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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expanded flow of an axisymmetric thruster nozzle is numerically simulated to investigate effects 

of nozzle pressure ratio (NPR) on the shock structure and thrust performance.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with k- SST turbulence model are solved utilizing FLUENT solver. As the 

NPR is raised, thrust performance monotonically increases with the shock structure and flow-separation 

point being pushed toward the nozzle exit. It is also discussed that the flow structure at nozzle-exit 

plane which is immediately affected by a position of nozzle-interior shocks and expansion waves, has 

strong influence upon the thrust performance of thruster nozzle.

       록

  과 팽창이 발생하는 축 칭 음속 노즐에서 노즐압력비가 충격  구조와 추력성능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하기 해 지상연소시험평가용 추력기 노즐을 상으로 수치모사를 수행하 다. k- SST 난류

모델을 용한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상용코드 FLUENT를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 

노즐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력성능이 단조 으로 증 되고, 노즐 내부에서 생성된 충격 와 유동

박리 이 노즐 출구방향으로 려나는 사실을 확인하 다. , 노즐내부 충격 와 팽창  치의 직

 향을 받는 노즐 출구면에서의 유동구조가 추력성능에 미치는 향도 상세히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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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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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bient

   : cross-diffusion term

 : total energy

   : exhaust

 : effective

 : generation term

 : static enthalpy

 : diffusion flux

 : turbulence kinetic energy

k : conductivity

 : mass flow rate

 : amount of substance of gas

 : pressure

 : ideal gas constant

 : source term

 : temperature

 : time

 : velocity magnitude

 : volume

 : x-direction

 : dissipation

   : Kronecker delta

 : viscosity

 : diffusivity

ρ : density

τ : thrust

 : shear stress

 : turbulent dissipation rate

1. 서    론

  우주비행체는 기동하기 한 가속력을 얻기 

해서 기본 으로 큰 추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형 로켓엔진을 사용한다. 그러나 발사체 상단

(upper stage)이나 최종단(final stage)의 궤도투

입  천이 등의 보다 고 정 한 추력이 요구

되는 임무에는 다발의 소형 추력기(multiple 

small thruster)가 보다 유리하기에 1950년  이

래로 발사체, 미사일, 성체, 우주정거장 등의 

다양한 임무에 소형 추력기 시스템들이 활용되

어 왔다[1].

  추력발생에 사용되는 로켓엔진에는 축소-확

(converging-diverging) 노즐이 장착된다. Austaf 

de Laval에 의해 개발되었고, Robert Goddard가 

최 로 로켓엔진에 용한 이후  부분의 

로켓뿐만 아니라 각종 비행체의 추진장치에 활

용되고 있는 축소-확  노즐은 고온고압의 작동

유체를 음속 상태로 팽창, 가속시켜, 유체가 

가진 열에 지를 운동에 지로 극 화시킴으로

써 운동량(momentum)을 발생시킨다.

  이들 음속노즐의 작동환경인 노즐 배압

(back pressure)의 변이는 노즐 내외부 유동과 

추력의 변화를 유발한다. 추력기 노즐의 주 작동

환경인 고진공의 우주공간에서 음속 노즐유동

은 부분 과소팽창(under-expanded) 하기 때문

에 공칭성능(nominal performance)을 기 할 수 

있으나, 기권 하부, 혹은 지상연소시험

(ground-firing test) 환경의 경우, 노즐 외부압력

이 노즐내부에서 팽창된 유동보다 높은 과 팽

창(over-expanded)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충격 (shock)  유동박리(flow separation) 

등의 비가역 인(irreversible) 상들이 노즐 내

부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상은 실효

팽창비  유속의 감소를 유발하여 추력성능을 

하시킨다[2].

  축소-확  단면을 갖는 노즐의 성능을 측하

려면 외부 환경을 포함한 여러 작동 조건에 따

른 노즐의 내부 유동장(flow field)에 한 해석

이 필요하다. 한, 노즐유동에 한 정확한 해

석을 해서는 노즐 형상  압력비 변화가 노

즐 흐름에 미치는 향이 규명되어야 하고 운용

조건(operation condition)에 한 압력, 도, 온

도, 속도 분포 등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소요에 비하여 

개발 인 · 형  하이드라진(hydrazine, N2H4) 

추력기의 지상연소시험평가용 노즐형상[5]을 

상으로, 상 으로 낮은 노즐압력비에서의 유동

을 수치모사하여 노즐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충

격  구조와 유동특성의 변화에 해 찰하고, 

배압의 변화가 추력성능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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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기법

  추력기 노즐의 압력비 변이에 따른 노즐유동 

특성 해석을 해 상용코드인 FLUENT[6]를 사

용하여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과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알고리즘[7]으로 노즐

유동을 해석한다. 연속방정식, 운동량  에 지 

보존식과 이상기체방정식 등은 각각 아래의 Eq. 

(1-4)와 같이 기술되고, 수렴조건의 잔차

(residual)로서 에 지 보존식은 10-6, 그 외의 모

든 차분식은 10-3 이하까지 감소하는 경우로 한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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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2에서의 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5)

  압축성 유동의 격한 물성치 변화를 측하

기 해, 운동량방정식과 압력기반의 연속방정식

을 동시에 고려하여 SIMPLE 알고리즘의 압력보

정(pressure correction)항을 제거하는 압력기반

의 연계 알고리즘(pressure-based coupled 

algorithm)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두 방정

식을 한 연계방식(closely-coupled manner)

으로 계산함으로써 압축성 유동의 해석에서 뛰

어난 수렴성을 보인다[8,9]. 한, 지배방정식의 

이산화(discretization)에는 고유행렬을 이용한 유

Fig. 1 Grid configuration and computational domain.

량벡터분리와 van Leer[10]의 유량한계계수(flux 

limiter)를 이용한 2차 정 도 풍상차분법

(2nd-order upwind scheme)을 용한다.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즐 내․외부의 

유동특성을 해석하기 한 계산 역

(computational domain)은 노즐 출구를 기 으

로 하여 후류방향()으로 노즐출구지름의 20배, 

높이방향(y)으로 10배의 크기이다. 격자계는 

ANSYS ICEM-CFD[11]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약 

200,000개의 사변형(quadrilateral) 정렬

(structured) 격자로 이루어지며, 유동특성의 

격한 변화가 상되는 노즐의 목과 벽면 그리고 

노즐출구면 근처에서 집되어 있다. 본 수치해

석에서 고려되는 노즐은 고고도 혹은 우주공간

에서의 작동을 목표로 설계된 하이드라진 추력

기의 비행모델을 지상연소시험평가용으로 수정

한 것으로, 노즐목 반경 7.62 mm, 노즐 총 길이 

51.16 mm 그리고 1:10의 목-출구 면  팽창비를 

갖는 축 칭 형상이다.

  한정된 컴퓨터자원  시간으로 효율 인 해

석을 하기 해, 작동유체는 이상기체로, 유동은 

정상상태(steady state)로 가정하며, 외력은 고려

되지 않는다. 노즐 벽면에는 착(no slip)과 단

열(adiabatic) 조건을, 외부경계(external 

boundary)에는 표 기 조건을 경계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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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ch contours of the thruster nozzle at various 

NPR's. 

부여한다. 연속체역학(continuum mechanics)의 

가정이 성립하는 한계 내에서 배압의 향을 고

찰하는 방법으로, 노즐 입구와 출구(외기)의 압

력비로 정의되는 노즐압력비(NPR: nozzle 

pressure ratio, )를 3.0부터 10.0까지 변화시

킨다.

  음속 노즐의 난류유동을 해석하기 하여 

2-equation RANS 모델인 k-ω SST (Shear Stress 

Transport)[12] 난류모델을 사용한다. Menter가 

제안한 SST 모델은 난류 운동에 지(turbulent 

kinetic energy, k)와 난류 소산률(turbulent 

dissipation rate, ω) 수송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아래의 Eq. (6,7)에 기술된다. 이 모델은 k-

ε, k-ω 모델을 혼합한 것으로 경계층 역 내에서

는 Wilcox의 k-ω 모델을, 그 외부  혼합 역

에서는 k-ε 모델을 사용한다[13,14]. 특히 벽면근

Fig. 3 Shock structure of the thruster nozzle at 

NPR = 7. 

처 유동을 잘 모사하는 SST 모델은 몇몇 RANS 

모델들 에서 음속 노즐유동을 해석하는데 

가장 합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별된 

바 있다[2].









 
    (6)






 

 
         (7)

3. 수치해석 결과

  술한 계산격자  해석기법으로 노즐압력비 

변이에 따라 과 팽창 노즐유동을 해석한 결과

의 등 마하선도(mach contour)를 Fig. 2에 도시

한다.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즐 심부에 형

성된 마하디스크(mach disc)의 치가 차 하류

로 이동하고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이 확인되며 

최  마하수(mach number) 한 증가하는 상

도 찰된다. 반 으로 유동은 노즐 목(throat)

을 지나면서 음속으로 가속되고, 심부의 마

하디스크를 통과하면서 아음속으로 격히 감속

되며, 경사충격 (oblique shock)를 지나는 유동

은 감속은 되나 여 히 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노즐유동에서 나타나는 상들에 한 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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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various flow properties on the 

nozzle axis at NPR = 7. 

찰을 해 노즐압력비 7에서의 충격  구조, 

유동 박리 , 그리고 제트 경계면(jet boundary)

을 Fig. 3에 나타내고, 칭축 상에서 유동방향

으로의 물성치 변화를 Fig. 4에 도시한다. 

  음속 팽창의 향으로 유동의 압력이 기

압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벽면부에서 역압력 구

배에 기인하는 유동박리와 경사충격 가 발생하

게 되고, 이후의 유동은 벽면에서 완 히 떨어지

게 된다. 형성된 경사충격 는 노즐 심부에서 

마하디스크와 만나게 되고, 삼 (triple point)

에서 반사되어 반사충격 (reflected shock)를 생

성한다. 재차 형성된 충격 는 제트 경계면에서 

팽창 (expansion wave)로 변화하고, 이후 팽창

들이 반사하면서 다시 모여 일련의 압축

(compression wave), 혹은 충격 를 재형성한다

[15-17]. 이상과 같은 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면

서 과 팽창노즐에서의 형 인 shock 

diamond 패턴이 Fig. 3에서와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충격 를 지나면서 유동의 온도, 압력, 

도가 격히 증가하고 속도는 락한 후, 후방에 

치한 팽창 와 반사 를 거치면서 열유동의 

물성치들이 증감을 거듭하나 마하디스크를 통과

할 때처럼 변하지 않고 다소 서서히 바 는 

것을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즐 칭축 에서의 마하수 분포를 Fig. 5에 

나타낸다. 그림에서는 노즐출구의 치를 구별하

기 용이하도록 노즐 심축을 따른 좌표()를 노

즐입구부터 출구까지의 거리()로 무차원화 하

다. Fig. 6은 노즐 내부에서의 마하수 분포를 

Fig. 5 Mach number distribution along the nozzle 

centerline. 

Fig. 6 Mach number distribution along the nozzle 

centerline inside the nozzle. 

상세히 찰하기 해 축의 범 를 노즐주 로 

한정하여 다시 도시한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최 마하수가 증가하는 것

이 그림에서 찰된다. 마하수가 감하는 치

는 유동이 마하디스크를 지나는 지 이며, 그 

치가 후류로 조 씩 려나는 것으로부터 NPR

이 커질수록 마하디스크의 치가 노즐 출구방

향으로 차츰 려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락 이후 나타나는 칭축 마하수의 

증감 형(wave pattern)이 심축을 가로지르는 

충격 와 팽창 의 정확한 치를 가늠할 수 있

게 한다.

  노즐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총 추력은 운동량 

 압력차에 의한 기여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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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Contribution by Total 

Thrust (N)Momentum Pressure

3 8.23915 -0.56804 7.67111

4 11.39217 -0.10341 11.28876

5 16.24828 -1.17348 15.07480

6 19.79341 -0.91131 18.88211

7 22.81690 -0.12097 22.69593

8 25.25583 1.32076 26.57659

9 27.92816 2.48645 30.41461

10 31.03218 3.08907 34.12124

Table 1. Variation of the thrust performance according 

to NPR's.

Fig. 7 Thrust performance according to nozzle 

pressure ratio. 

     (8)

  Table 1은 술한 노즐압력비에 따라 계산된 

추력성능을 기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Fig. 7은 이를 그래 로 도시하고 있다. 노즐압

력비의 증가는 질량유속과 노즐출구면 유동의 

평균속도를 증 시켜 운동량 변화율에 의한 총

추력 기여분을 항상 증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압력차에 의한 추력 기여분의 경우, 제트 

경계면 내에서 생성되어 노즐 출구면을 지나는 

팽창 , 혹은 압축 의 구조에 따라 그 부호를 

달리하게 되므로 총추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

킬 수 있다. Fig. 7에 보이는 결과에 의하면, 노

즐 출구면이 팽창  후류에 의해 유되는 NPR 

= 3~7의 경우에 압력항에 의한 총추력 기여분은 

음의 값을 보이고, 마하디스크가 뒤로 려 반사

(a) NPR = 6 

(b) NPR = 8 

Fig. 8 Shock structure of the thruster nozzle.

충격 의 후류가 노즐 출구면의 부분을 유

하게 되는 NPR = 8, 9, 10의 경우에는 단조증가

하는 양의 값을 보이게 된다. NPR = 7 이하에

서 나타나는 음의 추력 기여항은 출구면을 유

하는 팽창  후류부와 그 팽창 가 제트 경계면

에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압축  후류부가 노즐 

출구면을 유하는 비율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

되므로 단조로운 증감특성을 갖지는 않는다.  

  노즐압력비에 따른 노즐내부 충격  구조의 

종속성을 확인하기 해 NPR = 6와 NPR = 8

인 경우의 충격  구조를 Fig. 8에 비교, 도시한

다. 노즐압력비가 6에서 8로 증가함에 따라, 유

동박리 이 후류로 려나고, 마하디스크의 크기

가 커지며 실효팽창비가 약간 회복되는 상이 

그림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은 노

즐출구면 직 의 충격  구조인데, NPR = 6인 

경우는 다발의 팽창 가 존재하지만 NPR =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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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팽창이 발생하는 음속노즐의

충격  구조와 추력성능에 한 수치  연구
7

Fig. 9 Mach number distribution on the exit plane at 

various NPR's.

경우에서는 마하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마하디스크를 지나며 아음속으로 감속된 노즐유

동은 압력비 6에서는 팽창 를 거치며 노즐출구 

지 에서 충분히 속도를 회복하지만, 압력비 8의 

유동은 강력한 수직충격 로서의 마하디스크를 

지난 직후에 노즐 출구면을 통과하게 되어 미처 

유속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Fig. 9는 노즐압력비 변이에 따른 노즐 출구면

에서의 마하수 분포를 보이는 그림으로, NPR = 

7 이상인 경우, 마하디스크의 향으로 출구면 

심부의 유동이 아음속인 것에 반해, 압력비가 

상 으로 작은 유동의 경우에는 팽창 의 

향으로 유동의 속도가 음속으로 회복된 것을 

찰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경우로, 노즐압력

비가 4일 때 심부가 아음속의 값을 갖게 되는

데, 이는 노즐 출구면 직 에 치하게 되는 두 

번째 마하디스크의 향으로 심부 유동이 심

하게 압축되기 때문이다.

4. 결    론

  과 팽창이 발생하는 음속 노즐에서 노즐압

력비가 충격  구조와 추력성능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하기 해 수치모사를 수행하 다.

  노즐압력비의 증가는 일반 으로 추력성능을 

향상시키고, 노즐 내부에 치하는 충격 와 유

동박리 을 노즐 출구방향으로 어내며, 첫 번

째 생성되는 마하디스크의 크기를 증 시킬 뿐

만 아니라, 노즐 출구면에서의 제트 경계를 확

시킨다. 

  노즐압력비 변이가 유발하는 노즐내부 충격  

구조의 변화는, 제트 경계면 내에서 노즐 출구면

을 차지하는 압축유동, 혹은 팽창유동의 유율

을 변화시켜 총 추력을 구성하는 운동량 기여분

과 압력항 기여분의 크기에 직 인 향을 미

친다.

  노즐압력비가 커질수록 총 추력은 질량유속 

증가에 의한 운동량 기여분의 향으로 단조증

가하나, 압력차 기여항의 양(positive)과 부

(negative)는 노즐 출구면에 걸치는 유동구조에 

종속하게 된다. 주어진 노즐압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추력의 최 화를 해서는 노즐 출구면

에 걸치는 유동구조를 고려하여 노즐 형상

(nozzle contour)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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