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추진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 회 논문집 pp.253~256 2009 KSPE Fall Conference

- 253 -

  * 안동 학교 기계공학과 학원 

 ** 안동 학교 기계공학부

   연락 자, E-mail: kimhd@andong.ac.kr

과팽창 노즐 유동에서 발생하는 측력변동에 한 연구

이종성* ․ 차용수* ․ Lijo Vincent* ․ 김희동**

A Study of Lateral Force Fluctuations in Over-Expanded 

Nozzle Flow

Jongsung Lee* ․ Yongsu Cha* ․ Lijo Vincent* ․ Heuydong Kim**

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experimental and numerical fundamental analyses of the occurrence of lateral 

force in overexpanded thrust nozzle were carried out. Investigation of the lateral force fluctuations in 

an thrust nozzle for the shutdown transient was presented. Wall pressure distribution and Schlieren 

Photographs as NPR were presented. Pressure peak is observed during transition of RSS to FSS.

       록

  과팽창 상태 추력 노즐 내부의 측력(Lateral Force)발생에 한 기  연구 분석을 실험 , 수치 해

석  방법으로 수행하 다. 엔진 정지 과정시 추력 노즐 내에 발생하는 압력진동을 조사하 다. 구동 

압력비 변화에 따른 벽 압력 분포를 측정  쉴리  가시화를 수행하 다. RSS(Restricted Shock 

Separation)에서 FSS(Free Shock Separation)로 천이하는 순간 벽 압력 피크값이 발생하 다.

Key Words: Overexpansion Flow(과팽창 유동), FSS(자유박리 충격 ), RSS(제한박리 충격 ),   

Lateral Force(측력)

1. 서    론

  음속화가 거의 상식화 되어있는 의 다

양한 산업  항공분야에서는 이미 음속 노즐

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특히 로켓 노즐에 사용

되는 추력 노즐은 고 추력을 얻기 해 노즐 출

구에서 고압, 고 마하수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

다.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추력 노즐의 형상은 

Rao[4]에 의해 이론 으로 연구되어진 이상 인 

기본 Bell 형태인 TO(Thrust Optimized)노즐이 

용된다. 최소의 무게에 최  성능구 하기 

해 노즐의 길이를 단하거나 압축하여 벽면 곡

율  형태를 변형하여 용된 TIC, TOC, TOP, 

CTP 노즐 등이 있다. 유럽의 SSME, Vulcain등

은 TO노즐, 일본의 LE-7A등은 CT 노즐이 각각 

용되어 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로

켓 엔진에서는 연소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에서 고고도로 이동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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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hemetic of Separation Patterns

따라 배압이 달라져, 노즐 출구에서 유동은 여러 

형태로 천이하게 되며, 특히 엔진 시동과정에 높

은 배압으로 인해 과팽창 유동상태가 되어 노즐 

내부에서 반드시 충격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경계층은 박리하게 되며, 충격 가 벽면의 경

계층과 매우 복잡한 간섭(Interaction) 상을 일

으켜 압력은 불규칙 으로 진동하게 되는 등 유

동장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이때 로켓노

즐에서 발생하는 충격 와 경계층의 간섭 유동

장을 Fig.1에 도식 으로 나타내었다. 종래의 연

구결과[1-3]에 의하면, 추진 노즐에서 발생하는 

간섭 유동장은 크게 두가지 패턴 으로 구분된다. 

먼 , Fig.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즐의 목을 

지난 음속 유동이 역압력 구배로 인하여 경계

층이 박리하게 되므로, 박리충격 (Separation 

shock)가 발생하게 된다. 박리한 경계층 유동은 

노즐 출구까지 재부착하지 않은 채 유동하게 되

며 이를 FSS라 한다. Fig.1(b)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박리한 유동이 다시 노즐 벽면에 재부착하여, 

유동의 박리 역이 노즐 출구까지 개방되지 않

고 노즐 내부의 작은 역으로 제한 되는 경우

를 RSS라 한다. 특징이 있다면, FSS에서는 찰

되지 않았던 내부충격 (Internal shock) 가 발생

하여, 노즐 축 부근에서 마하 반사(Mach 

reflection)하며, 노즐 벽쪽으로 다시 반사하여 박

리충격 와 간섭을 발생시켜 RSS박리패턴으로 

천이되는 것이다. 

  고도에서 로켓 엔진의 시동과정이나 정지과

정에서는 추진 노즐의 압력비가 증가하거나 감

소하게 되므로, 필연 으로 FSS나 RSS의 유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어느 특정한 압력비일 때 

FSS에서 RSS로 혹은 그 역으로 천이하는 순간에 

큰 측력(Lateral-force)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 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졌

지만 궁극 인 천이 메커니즘, 측력 발생 원인은 

완 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로켓노즐의 압력비 변화에 따

른 박리패턴, 특히 RSS의 유동의 특성 악을 

해 먼  2차원 상하 칭 추력 노즐을 설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상상태

(Steady State)의 각각 다른 구동 압력비(P0/Pa)

에서 노즐 벽압력 분포값을 측정하 다. 그리고 

박리패턴이 천이하는 순간의 압력 변동을 조사

하기 하여, 시간당 구동 압력비 변동에 따른 

비정상(Unsteady State)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  방법으로 UDF(User Define 

Function)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2. 실험장치와 측정방법

  노즐 형태는 RSS형태로의 천이를 용이하기 

하여 Polynomial 라인으로 2차원 상하 칭형태

로 설계하 다. 노즐 목과 노즐 출구의 직경은 

6.6mm, 15mm로 각각 설계하 으며, 노즐 목에

서부터 노  출구까지의 길이는 70mm이다. 각

각 구동 압력비에 따른, 정상상태 벽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흐름방향으로 노즐 목에서     

부터 출구까지 14개의 정압공을 내었으며, 비정

상 벽압력 변동을 측정하기 하여 노즐 상부의 

흐름방향으로 노즐 목에서부터 15mm, 33m, 

51mm되는 지 에 0.5mm직경의 정압공을 내어 

Kulite(XT-190 7Bar G) 압력 센서를 설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벽압력 분포 측정만 수

행하 다. 

3. 수치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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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수치해석에 사용된 도메인  노즐형상

  Figure. 2는 실험에 사용된 로켓 노즐의 형상

과 동일하게 용되었으며, 박리패턴이 천이하는 

순간의 벽 압력 변동을 모사하기 하여, 시간에 

따라 입구 압을 변화시키는 비정상 수치해석

을 수행하 다. 경계조건은 출구 압력을 10
5 pa

로 고정, 입구 압을 시간에 따라 5×106 pa에서 

2×105 pa로 감소시켰다. 그래서 구동 압력비를 

50 ~ 2로 감소시키는 과정, 즉 로켓 노즐 정지시

를 모사하 으며, 노즐벽에 설정된 A,B,C 각 

에서의 정압 변동값을 측정하 다. 2D 축 칭으

로 설정하여 Coupled implicit 방법으로 계산하

으며, 난류모델은 RSM(Reynolds Stress 

Method)으로 하 다. Discretization은 2nd order 

upwind method로 계산하 으며, 체 격자수는 

46,500개를 사용하 다. Time Step은 2×10-6 

second 로 설정하여 0.1 동안 체 비정상 과정

이 계산되도록 설정하 다.

4. 결과  고찰

  Figure.3은 각각 구동 압력비에 따른 벽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반 으로 노즐 목에서부터 

압력이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노즐 목에서 유동은 

음속으로 가속하여 압력이 연속으로 감소해야

하지만 노즐목에서 격한 유로 확장으로 인해 

내부 충격 (Internal shock)가 발생하여 충격

를 이후의 압력이 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내부

충격 를 지났다 하더라도 유동은 계속 가속하

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며 압력은 계속 낮아진

다. Fig 4.의 각 압력비에 한 쉴리  가   

 

Fig. 3. Streamwise wall pressure distribution as 

NPR

Fig. 4 압력비(NPR)에 한 쉴리  가시화 사진

시화 사진으로 확인 할수있다. NPR 11, 13일 경

우 마지막 압력 측정부 이후에 충격  박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압력값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나머지 결과는 압력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띈다. 이는 

정체압이 충분히 높지 않아 노즐 내부에서 역압

력 구배가 형성되 충격  박리 상이 발생한 결

과이다. 특히 NPR 3인 경우, 몇 개의 압력 피크

값이 찰되는데, 이는 약한 내부충격 가 발생

하여 순간 으로 RSS 상이 나타난 것으로 상

된다. 참고문헌[3]에서 이러한 상을 qRSS라고 

한다. Fig. 5는 0.1  동안 NPR 52 ~ 2까지 감소

시켰을 때 각각 포인트 A, B, C에서 압력 변동

값을 나타낸다.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충격  시

스템은 노즐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며 FSS는 

RSS로 천이하 다. Fig.5(c)는 포인트(C)에서 벽

압력 변동값을 나타낸다. 미세한 압력 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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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ry of wall pressure at point A, B, C 

during the shutdown process

Fig. 6. Velocity magnitude with time

나타나는 약 0.004  에서 FSS에서 RSS로, 가장 

큰 피크값이 나타나는 0.09 에서 RSS에서 FSS

로 천이하는 순간을 각각 의미한다. 2차원 축

칭으로 해석하 지만 실제로 3차원으로 해석 한

다면, 길이방향 뿐만 아니라 축 방향으로도 랜덤

한 피크값이 존재 할 것으로 상되며, 이때 순

간 으로 로켓 노즐에서 발생하는 측력이 크게 

발생 할 것이다. A, B, C각각의  포인트마다 피

크값이 나타나는 부분은 찰되는데 이것은 경

사충격 가 노즐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면서 

각 포인트를 지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압력 피크

값이다. Fig. 6은 시간에 따른 Velocity 

magnitude 결과이다. Fig.6(d)에서 RSS에서 FSS

로 천이하기 직 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구동 압력비 변화에 따른 추력 노즐벽 압력 분

포 측정하 으며, 동일한 형상으로 시간당 구동 

압력비 변화에 따른 벽압력 변동을 모사한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각각의 구동 압력비에 

따른 벽압력 분포형태를 확인하 으며, 엔진 정지

시 RSS에서 FSS로 천이하는 순간 매우 큰 벽압력 

피크값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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