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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dimensional steady flowfields generated by transverse injection jets into a

supersonic mainstream are numerically simulated. Fine-scale turbulence effects are

represented by a k-ω SST two-equation closure model which includes y
+

effects on the

turbulence model. Solution convergence is evaluated by using Grid Convergence

Index(GCI), a measure of uncertainty of the grid convergence. Comparison is made

with experimental data and other turbulence models in term of surface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the length of the upstream separation region, and the penetration height.

Results indicate that the k-ω SST model correctly predicts the mean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and the upstream separation length for low static pressure ratios.

However, the numerical predictions become less consist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as

the static pressure ratio increases. All these results are taken within 1% error band of

grid convergence.

초 록

초음속 주 유동으로의 수직분사에 의해 생성되는 2차원 정상상태 유동장에 대한 수치

모사를 수행하였다. 난류효과를 위해서 무차원 벽면거리(y+)를 고려한 2방정식 k-ω SST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격자계에 따른 오차범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GCI(Gird

Convergence Index)를 사용하여 해의 수렴성을 측정하였다. 표면 압력분포, 박리거리, 침

투높이 등에 대해 실험결과 및 다른 난류모델을 이용한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k-ω SST

난류모델은 낮은 압력비에 대해서 표면 압력분포 및 박리거리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치적 예측이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기한

모든 결과는 격자계에 따른 해의 수렴성의 오차범위 1% 이내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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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음속 주 유동에 분사되는 수직분사 제트 유

동은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적용가능성 때문

에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수직분사 제트는 로

켓의 추력방향제어 시스템이나 초음속 연소기에

서의 연료분사-혼합증진 방법 등으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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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단순한 작동 기구에도 불구하고 유동박

리, 아음속 재순환영역, 충격파 상호작용과 같은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

잡한 유동장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실험

적/수치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1-9], 이를 통해

서 초음속 유동장에서 수직분사 유동의 특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초음속 유동장의 난류 검

증 모델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 수직분사 유동과 같은

복잡한 유동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리

적 현상의 모델링 및 적절한 수치기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산해석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uncertainty)과 오차(error)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 또한 해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

법이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물리적 현상에 대

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모델링 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하며, 오차는 ‘물리적 현상

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는 인지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10]. 따라서 인지할 수 있

는 오차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전산해석의 신뢰

성을 높이는데 기본적이며 쉬운 방법이다. 오차

요인은 다시, 물리적 근사에 기인하는 오차, 끝처

리(round-off) 오차, 반복계산에 의한 수렴 오차,

차분 오차 등이 있다. 물리적 근사에 따른 오차

는 모델의 공식화 또는 간략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전산해석 코드의 개발과정에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 끝처리 오차의 경우 최근 컴퓨

터 성능의 향상에 따른 유효숫자의 확대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복계산에 의한 수렴

오차는 수렴된 해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해석대상에 따라 다소 상대적이다. 한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차분에 의한 오차는 전산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오차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근래 들

어 GCI(Grid Convergence Index) 개념의 도입으

로 Grid Refinement 연구에 따른 정량적인 오차

범위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11-14].

수직분사 유동의 전산해석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난류모델의 신중한

적용이다. 난류 모델은 해석하고자 하는 난류 스

케일에 따라 크게 RANS, LES, DNS 등으로 분

류된다. 이 가운데 난류 적용의 복잡성 및 계산

비용 등으로 인해 공학문제에는 RANS 모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RANS 모델은

다시 대수적 모델인 0방정식 모델, 난류 운동에

너지는 미분방정식으로부터 구하고 길이 척도는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1방정식 모델, 난류 운동에

너지와 길이척도를 모두 미분방정식으로부터 구

하는 2방정식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벽면처

리 방법에 따라서 난류 모델은 고 레이놀즈 수

모델과 저 레이놀즈 수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k-ε 모델 기반의 고 레이놀즈 수 모

델은 벽면근처와 같이 레이놀즈 수가 낮은 영역

은 벽 함수(wall-function)을 이용하기 때문에 벽

면근처에서 격자의 집적도가 낮아 강건하고 효율

적인 반면에 형상이나 유동이 복잡해지면 해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k-ω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저 레이놀즈 수

모델은 벽면근처와 같이 낮은 레이놀즈 영역에

격자를 집중시켜 해석하기 때문에 계산의 효율성

은 떨어지나 해의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벽면격자거리에 따라 해가

민감하기 때문에 무차원 벽면거리, y
+
가 고려되

어야 한다.

수직분사 유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난류 모

델의 신뢰성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험

결과와 많이 비교하였다. 그러나 해의 정확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차의

원인이 난류 모델에 의한 것인지, 수치적 오차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직분사 유동의 해석

에 있어, y
+
와 GCI 계산을 바탕으로 난류 벽면거

리와 차분 오차의 감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Grid

Refinement 연구를 통해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

으며, 이를 통해 구해진 표면 압력분포, 박리거

리, 침투높이 등을 실험결과와 비교해 전산해석

의 신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수직분사 모델

구체적인 실험 모델의 설명에 앞서 초음속 자

유류와 수직분사 제트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2차원 유동장에 대한 설명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초음속 주 유동에 수직으로 분사되

는 제트 유동은 과소팽창 상태로, 분사기 출구를

Fig. 1. Schematic of slot injection flow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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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급격히 팽창하면서 평판의 난류 경계층을

통과하여 자유류와 충돌하게 된다. 분사기 상류

의 비점성 영역에서는 수직 분사 제트에 의해 궁

형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는 다시 분사기 앞전에

서 경계층의 박리를 야기한다. 박리된 경계층 내

부에는 두 개의 서로 반대 방향의 재순환 영역

(PUV : Primary Upstream Vortex, SUV : Secondary

Upstream Vortex)이 존재하며, 재순환 영역에 의

한 경계층의 이동은 인접 상류에 박리충격파를

발생시킨다. 재순환 영역과 박리 충격파 사이에

는 음속면이 존재하며, 이는 초음속 유동에서 압

축 쐐기와 유사하게 유동을 변위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사기 위에서는 제트가 팽창하며 자유류

와 압력평형을 이루기 위해 마하디스크가 분사

제트 기둥 주위에 형성된다. 분사기 하류에서는

유동의 흐름이 다시 평판과 평행하기 위해 재부

착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박리영역 내부에는 두 개의 서로 반대 방향 재순

환 영역(PDV : Primary Downstream Vortex, SDV :

Secondary Downstream Vortex)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분사기 상․하류에서 재순환 영역에 의

한 표면 압력분포의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영역 1에서의 급격한 압력 상승은 박리충격

파에 의한 것이며, 이어지는 영역 2의 점진적인

압력 상승은 박리영역 내의 상대적으로 일정한

재순환 영역에 의한 것이다. 영역 3에서의 최대

압력구간은 분사기 상류의 SUV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분사기 하류에서 표면 압력이 하강하는

영역 4는 재부착 충격파에 의해 발생한 두 개의

서로 반대 방향 재순환 영역에 의한 것이며, 이

어지는 압력 회복 구간인 영역 5는 PDV의 끝단

과 경계층 재부착 및 재부착 충격파와 관련되어

발생하게 된다.

Fig. 2. Schematic of surface static pressure of
slot injection flowfield

Fig. 3. Flat plate model with transverse
injection (Aso et al., 1991)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해석모델 가운데

하나로 1991년 수행된 Aso et al.(이후, Aso로 표

기) 실험 모델을[4] Fig. 3에 나타내었다. 마하수

3.75의 초음속 유동장 내에서, 앞전으로부터 길이

L= 330 mm에 위치한 폭 w=1.0 mm인 2차원 축

소 노즐로부터 유동방향에 수직으로 질소가 분사

된다. 분사기 출구의 마하수는 1이며, 자유류와

분사기 출구 유동 사이의 압력비는 각각 4.86,

10.29, 17.72, 25.15 이다. 또 다른 모델은 1968년

수행된 Spaid and Zukoski(이후, Spaid로 표기)

실험 모델[2]로서 마하수 3.5의 초음속 유동장 내

에서, 앞전으로부터 길이 L=228.6 mm에 위치한

폭 w=0.2667 mm인 2차원 축소 노즐로부터 유동

방향에 수직으로 질소가 분사된다. 분사기 출구

의 마하수는 역시 1이며, 자유류와 분사기 유동

사이의 압력비는 각각 8.74, 17.12, 42.79, 63.50

이다. Spaid의 실험은 Aso의 실험에 비해 평판

양쪽에 측벽을 설치하여 유동의 3차원 효과를 억

제하였으며, 표면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압

력공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구체적

인 실험 조건을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

Parameter Aso et al.
Spaid and

Zukoski

Slot width [mm] 1.0 0.2667

M∞ 3.75 3.5

p∞ [kPa] 11.090 3.145

T∞ [K] 78.43 86.5

Re 2.07×10
7

3.06×10
6

Mjet 1.0 1.0

pjet/p∞
4.86, 10.29,

17.72, 25.15

8.74, 17.12,

42.79, 63.50

Tjet [K] 249 298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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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치적 접근방법

3.1 지배방정식

초음속 유동장 해석을 위한 압축성 Navier-

Stokes 방정식을 보존형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있다.
















 (1)

구체적인 유동과 플럭스 벡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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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 식에서  는 보존 변수 벡터를 의미

하며,  와  및 와 는 각각 비점성 유동

벡터와 점성 유동 벡터이며,  는 난류에 의한

생성항을 의미한다. 난류 모델은 일반적으로 자

유 전단 경계층 문제에 많이 쓰이는 k-ε 모델과

벽면 경계층 문제에 유리한 Wilcox의 k-ω 모델

을 혼합한 Menter의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다[15]. 경계조건은 자유류가 초

음속이므로 입구조건의 경우 주어진 마하수에 대

하여 고정된 형태로 주어졌으며, 윗면은 계산 영

역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

을 만큼 충분히 멀기 때문에 입구조건과 동일하

게 처리하였다. 벽면에서는 점착-단열조건이 사

용되었다. 분사기의 경우, 출구면의 속도가 음속

이므로 난류 운동 에너지(k)와 비소산율(ω)에 대

한 조건이 지정되어야 하나, 전산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알려진 조건이 없으므로 분사 유동에 대

한 난류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았다. 출구 조

건은 외삽처리 하였다.

3.2 수치기법

수치적인 해석을 위해서 지배방정식을 유한체

적법을 이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대류 플럭스항

은 일반 좌표계에서 Roe의 FDS 기법을 사용하

여 차분하였으며, MUSCL 기법을 이용하여 고차

의 공간차분 정확도를 유지하였고, TVD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분형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점성항의 차분에는 중심 차분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LU-SGS 기법을 이용하여 완전 내재적인 시

간적분을 수행하였다.

3.3 GCI(Grid Convergence Index)

전산해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격자계를 선택하는 것

이 적절하며, 선택한 격자계가 어느 정도의 차분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격자

계 선택은 유동 조건, 해석 종류, 형상 등과 같은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련

의 격자계에 대해서 해의 수렴성을 테스트 해보

는 Grid Refinement 연구를 수행한다. Roache에

의해 제안된 GCI는 격자 수준에 따른 해의 수렴

오차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Richardson 외삽 방

법을 이용하여 저해상도 격자 결과와 고해상도

격자 결과 사이에 2차 정확도의 근사를 통해 격

자에 따른 해의 오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다. 따라서 GCI를 통해 계산된 결과와 고해상도

결과 간의 오차범위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준의

격자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격자 해상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점

근적으로 수렴하는 해는 실제 물리적 해와 정확

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분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GCI를 계산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

산된다.

Step 1 : 서로 다른 3개의 격자계 선택 및 주요

변수() 선택

  ≧ (2)

여기서, 격자비()가 이상인 것은 경험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차분 오차를 반복계산에 의한 오

차 또는 끝처리 오차와 같은 다른 오차 요인으로

부터 구분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Step 2 : 격자 수렴 정확도() 계산

 ln


ln (3)

  ln





 


  




(4)

  ⋅ (5)

여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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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or   이다.

Step 3 : 외삽법에 의한 추론값 계산

(Richardson Extrapolation)

 
 

 


 

(6)

 
 

 


  

(7)

Step 4 : GCI 계산

GCIfine r 
p 

e a
(8)

여기서,   

   이다.

위에서 언급된 GCI를 이용한 Grid Refinement

연구 결과는 다음 절에 나타내었다.

3.4 Grid Refinement 연구

Grid Refinement 연구를 위해 총 12가지 경우

에 대해서 무차원 벽면거리 y
+
의 계산을 수행하

였다. 먼저, 격자의 수에 따라 Level 1, Level 2,

Level 3로 분류하였으며, 각 Level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 격자가 생략되었다. 또한, 각 Level에

서 y
+
의 증가에 따라 편의상 Column 1부터

Column 4까지 분류하였다. Level 1의 경우,

Column이 증가하면서 y
+
가 1.0부터 8.0이 되도

록 2배씩 증가시켰으며, Level 2와 Level 3에서

는 사이 격자 생략에 의해 구해진 격자에 대해

y
+
를 계산하였다. 각 격자계에 대한 y

+
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y+ calculation of each grid system

Grid Column 1 Column 2 Column 3 Column 4

Level 1

401×401
y
+
≃1.0 y

+
≃2.0 y

+
≃4.0 y

+
≃8.0

Level 2

201×201
y+≃1.8 y+≃3.0 y+≃7.4 y+≃13.2

Level 3

101×101
y+≃3.3 y+≃7.0 y+≃12.5 y+≃21.4

이를 바탕으로 각 Level에서의 표면 압력분포

를 구해 비교해 보았다. Level 3의 경우, Column

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 압력분포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Level 2의 경우 그 정도는 완화

Fig. 4. Effect of grid level and wall distance
on surface static pressure

되었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벽면

거리의 증가에 따라 난류모델에 의해 해가 민감

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Level 1의 경우,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Level 2에 비해서 전반적으

로 표면 압력분포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으

며, y+ ≤ 2에서는 수렴된 해를 보여주었다. 한편,

격자 Level에 관계없이 y+ ≤ 5에서는 L2 norm

이 10
-4

-10
-3

정도까지 수렴하였지만, y
+
≥ 5에서

는 일관된 수렴 특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y+ ≤ 2인 Column 1과 Column 2에

대해서 최적의 격자계를 결정하기 위해 정량적

차분오차 측정이 가능한 GCI의 계산이 수행되었다.

Fig. 5와 Fig. 6에서는 Column 2와 Column 1

에 대해서 각각 격자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표면

압력분포가 점근적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을 살펴

보고, Richardson 외삽법을 사용해 구한 무한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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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id convergence and discretization
error bar at Column 2

계를 사용한 해와 비교해 보았다. Column 2의

경우,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Level 3에서

Level 1로 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가 수렴하

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분사기 상류에 존재하

는 박리영역과 후류에 존재하는 재순환 영역에서

비교적 큰 10% 내외의 차분오차가 발생하였다.

반면, Column 1에서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Level 1의 401×401 격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무한 격자계를 사용한 해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차분 오차를 보다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차범위를 도입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사기 직후 부분을 제외한 전체 유동

장에서 1% 이하의 차분오차를 보여준다. 여기서

분사기 직후는 표면 압력분포를 측정하는 데 있

어 분사기에 의한 불연속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유동장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직분사 유동에서 분사기 상류의 박리

영역과 후류의 재순환 영역의 예측은 유동장 전

반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례로 초음속

연소기의 경우, 분사기 상류의 박리영역은 자발

점화 및 화염유지기구 역할을 하며, 분사기 후류

의 재순환 영역은 연료-공기의 혼합 및 연소현상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사기 전후 유

Fig. 6. Grid convergence and discretization
error bar at Column 1

동장의 정확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후의 모든 계산은 분사기 상류의 박리영역과 후

류의 재순환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

는 Level 1의 Column 1 격자계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Ⅳ. 계산결과 및 고찰

4.1 Aso 실험에 대한 수치모사

다양한 압력비에 대한 표면 압력분포를 Aso

실험결과 및 Rizzetta[5]와 Chenault and Beran

[7]의 전산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Rizzetta는 저

레이놀즈 항(low-Reynolds number term)과 압축

성 보정(compressibility correction)이 포함된 k-ε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henault and Beran

은 RSTM (Reynolds-Stress Turbulence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k-ω SST 난류모델

을 사용하였다. Fig. 7에 압력비가 각각 4.86,

10.29, 17.72, 25.15인 수직 분사 유동에 대해 표

면 압력분포를 비교해 나타내었다.

낮은 압력비에서는 실험결과와 모든 전산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 반면에, 압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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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surface static pressure
for Aso et al. configuration

(a) Experimental Xsep and h

(b) Numerical Xsep and h

Fig. 8. Separation shock distance(Xsep) and
penetration height(h)

가 상승함에 따라 전산해석 결과와 실험결과 사

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분사기 앞전의 압력상승

구간에서 k-ε과 k-ω SST 난류모델은 실험과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RSTM 결과는 상

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최대압력 구

간에서는 RSTM 결과가 다른 난류모델 결과에

비해 차이가 가장 적었다. 분사기 후류 압력 감

소 구간에서는 k-ω SST 모델이 가장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Aso의 결과는 다른

실험 및 전산해석결과에서 예측하고 있는 분사기

앞전의 급격한 압력 상승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분사기 상류의 압력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이는

박리점 상류에 충격파-경계층 상호작용으로 인한

또 다른 박리점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분사기 전후의 표면 압력분포를 분해하기에는 압

력측정 장치의 수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Spaid의 실험과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절에 정리하

였다.

Fig. 8은 Aso의 실험과 본 전산해석에서, 박리

거리(Xsep)와 침투거리(h)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에서 박리거리는 슐리렌 사진에

나타난 박리 충격파의 연장선과 평판이 교차하는

점으로 정의하였으며, 침투거리는 마하디스크와

Fig. 9. Separation length as p jet/p∞

Fig. 10. Penetration height as p j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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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사 유동에 의한 궁형충격파 교차점으로부

터 평판까지의 거리로 정의 하였다. 그러나 박리

거리와 침투거리에 대한 Aso의 정의는 측정과정

에서 오차가 포함될 수 있어 잘 정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

정을 위해 박리거리의 경우 벽면에서 전단 응력

이 0 이 되는 지점을 박리거리로 정의하였으며,

침투거리는 마하수 1의 등마하선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Fig. 9와 Fig. 10에 박리거리와 침투거리에 대

해 비교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박리거리에

서 k-ε 난류모델을 이용한 Rizzetta의 결과는 압

력비가 낮을 경우 박리거리를 과대예측하며, 압

력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험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k-ω SST 난류모델을 이용

한 본 연구 결과는 압력비가 낮을 경우 k-ε 난류

모델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압력비가

17.72 이상에서는 오히려 실험에 비해 박리거리

를 과소예측하고 있다. 또한 박리거리에서 Aso의

정의에 의한 결과와 벽면에서 속도의 방향이 바

뀌는 지점을 박리거리로 정의한 전산해석에 의한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크기

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침투거리

에서는 k-ε의 전산해석 결과와 실험결과가 전반

적으로 잘 일치하는 반면에 k-ω SST 난류모델을

이용한 결과는 모든 압력비에서 과대예측하고 있

다. 이러한 k-ω SST 난류모델을 이용한 결과는

압축성 보정이 고려될 경우, 보다 개선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Spaid 실험에 대한 수치모사

Fig. 11에 압력비가 8.74, 17.12, 42.79, 63.50인

유동에 대해 표면 압력분포를 비교해 나타내었

다. 앞서 Aso의 결과와 유사하게 낮은 압력비에

서는 실험과 모든 전산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일

치하고 있는 반면에, 압력비가 상승함에 따라 전

산해석 결과와 실험결과 사이에 차이가 증가하는

데, 그 양상이 Aso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보여준

다. 분사기 앞전 압력상승구간에서 RSTM은 k-ω 

SST 난류모델보다 실험에 근사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Aso 실험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최대압력 구간에서는 이전의 Aso 결과와 일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분사기 후류 압력 감소

구간에서는 다시 Aso 실험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Aso 및 Spaid

실험 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 즉, 평판 양쪽

에 측벽 유무에 의한 유동의 3차원 효과, 표면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공 수의 차이에

Fig. 11. Comparison of surface static pressure
for Spaid and Zukoski configuration

의한 표면압력 분해능, 분사기 상류 유동의 균일

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통

적으로 낮은 압력비에 대해서는 실험과 전산해석

결과사이에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4.3 Compressibility Correction 효과

일반적으로 Wilcox의 k-ω 모델은 벽면 근처에

서의 거동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 레이놀즈 보정

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k-ω 모델은 자유류에

서의 ω 값에 민감하며, 이러한 민감한 특성은 자

유 전단 유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편, k-ε 모델은 자유류에 영향을 받지 않으

나 벽면 근처에서의 거동이 우수하기 못하다. 따

라서 Menter는 각 모델의 장점만을 이용하기 위

해 k-ε 모델과 k-ω 모델을 혼합한 SST 난류 모

델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Menter의 SST 난류 모

델은 압축성 보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Suzen

과 Hoffmann은 팽창 소산(dilatation dissipation)

항과 압력 팽창(pressure dilatation) 항을 Menter

모델의 k-ε 부분에 추가하였다[16-17]. k-ε 모델의

k 방정식에 팽창 소산 항 εc를 추가하여 압축성

소산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압력 팽창 항 ″″ ′
를 추가하여 고속 유동에서 압력 팽창에 의한 효

과를 고려하였다. εc 와″″ ′는 아래와 같다.

 
 (9)

″″ ′


 (10)

여기에서 는 난류 마하수로서  

로 정의되며, 사용된 모델상수는 DNS(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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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계산에 의해 제안된 값으

로 각각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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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er의 난류 모델 혼합과정을 통해 구해진

결과는 위와 같으며, 기존의 모델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Fig. 12은 압축성 보정을 포함한 SST 난류 모

델을 이용하여 Aso의 실험보다 정확하다고 생각

되는 Spaid 실험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SST 난류 모델과 비교하였다.

먼저 낮은 압력비의 경우, 압축성 보정을 포함한

SST 난류 모델은 최대 압력 구간 및 분사기 후

류 압력 감소 구간에서 기존의 SST 모델에 비해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박

리영역을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압력비가 상승함에 따라 박리영역

뿐만 아니라 분사기 후류 압력 감소 구간의 과대

예측이 심각해지며, 특히 분사기 후류 압력 감소

이후의 압력 회복 구간에서는 실험이나 기존의

다른 전산해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압력 감소

Fig. 12. Comparison of SST model with and
without compressibility correction for
Spaid and Zukoski configuration

영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

펴볼 때, 압축성 보정을 포함한 SST 난류 모델의

경우도 기존의 다른 모델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압

력분포 형상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DNS

계산에 의해 제안된 모델상수 등의 신중한 조율

을 통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Ⅴ. 결 론

초음속 유동장의 2차원 수직분사 유동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수치 해를 얻기 위하여,

저레이놀즈 RANS 난류모델 가운데 하나인 k-ω 

SST 모델과 함께, GCI를 도입하여 해의 격자 수

렴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격

적인 전산 해석에 앞서, y+와 GCI의 체계적인 계

산을 통해 적절한 벽면거리와 1% 이내의 차분

오차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표면 압력분포, 박리거리, 침투높이 등

을 실험결과 및 k-ε과 RSTM 모델을 이용한 해

석결과와 비교하였다.

표면 압력분포의 경우 낮은 압력비에서 실험결

과와 잘 일치하였으나,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상

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난류모

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측벽 유무에 따른 3차원

효과, 압력공 수의 차이에 따른 표면압력 분해능,

분사기 상류 유동의 균일성 등, Aso의 실험과

Spaid의 실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축성 소산과 압력 팽창 항을 SST 모델의

k-ε 부분에 추가하여 압축성 보정을 고려하였으

나 기존의 난류 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낮은 압력비에서

실험과 전산해석 사이에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압력비가 낮을 경우 신뢰할만한

전산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직 분사 유동의 해석이 필

요한 연구에 요구되는 난류 모델 및 해석 기법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된 GCI

분석 절차는, 향후 유사한 전산 유체 해석 연구

에서 오차 분석 및 수렴 해의 획득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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