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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극초음속 경계층 불안정성의 신속한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생성하고, 
하이퍼파라미터에 따른 예측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유동 조건의 2차원 
단일 램프 위 극초음속 경계층에 대한 선형 안정성 방정식 해석을 수행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학습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선형 안정성 해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적용한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경계층 천이지점의 반경험적 예측에 적용해 볼 
예정이다.

서론

경계층 천이는 극초음속 비행체 표면의 공력가열 및 공력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있어서 경계층 천이지점의 예측은 열공력성능 
해석을 통한 생존성 확보 및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천이 현상의 물리적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천이발생의 원인인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경계층 불안정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론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 및 실험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치적 방법에는 LES 및 DNS 등의 전산유동해석 방법이 
있지만, 안정성 해석과 비교하여 많은 계산자원이 요구된다. 이론적 방법으로는 선형 
안정성 이론(Linear Stability Theory, LST)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론적 방법인 
안정성 연구를 위해서는 안정성 해석 코드 등이 별도로 요구되며, 사용상 진입장벽이 
높아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2] 따라서, 안정성 해석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으로 한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경계층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극초음속 비행체의 초기설계 및 성능해석 시 천이 
예측이나 설계 변수에 따른 천이지점 변화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ST 해석을 기반으로 획득한 2차원 극초음속 단일램프 위 극초음속 
경계층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신경망 기법에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불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해석 케이스 및 학습용 데이터 획득
본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LST 코드[3]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에 대한 2차원 단일 

램프 위 극초음속 경계층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고, 인공신경망 모델 학습을 위한 훈련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해석 조건으로는 고도  ∼( ), 마하수 
  및 다양한 벽면온도 조건( , , , 단열)을 선정하였다. 각 

유동 조건에 대하여 안정성 해석을 위한 층류 평균 유동장(mean flow)을 계산하였다. 



층류 평균 유동장에 대해 LST 해석을 수행하여 그림 1.과 같이 램프면에 평행한 주유동 
방향(x) 각 위치에서의 Mack 2nd mode[4] 교란의 공간 증폭률(spatial amplification 
rate)을 획득하여 훈련용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그림 1. 해석 단일램프 형상

경계층 두께(), 경계층 끝단의 속도(), 밀도(), 온도(), 레이놀즈 수(), 
마하수(), 무차원 교란 주파수( ) 및 경계층 끝단과 벽면의 온도 

비(), 총 8가지의 독립변수를 신경망 모델의 입력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각 해당 

조건에 대해 LST로부터 계산되는 공간 증폭률()을 종속변수로써 인공신경망의 

출력(예측)변수가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위치별 무차원 교란 주파수()는 

특정 교란에 대하여 식(1)과 같은 무차원 교란 주파수()의 정의로 부터 획득한 교란의 

주파수()를 해당 위치의 경계층 두께와 끝단 속도로 무차원화 한 값이다.(식(2))

 ∞ 
   ∞ ×   (1)

       (2)

 각 변수의 하첨자 ‘e’는 경계층 끝단에서의 값을 ‘∞’는 자유류의 값을 
의미하며, 경계층 두께는 램프 벽면에 수직인 방향(y)에 대하여 자유류 및 해당 지점의 
전 엔탈피(total enthalpy)의 비가 ∞ 가 되는 높이로 정의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 생성을 위해 획득한 훈련용 데이터는 58,026개이며, 생성 모델의 
검증을 위해 ,   조건에서 무차원 교란 주파수   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 생성
인공신경망 모델에는 텐서플로우(tensorflow)기반의 오픈소스 딥러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케라스(Keras)[5]를 사용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에 따른 신경망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다양한 은닉층(hidden layer)과 노드(node)의 개수 및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파라미터들은 고정값을 
사용하였다.

§ 표 1. 인공신경망 모델 생성을 위한 하이퍼파라미터

Batch size 2 Learning rate 0.001

No. hidden layers 1, 2, 3 Weight initializer He_normal

No. nodes per layer 4, 8, 16, 32, 64 Optimizer Adam

Activation functions Sigmoid, tanh, ReLU Epochs 500



본 초록에서는 결정계수(determinant coefficient,  )가 0.99 이상인 케이스들 중 
고정된 특정 은닉층 노드수와 활성함수(No. of nodes per layer = 32, activation 
function = Sigmoid)에 대하여, 은닉층 개수(No. of hidden layers) 별 모델의 
예측정확도 비교 예시를 제시한다. 표 2.는 은닉층 개수에 따른 결정계수 값을 
보여준다.

§ 표 2. 데이터베이스 및 은닉층 개수에 따른 결정계수 

(No. nodes per layer = 32, Activation function = Sigmoid)
No. of hidden layers Training database Testing database

1 0.9918 0.8946

2 0.9968 0.9007

3 0.9983 0.9768

결과 분석

은닉층 개수의 영향 분석
은닉층 개수에 따른 각 모델의 증폭률 예측결과와 LST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2~ 3에 

나타내었다. 예측한 증폭률에 대하여 식 (3)~(4)를 사용하여 -method에서 사용되는 
N-factor 곡선을 그리고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으며, 훈련용 데이터 결과 비교는 
대표결과로 고도   , 마하수    조건의 무차원 교란 주파수   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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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훈련용 데이터 비교 결과 :  ,   ,   
(No. nodes per layer = 32, Activation function = Sigmoid)

그림 2.는 훈련용 데이터에 대한 결과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a)를 보면, 
은닉층의 수가 많은 모델이 교란 증폭률이 0이 되는 중립점(neutral point)을 더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2.를 통해 확인했던 훈련용 데이터에 대한 
결정계수 값이 은닉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2-(b)의 N-factor 곡선을 보면, 은닉층 개수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계수가 실제 안정성 예측결과와의 유사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비교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앞서 검증용 데이터 
비교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모델이 LST 해석과 유사한 경향성을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정계수 및 은닉층 개수의 증가가 무조건적으로 높은 결과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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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검증용 데이터 비교 결과:  ,   ,   
(No. nodes per layer = 32, Activation function = Sigmoid)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극초음속 경계층 불안정성의 신속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확인하고 경계층 천이지점 예측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습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선형 안정성 이론 해석결과와 유사한 교란 증폭률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해, 최적화된 

모델을 소개하고 -method기반의 경계층 천이지점 예측 적용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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