln




(A.7)



- 85 -

이어서 패널의 오른쪽에 다이폴이 존재할 경우(D.L)에 대한 영향 계
수를 구한다. 구하는 방법은 D.R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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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치환을 위한 적분변수는 D.R의 변수와 같다.

 
 

 








 

 




 






  








  




(A.9)

여기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D.R과 같으므로 두 번째 항만 기술한다.




 

  


  


tan



  (A.10)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여 최종적인 영향 계수를 구하면 다
음과 같다.

  




ln


 (A.11)

부분 선형 패널법에서 쏘스의 강도는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였
기에 균일 강도 패널법의 쏘스에 의한 영향 계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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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영향 계수의 확인

패널에 선형으로 분포하는 다이폴에 의한 영향 계수를 검증하기 위
해 서로 다른 균일한 다이폴 강도를 가진 패널을 마치 선형적으로 강
도가 증가되는 것처럼 인접하게 위치시켰다.

Fig. B1 Equivalent representation of numerous constant strength panels 
for a linear strengt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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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폴의 강도가 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패널과 일정한 단일 패
널에 대하여 제어점을 원형으로 배치시켜 각각의 강도 분포에 의해 계
산된 유기 포텐셜을 값을 비교하였다. 우선 패널의 오른쪽에 다이폴이 
존재할 경우에 대한 결과를 보였다.

Fig. B2 Arrangement of panel and control points, with right side dipole strength

결과 값은 Table B1에 나타내었다. 다이폴의 강도가 균일할 때와 선
형적으로 분포할 때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균일한 
다이폴 강도를 갖는 패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다이폴의 강도가 선형
적으로 분포하는 패널에 의한 영향 계수 계산 결과와의 차이가 줄어듦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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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0 0.000 0.00E+00 0.00E+00
2 2.430 -1.760 2.28E-0.2 2.28E-0.2
3 0.927 -2.850 2.75E-0.2 2.75E-0.2
4 -0.927 -2.850 2.13E-0.2 2.12E-0.2
5 -2.430 -1.760 1.12E-0.2 1.12E-0.2
6 -3.000 0.000 0.00E+00 2.07E-08
7 -2.430 1.760 -1.12E-0.2 -1.12E-0.2
8 -0.927 2.850 -2.13E-0.2 -2.12E-0.2
9 0.927 2.850 -2.75E-0.2 -2.75E-0.2
10 2.430 1.760 -2.28E-0.2 -2.28E-0.2
11 3.000 0.000 0.00E+00 0.00E+00

Table B1 Comparison of dipole influence coefficient by constant strength and linear 
strength panels with right side dipole strength

이어서 패널의 좌측에 다이폴이 존재할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Fig. B3 Arrangement of panel and control points with left side dipo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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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Table B2에 나타내었다. 다이폴이 패널의 오른쪽에 있
는 경우처럼 다이폴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와 선형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1 3.000 0.000 0.00E+00 0.00E+00
2 2.430 -1.760 2.28E-0.2 2.28E-0.2
3 0.927 -2.850 2.75E-0.2 2.75E-0.2
4 -0.927 -2.850 2.13E-0.2 2.12E-0.2
5 -2.430 -1.760 1.12E-0.2 1.12E-0.2
6 -3.000 0.000 0.00E+00 2.07E-08
7 -2.430 1.760 -1.12E-0.2 -1.12E-0.2
8 -0.927 2.850 -2.13E-0.2 -2.12E-0.2
9 0.927 2.850 -2.75E-0.2 -2.75E-0.2
10 2.430 1.760 -2.28E-0.2 -2.28E-0.2
11 3.000 0.000 0.00E+00 0.00E+00

Table B2 Comparison of dipole influence coefficient by constant strength and linear 
strength panels with left side dipole strength

상기의 두 계산결과로 보아 다이폴이 선형적으로 분포하는 패널의 
영양 함수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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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해석해

C.1 원의 해석

원의 포텐셜 값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cos  


 (C.1)

 위의 수식에서 포텐셜, 는 섭동 속도 포텐셜이다. 여기서, Γ는 
    그리고   일 때 Kutta 조건을 적용하여   이면   이
므로    가 된다. 또, 는 유체의 입사각이다.

 속도는 교란속도와 유입속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sin

(C.2)

 
 압력계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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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Karman-Trefftz 변환

Karman-Trefftz 변환의 경우 원의 형상을 날개 단면의 형상으로 변
환시키면서 원 주변의 압력도 같이 변환시키므로, 변환에 의해 얻어진 
압력의 값은 변환되어진 날개 단면의 해석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Karman-Trefftz 변환은 한 점 z에서 다른 한 점 ζ로 다음의 관계식
을 이용하여 변환시키는 것이다.

   
    (C.4)

 여기서, λ와 a의 값은 상수의 값으로 주어진다.

 위의 관계식을 미분 하게 되면 z 평면의 속도를 ζ 평면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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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양력이 없는 3차원 원형 날개에 대한 해석해

양력이 없는 원형 날개의 각 축의 반경을 a, b 그리고 c라 하고, 유
입 속도는  축과 평행이고, ∞라 정의 한다.

양력이 없는 원형 날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C.6)

양력이 없는 원형 날개의 표면에서의 포텐셜의 표현은 Lamb[16]에 
의해 주어진다.

  ∞ (C.7)

여기서,









∞




 

수식 (C.7)의 적분은 수치적분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유입속도 ∞=1로 두고, 물체의 반경 a와 b를 1로 두면 식 (C.6)은 
다음과 같다.




 (C.8)

양력이 없는 날개의 표면에서의 속도는 Lee[2]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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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ig. 5-1에 표시한 방향(u-v방향)으로 표면에서의 속도를 구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환한다.

 


 

(C.9)

식 (C.9)을 식 (C.8)에 적용하면 담음과 같다.




 (C.10)

연쇄법칙을 사용하면 u방향 속도를 구할 수 있다.




















(C.11)

여기서, 는    일 때, 물체 호의 길이이고, 다음과 같다.

 (C.12)

식 (C.12)를 사용하여 와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C.13)

그리고 
 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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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최종적으로 u방향의 속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C.15)

v방향의 속도는 u방향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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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order potential-based panel method based on Green's 

theorem, with piecewise-linear dipole strength on triangular 
panels, is formulated for the analysis of  potential flow around 
a three-dimensional wing. Previous low-order panel methods 
adopt square panels with piecewise-constant dipole strength, 
which results in inherent errors. 

Square panels cannot represent a high curvature lifting 
body, such as propellers, since the four vertices of the square 
panel do not locate at the same flat plane. Moreover the 
piecewise-constant dipole strength induces inevitable errors 
due to the steps in dipole strength between adjacent panels.

In this paper a high-order panel method is formulated to 
improve accuracy by adopting a piecewise linear dipole 
strength on triangular panels. Firstly, the square panels are 
replaced by triangular panels in order to increase the 
geometric accuracy in representing the shape of the object 
with large curvature. The projection of square panels to a 
mean plane is not required since triangular panels locate on a 
flat plane. This would reduce the possible error caused by 
geometric projection of the square panel. Next, the step 
difference of the dipole strength between adjacent panels is 
removed by adopting piecewise-linear dipole strength on the 
triangular panels. The dipole strength is defined at the vertex 
of the triangular panel so that the singularity strength is 
distributed linearly without the step difference through out the 
triangular panels representing a twisted geometry. 

Formulation of a two-dimensional panel method is performed 
to check the improvement of the accuracy compared to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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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low-order method with constant dipole strength panel. 
Then formulation of the three-dimensional panel method is 
performed. Control points, where the Green’s identity are 
satisfied, are located at vertices in the present method, 
compared to the centroid of the square panel in the low-order 
panel method. Sample calculation is carried out for simple 
geometries and results are compared with analytic solutions, 
in order to verify the formulation. 

Sphere and ellipsoid at zero angle-of-attack are chosen for 
sample calculation. Calculation results coincide the analytic 
values with resonable accuracy. Circular wing at 
angle-of-attack is chosen to confirm the formulation for the 
lifting problem. It is confirmed that Morino’s Kutta condition 
do not provide the pressure matching at the trailing edge near 
the tip of the circular wing, where cross-flow around the tip 
is large. A pressure kutta condition is formulated in order to 
reduce the pressure difference at the trailing edge. Calculated 
results for a thin foil follow the Jordan’s analytic results for 
zero thickness circular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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