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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 Launch Vehicle
with Mach Number, Angle of Attack and Nozzle Effect at Initial Stage

Taegeon Jeong*, Sungcho Kim†, and Jongwook Choi**

Abstract Ae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a launch vehicle are numerically analyzed with various 
conditions. The local drag coefficients are high at the nose of the launch vehicle in subsonic region 
and on the main body in supersonic region because of the induced drag and the wave drag, 
respectively. The drag coefficients show the similar trend with the angle of attack except zero degree. 
However, the more the angle of attack increases, the more dependent on the Mach number the lift 
coefficient is. The body rotation for the flight stability destroys the vortex pair formed above the body 
opposite to the flight direction, so the flow fields are more or less complicated. The drag coefficient 
of the launch vehicle at sea level is about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at altitude 7.2 km. And the 
thrust jet at the nozzle causes to reduce the drag coefficient compared with the jetless transonic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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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에 한 일반적인 설계는 발사 체계, 기
체 구조, 유도 제어, 전자 탑재로 나누어지며, 발사

체 구조물에 한 설계와 개발, 응용 재료의 시험 

평가, 부품의 설계와 제작 등은 기계 구조 분야에

서 수행된다. 한편, 설계는 개념설계, 예비설계, 상
세설계 순서로 진행되며, 확정된 설계는 시제품 제

작과 지상 추력 시험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

인되고 수정된다. 
일반적으로 발사체는 원추형, 오자이브(ogive)

형, 반구형 등의 선단, 원형 실린더 형태의 본체, 
원뿔형, 플레어(flare)형 등의 끝단으로 구성된다. 
또한, 추진기관에서 추력 방향을 조절하고 양력 발

생을 위한 날개는 부착되지 않으며, 공기역학 이론

과 비행에 필요한 조건들은 만족되어야 한다.
발사체는 아음속부터 초음속까지 넓은 속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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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비행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한 공력 특성

이 파악되어야 한다. 공력특성에 한 접근 방법으

로는 크게 시험적 방법과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시험적 방법에서는 피토관, 열선풍

속계, PIV, 밸런스(balance) 등이 이용되며, 수치해

석적 방법에서는 Fluent, Star-CD와 같은 상용 소프

트웨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는 발사체 후방 동체 형상

에 따른 기저항력에 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최

 기저 압력을 가지는 조건을 제시한 결과(1)와 

스커트와 노즐을 포함한 로켓 후방 동체 주위의 

유동 해석을 통하여 요구되는 스커트의 크기를 

제시한 결과(2)가 있다. 또한, 초음속 공중 발사 

로켓의 모선 분리 현상에 관한 수치해석을 통하

여 초음속 공중 발사 로켓의 안전한 모선 분리

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연구(3)와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과 k-ω 난류 모델을 이용하

여 회전하는 테일 핀을 갖는 카나드-조종 유동 

로켓 시스템의 공력 특성에 한 연구(4)가 있다. 
이 밖에, 로켓 노즐 변위에 따른 추력 중심 변화

에 한 수치해석(5), 로켓 노즐의 끝 단면 형상

이 추력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6), 발사되고 

있는 발사체의 공력 해석(7) 등이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로 발사체의 형상 변화에 

따른 해석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발사체의 다양한 속도영역에서 

공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아음속 마하수 0.2, 
0.8, 천음속 마하수 0.95, 1.1, 초음속 마하수 1.5, 
2.0에서 3차원 발사체 형상에 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발사체 받음각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마하수가 0.8일 때 받음각을 2.5°, 
5.0°, 7.0°, 10.0°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였다. 그 

외에 발사체의 회전, 고도, 노즐 등을 고려한 유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2. 해석 조건

2.1 형상설계 및 격자생성

해석에 사용된 발사체의 형상은 Fig. 1과 같은 

델타 로켓으로 선단은 오자이브, 본체는 원형 실

Fig. 1. Geometry of launch vehicle

Fig. 2. Unstructured hexa grid system

린더, 끝단 부분은 면적비가 1:3인 노즐로 구성

된다. 형상 설계는 CATIA를 이용하였으며, 발사

체 길이는 38.1 m, 지름은 2.4 m이다.
전산해석을 위한 격자생성은 ICEM CFD를 이

용하였으며, Fig. 2와 같은 비정렬 육면체 격자

로 구성하였다. 전체 계산 영역은 발사체의 15 ~ 
40배 크기로 설정하였으며, 계산 영역 크기에 따

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하였다. 해
석 영역은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유동장의 

절반만 고려하였고, 다중 격자 기법(multi-grid 
method)을 사용하였다. 즉, 유동장의 변화가 큰 

영역과 작은 영역에 하여 격자 크기를 다양하

게 구성하였고, 중복되는 경계 영역은 인터페이

스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격자수는 약 70만 ~ 
700만 개 범위에서 다양한 격자를 생성한 후 격

자수에 따른 항력계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

의 격자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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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배 방정식 및 계산 조건

발사체 주위의 공력 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 (version 12.0)를 이용하여, 3차원 압축성 

정상상태로 수행하였으며,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

정식, 에너지 방정식은 식(1)-(3)과 같다.  




                                   (1)









                        (2)









                  (3)

여기서, 는 유체 밀도, 는 유동 속도, 는 좌표

계, 는 유체 압력, 는 응력 텐서, 는 엔탈피, 
는 열유속을 나타낸다.
한편, 발사체 주위의 공력 해석에 사용될 난류 

모델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하수 0.8(아음속과 초

음속이 공존하는 구간)에서 비점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난류 모형의 항력 계수를 Fig. 3과 같이 구하

였다. 그 결과로 난류 모델에 따른 항력 계수의 편

차는 4% 미만으로 나타나서, 이 연구에서는 계산 

시간이 상 적으로 짧은 1-equation인 S-A(Spalart- 
Allmaras)모델을 사용하였다.   
공간 차분은 충격파와 같은 유동장 내의 심한 

불연속 현상을 잘 예측하도록 풍상 차분법을 사용

하였다. 또한, 충격파가 발생하는 영역의 계산에

Fig. 3. Drag coefficients with invicid and various 
turbulent models at Ma=0.8

서는 적응 격자(adaptive grid)를 사용하여 결과 값

을 보정하였다. 수렴 판정은 전체 물리량의 변화가 

10-5 이하가 되도록 하며, 이 기준이 만족되더라도 

항력 계수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산을 추가적으

로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발사체 표면에서 점착 조건을 사용

하였으며, 발사체 선단과 마주 보는 경계에서는 마

하수에 따른 속도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 외 경계

에서는 압력 조건 및 칭 조건을 사용하였다. 최
종적으로 발사체 공력을 해석하기 위하여 마하수 

0.2, 0.8, 0.95, 1.1, 1.5, 2.0에 하여 전산해석을 각

각 수행하고, 마하수 0.8일 때 받음각 2.5°, 5.0°, 
7.0°, 10.0°에 하여 수치해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참고로, 마하수 0.8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천음속 유동 범위에 속해 있으며, 발사체 주위에서

는 초음속 유동이 나타나 공력특성상 더 복잡한 

유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

어 발사체의 회전, 고도, 분사 노즐의 영향 등을 고

려하여, 정상상태에서 수치해석 결과를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하수 변화에 따른 공력 특성

발사체가 발사된 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발사체 주위의 속도이다. 이러한 변화에 한 

공력 해석을 위하여, 자유 흐름의 속도가 변할 때 

발사체 주위의 마하수와 압력 계수를 Fig. 4와 같이 

구하였다. 한편, 발사체 노즐에 한 영향을 별도로 

고찰하기 위하여, 오자이브형 선단과 원통형  본체 

부분으로 구성된 발사체에 하여 고찰하였다. 
자유 흐름의 속도가 비압축성 영역인 마하수 

0.2에서는 오자이브형 선단을 따라 속도가 증가하

고 본체와 접하는 부분에서 속도가 감소하였다. 또
한, 본체 끝 부분에서는 갑작스런 형상 변화로 인

하여 속도는 다시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져서 기저 

항력이 발생하였다. 압축성 영역인 마하수 0.8에서

는 오자이브형 선단부분에서 속도가 증가하여 음

속에 도달하였다. 마하 수 0.95과 1.1에서는 오자이

브형 선단의 정체점부터 급격히 가속되어 짧은 거

리에 걸쳐 초음속에 이르지만 충격파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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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0.2

(b) Ma=0.8

(c) Ma=0.95

(d) Ma=1.1

(e) Ma=1.5

(f) Ma=2.0

Fig. 4. Distributions of Mach number and 
pressur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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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마하 수 1.5에서는 선단의 앞부분에서 경

사 충격파가 발생하였다. 마하 수 2.0에서는 더 강

한 경사 충격파가 발생하였으며, 선단과 본체가 접

하는 부분에서 속도가 가속되었고, 본체 끝부분에

서는 팽창파에 의해 속도가 증가하였다.

3.2 받음각에 따른 공력 특성

양력과 추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와는 

달리 발사체는 추력이 상 적으로 중요하므로, 발
사체에 해서 주로 고려되는 것은 추력과 항력이

다. 그러나 외부 바람이나 자체 받음각으로 인하여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받음각을 완전히 무시할 

(a) α=2.5°

(b) α=5.0°

(c) α=7.0°

(d) α=10.0°

Fig. 5. Distributions of Mach number with angle 
of attack at Ma=0.8  

수는 없다. 따라서 자유 흐름의 마하수가 0.8일 때 

받음각() 2.5°, 5.0°, 7.0°, 10.0°에 하여 발사체 

주위의 마하수를 Fig. 5에서 보여주었다. 받음각 

2.5°에서는 둘레 방향으로 압력 불균형 및 양력이 

발생하고, 받음각 5.0°에서는 선단을 기준으로 

73% 지점에서 박리가 발생하였다. 받음각이 증가

할수록 박리 시작점이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받음

각이 7°가 되면 동체의 52% 부근에서, 받음각 10°
에서는 39% 지점에서 각각 박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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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하수와 받음각에 따른 항력 계수 

발사체에서 비행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앞
서 해석한 마하수와 받음각의 변화에 따른 공력 

해석 값을 이용하여 발사체의 본체 부분과 본체 

끝 부분에서 항력 계수 값을 Fig. 6에서 보여주었

다. 아음속 영역에서는 유도 항력이 크게 작용하여 

본체 끝 부분에서 항력 계수 값이 상 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초음속 영역에서는 조파 항력이 크게 

작용하여 본체 부분에서 항력 계수 값이 상 적으

로 크게 발생하였다. 
받음각과 마하수에 따른 항력 계수 값은 Fig. 7

과 같으며,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항력 계수도 

증가하고, 모든 받음각에 하여 음속 근처에서 항

력 계수 값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마하수 0.8
에 한 경우는 받음각에 따른 항력 계수가 일관

성 없게 보인다. 그래서 받음각 2.5°와 5.0°에서 본

체 끝 부분 단면에 한 압력 계수 분포를 구해 보

면 Fig. 8과 같다. 받음각이 5.0°인 경우에 압력 계

수 분포의 편차가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

한 압력 불균형은 양력 계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

며, 이것은 발사체의 안정성에도 관여한다. 받음각

과 마하수에 따른 양력 계수 변화는 Fig. 9와 같으

며, 받음각이 0.0°와 2.5°에서 마하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양력 계수 값을 나타내나, 그 이상의 받음

각에서는 마하수에 따라 양력 계수 값이 크게 변

화하였다. 발사체의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히 발사체의 받음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받음각을 

2.5°이하로 유지하였을 때 상 적으로 안정될 것

으로 보인다.   

Fig. 6. Variations of drag coefficients on body 
and tail regions with Mach number

Fig. 7. Variations of drag coefficients with angle 
of attack and Mach number

Fig. 8. Distributions of pressure coefficient on tail 
surface of launch vehicle at Ma=0.8 (left: 
AOA=2.5°, right: AOA=5.0°)

Fig. 9. Variations of lift coefficients with angle 
of attack and Mach number

3.4 회전하는 발사체의 유동 특성 

발사체는 탑제체를 일정한 궤도에 올리거나 목

표물에 명중시켜야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히 비행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안정성과 방향성

이 요구되는데, 발사체도 자이로 효과를 통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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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이로 효과

에 의한 유동장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받음각이 

7.0°인 상태에서 600 rpm으로 회전하는 발사체 주

위의 마하수와 유선 분포를 Figs. 10-11과 같이 구

하였다. 기존에 받음각만 있고, 회전하지 않는 발

사체에서는 Fig. 5와 같이 한 쌍의 칭형 와류가 

발생하였지만, 회전 효과를 주면 이런 와류 구조는 

사라지게 된다. 즉 회전하는 발사체의 경우에 형성

되는 비 칭형 유동 구조가 발사체의 비행 안정성

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Fig. 10. Distribution of Mach number over launch 
vehicle body (α=7°, ω=600rpm, Ma=0.2)

Fig. 11. Distribution of streamlines over launch 
vehicle body (α=7°, ω=600rpm, Ma=0.2)

3.5 고도에 따른 항력 계수

발사체가 발사된 후 고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아져서 

항력 계수는 감소한다. 해수면과 고도 7.2 km에서

의 마하수 분포를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항력계

수를 Table 1에서 비교하였다. 해수면에서 항력 계

수와 고도 7.2 km에서 항력 계수는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Fig. 12. Distribution of Mach number at sea 
level(left) and altitude of 7.2km(right)

Mach number
(Ma∞)

Drag Coefficient
Sea level Altitude of 7.2 km

1.0 0.617 0.238
1.1 0.452 0.180

Table 1. Comparison of the drag coefficient at 
sea level and altitude of 7.2km

3.6 노즐 유무 및 노즐 분사 효과에 따른 유동 특성 

지금까지는 본체 끝단 부분에 노즐을 적용하지 

않고 공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발사체 노

즐을 적용하고, 노즐에서 분사 효과를 별도로 고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유 흐름 마하수가 0.8일 때, 
면적비가 1:3인 노즐을 가진 발사체에 하여 공

력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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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istribution Mach number over launch 
vehicle with nozzle

노즐을 적용한 발사체 주위의 마하수 분포는 

Fig. 13과 같으며, 전반적인 유동 형태는 노즐이 없

는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즐 끝부분

에서 2차 와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사체의 

항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dition Drag Coefficient
no nozzle 0.259

nozzle without thrust 0.403
nozzle with thrust 0.251

Table 2. Drag coefficients with nozzle and thrust

  

또한, 발사체 노즐의 분사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노즐 입구에 1.5 MPa의 압력을 부여하고 마

하수 분포를 나타내면 Fig. 14와 같다. 분사 압력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유동장이 형성되고 

다소 복잡한 형태의 강한 충격파가 생성되었다.
한편, 노즐 유무와 분사 여부에 따른 발사체의 

항력 계수를 구하면 Table 2와 같다. 분사가 없는 

노즐만 고려한 경우는 노즐이 없는 경우보다 항력 

계수가 약 1.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분사가 시작

되면 노즐 끝의 2차 와류가 시간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항력 계수는 노즐이 없을 때보다 약 3% 감
소하였다. 다시 말하면, 분사 효과는 노즐 형상으

Fig. 14. Distribution of Mach number over launch 
vehicle with thrust

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력 계수만큼의 보상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발사체 형상을 설계하고 다중 격자와 적응 격자

를 사용하여 마하수와 받음각 등을 포함한 계산 

조건에서 공력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러 가지 난류모델 가운데 1-equation을 사용하

여 상 적으로 계산 시간이 짧은 S-A(Spalart- 
Allmaras) 모델이 다른 2-, 3-, 4-equation 모델보

다 정확도가 높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아음속 영역에서는 유도 항력으로 인하여 본체 

끝부분의 항력 계수가 큰 반면, 초음속 영역에

서는 조파 항력으로 인하여 본체의 항력 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3) 발사체의 받음각이 2.5°이하에서 양력계수가 마

하수와 무관한 결과를 나타냈다. 모멘트를 고려

하지 않고 단순 양력계수만 고려한다면, 발사체

는 받음각이 2.5°이하에서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고도 7.2 km에서 항력 계수는 해수면에서 항력 

계수 보다 약 3배 정도 작게 나타났다.
5) 추력을 고려한 노즐의 항력계수는 추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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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노즐의 항력계수 보다 약 40% 낮게 

나타났으며, 노즐이 없는 발사체의 항력계수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발사체 설계 및 개발에 

기초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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