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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공기 착빙이란 대기중 존재하는 과냉각 수증기 입자가 항공기 표면에 충돌 후, 
얼어붙는 현상이다 항공기 외부 표면에 얼어 붙은 얼음에 의해 항공기의 형상에 변형이 . 
발생하고 이에 의해 항공기의 성능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성능 감소와 함께 안전성에 ,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빙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 
연구는 결빙 형상을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유동장 해석과 . 
액적 궤적 계산을 위하여 기반의 비정렬 해석자인 을 (droplet) Navier-Stokes OpenFOAM
사용하였고 다양한 외기 조건에서 얼음 형상을 예측할 수 있는 열역학 모델을 개발 , 
중에 있다 결빙 형상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기 성능 예측 안정성 평가등을 . , 
수행하고 적용할 제빙 또는 방빙 장치를 결정하고 장치의 적용 범위와 얼음을 , , 
제거하거나 녹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서론

항공기 착빙이란 대기중 존재하는 과냉각 수증기 입자가 항공기 표면에 충돌 후, 
얼어붙는 현상이다 항공기 외부 표면에 얼어 붙은 얼음에 의해 항공기의 형상에 변형이 . 
발생하고 이에 의해 항공기의 성능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성능 감소와 함께 안전성에 ,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빙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착빙 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실험을 통한 연구는 착빙 현상이 발생하는 외기조건에서 직접 비행 하거나 결빙 [1]
풍동 에서  데이터를 축적한다 비행시험은 외기 조건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2] . ,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결빙 풍동은 초기 설립 비용과 유지 비용이  많이 요구되어 . 
미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일부 정부 연구소 단위에서 운용중에 있다, , .
실험에 의한 제약에 의해 항공기 착빙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수치해석으로 통해 
진행되고 있다 년대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을 가정으로 한 패널 기법과 . 1980 , , 
라그랑지안 액적 궤적 계산을 기반으로 한 세대 결빙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1 [3]. 
이후 계산 기술의 발달로 기반의 세대 결빙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중에 , Navier-Stokes 2
있다[4].
본 연구에서는 결빙 형상을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세대 기반의 2 Navier-Stoke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예측한 결빙 형상을 통해 항공기 성능 예측 안정성 평가등을 . , 
수행하고 적용할 제빙 또는 방빙 장치를 결정하고 장치의 적용 범위와 얼음을 , , 
제거하거나 녹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 방법



결빙 형상을 예측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물체 주위의 유동장을 해석 하는 모듈과 과냉각 수증기 입자의 궤적을 . 1) 2) 
계산하는 모듈 물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전달을 고려하는 열역학 모듈, 3) , 4) 
얼음에 의해 변형된 날개 형상을 재생성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액적장은 질량보존과 모멘트 보존을 만족하도록 오일러리안 기반의 해석을 수행하였고 
액적에 작용하는 항력 중력 부력을 고려하였다, , .

그림 결빙 해석 코드의 구성과 본 연구에서 개발 예정인 하부 모듈의 구성1. 

열역학 모델은 항공기 외부에 충돌한 액적의 상 을 결정한다 충돌한 액적이 물(phase) . , 
물과 얼음 또는 얼음인지 열역학 모델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열역학 모델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날개 표면에 얼어 붙은 결빙 형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격자를 생성하고 이 형상에 , 
대하여 유동해석 궤적 계산 열열학 모델 격자 재생성의 과정을 반복하여 착빙 환경에 , , , 
노출된 시간 동안 해석을 반복한다.

결론

세대 기반의 결빙 형상 예측 프로그램은 네 가지 모듈을 반복하여 결빙 2 Navier-Stokes 
형상을 예측한다 현재까지 유동장 해석 입자 궤적 계산 격자 재생성 모듈은 . , , 
개발되었다 추후 열역학 모델을 추가하여 다양한 결빙 환경에서 얼음 형상을 예측하는 . 
해석 코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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