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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supersonic-flow test facility has axisymmetric nozzles or two-dimensional 

symmetric nozzles. Compared to these nozzles, a two-dimensional asymmetric nozzle 

has advantages of reducing low cost for various Mach number testing and undesirable 

flow structure such as shock wave reflection because the nozzle part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test section part in this type of nozzle. The two-dimensional 

asymmetric nozzle, which was Mach number 2, was designed for supersonic 

combustion experiment. And it was verified with the numerical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Mach wave. This study suggested the practical method for design and 

verification of supersonic two dimensional asymmetric nozzles.

   록

일반 으로 음속 유동 실험 장치에는 축 칭형 노즐이나 이차원 칭형 노즐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이차원 비 칭형 음속 노즐은 상 으로 가공비용이 렴하며 노즐의  

결합부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충격  생성을 일 수 있는 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

속 혼합기의 연소 실험을 해 마하수 2의 비 칭 음속 노즐을 설계하 다. 특성곡선해법

을 이용하여 설계된 노즐에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경계층보정을 하 으며 최종 으

로 가공된 노즐에 하여 마하 를 가시화 하는 실험을 통하여 노즐의 성능을 검증하 다. 

이를 통하여 2차원 비 칭형 음속 노즐의 설계와 검증 방법을 제시하 다.

Key Words : Supersonic Asymmetric Nozzle( 음속 비 칭 노즐), Method of 

Characteri-stics(특성곡선해법), Mach Wave(마하 ), Boundary Layer 

Correction(경계층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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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도무기나 램제트 엔진, 스크램제트 엔진을 

비롯한 고속 비행체의 지상실험을 해서는 음

속 풍동장치가 필요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은 음속 노즐이다. 음속 노즐에 한 내용은 

여러 서와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으며[1-3] 부

분의 경우 이차원 칭형 음속 노즐과 축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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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음속 노즐이 사용되고 있다. 

이차원 비 칭형 노즐은 칭형 노즐과 달리 

한쪽은 평 이며, 다른 한쪽면에만 윤곽(contour)

이 있는 노즐이다. 비 칭형 노즐은 윤곽이 있는 

한쪽면만 교체하여 다른 마하수 유동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마하수에 하여 여러 노즐을 제작

할 경우 가공비용이 감되는 장 이 있다.

일반 인 음속 노즐을 사용할 경우, 노즐 출

구 시험부(test section)에 기(wedge)를 이용하

여 충격 를 가시화하여 마하수를 결정하거나 피

토 튜 (pitot tube)를 이용해 압력값을 측정하여 

실험과 동시에 유동의 값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

한 방법은 실제 실험의 유동값을 동시에 측정하

지 못하거나 실험유동에 간섭을 래하게 된다. 

하지만 비 칭형 노즐의 경우는 평  쪽에 압력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 유동에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 노즐 유동의 내부 값을 측

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4].

한 비 칭형 노즐은 곡면과 테스트 역의 

합부를 하나로 일 수 있어 결합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압축 와 같은 불필요한 유동 생성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

원 비 칭형 음속 노즐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보 으며 이를 통해 소형, 가의 음속 

노즐을 제작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체계 인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음속 노즐 설계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음속 혼합기 모

델[5]의 연소실험을 해 설계 마하수 2의 이차원 

비 칭형 음속 노즐을 설계하 다. 연소기의 

냉각을 한 방열 (heat sink)으로 황동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 으며, 특성곡선해법(Method of 

Characteristics)을 사용하여 비 성(inviscid) 노즐 

형상을 설계하고 수치 해석을 통해 노즐 출구 경

계층 두께를 계산하여, 비 성 노즐의 경계층 보

정(boundary-layer correction)을 수행하 다. 

음속 노즐 설계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가. 음속 역 설계

특성곡선해법의 기본 개념은 많은 유체역학 

책들[1,2]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속 유동장은 곡선형 편미분 방정식

(hyperbol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 의해 

지배되며 이차원 음속 유동장의 경우 2개의 특

C+ Characteristic Line

C- Characteristic Line

Vµ

µ

Path Line

θ

  Fig. 1. Illustration of left- and right-running 

characteristic lines

성곡선(characteristic line)이 존재하게 된다. 두 

특성곡선의 방향은 식 1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이것을 도시한 그림은 Fig. 1과 같다.

  
 



 ∓ (1) 

여기서,    
 



,   

Fig. 1에서   방향으로 하는 특성곡선

을 C+특성곡선이라고 하며,   방향으로 

하는 것을 C-특성곡선이라고 한다. 두 개의 특성

곡선에 하여 합조건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C+특성곡선을 따라서,

  


(2)

C-특성곡선을 따라서,

   


(3) 

가 성립하는데, 이 식을 분하면 Prandtl- 

Mayer함수가 되며 두 개의 수형 합방정식

(algebraic compatibility equation)으로 치된다.

결과를 정리하면, C+특성곡선을 따라서

       (4)

가 성립하며, C-특성곡선을 따라서

       (5)

이다. 여기서 은 Prandtl-Mayer함수이다.

C+특성곡선과 C-특성곡선을 따라 불변량 

와 가 각각 일정하므로 유동장 내의 C+특성

곡선과 C-특성곡선의 교차 에서 유동장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특성곡선을 통해 유동장 값이 결정되면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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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이루는 각 좌표값들은 식 6, 7을 사용하

여 구할 수 있다.

  

 
 

   (6)

  



(7)

여기서,   : 노즐 목 면 ,

  : 노즐 목에서의 좌표

설계 마하수 2에 하여 노즐 목과 출구부의 

면 비는 등엔트로피 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1.687이 되며, 노즐의 설계에 사용된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일반 인 음속 노즐의 형상은 

Fig. 2와 같은데, 노즐 목에서 마하수가 1이 되며

(sonic line) 목을 지나 유동이 음속으로 팽창

하게 된다. 노즐 벽의 팽창각이 증가하는 source 

flow 역(A)에서는 팽창 가 생겨서 하류로 퍼

져나감에 따라 마하수가 증가한다. 노즐의 팽창

각이 감소하는 부분(B)에서는 상류에서 흘러온 

팽창 에 의해 유동은 계속 팽창하지만 노즐 벽

면에서는 압축 가 생겨 상류에서 흘러온 팽창

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즐 목부터 생성된 

팽창 는 노즐 후미에서 모두 상쇄되어야만 출구

역(C)에서 균일한 성질의 유동을 얻게 된다. 

팽창 와 압축 가 히 상쇄되지 못하면 충격

가 생기거나 유동의 성질이 균일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특성곡선해법을 이용해 노즐내부의 

팽창 를 추 하고 그 팽창 를 상쇄시키도록 설

계할 필요가 있다[1, 2].

나. 아음속 수축부 설계

아음부의 설계는 아음속 풍동이나 극 음속 

풍동에 많이 사용되는 종형(bell type)의 수축부

를 사용하 다[6].

Table 1. Nozzle design conditions 

Geometry 2-Dimensional

Shape Hyperbolic wall

Specific heat ratio 1.4

Exit Mach number 2.0

Radius of curvature

at throat (mm)
35.6

Ratio radius of curvature/

throat radius (Rc/r*)
2

Subsonic contraction angle 45°

Fig. 2. Nozzle geom etry  concep t

Fig. 3 . Schem atic of concentration

음속 노즐의 아음속 수축부 설계에서는 Fig. 

2에서와 같이 곡률 반지름(Rc)을 주게 되며 이때 

곡률 반지름은 수축각(일반 으로 30°, 45°)을 고

려하여 설계자가 임의로 설계를 하게 된다[7]. 

Morel 식은 Fig. 3에서와 같이 matched point가 

있으며, 이를 심으로 곡선이 칭을 이루며 그 

형상이 종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다. 주로 아

음속 풍동과 극 음속 풍동에 많이 사용되며, 

음속 풍동의 경우는 matched point에서 오히려 

유동 분리가 생기는 등 유입 유동이 불안정한 문

제가 있다[6]. 본 연구에서는 matched point를 

없애어 수축부의 길이를 고, 이때 만들어진 

수축부 곡면의 곡률 반경은 약 35.6 mm이며, 수

축각은 45도로 참고문헌[7]에서 보인 수축부의 

형상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음속 노즐의 수축

부 설계를 한 이론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식

은 Morel의 식을 변형한 식 8과 같다.

  


 





 (8) 

       여기서, h1: 노즐 유입구 높이

다. 경계층 보정

경계층 보정법은 수치해석기반의 경계층 보정 

기법이 용된 Sivell의 특성곡선해법 코드[8]가 

음속  극 음속 노즐 설계에 리 사용된다. 

하지만 Sivell의 코드도 완벽하게 일정한 출구 유

동 구 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Evvard와 

Marcus의 노즐 설계법이 보다 정확한 노즐 완성

도를 보이고 있다[9]. Evvard와 Marcus의 설계법

은 특성곡선해법을 통해 비 성 노즐 형상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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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며, 실험을 통해 얻은 경계층 성장 두께를 

노즐 설계에 용하는 방법이다[10]. Evvard와 

Marcus의 실험을 통한 경계층 보정법은 재는 

수치  실험을 통한 보정으로 그 방법이 변형되

어 수행되고 있다[9, 11]. 

본 연구에서는 Evvard와 Marcus의 노즐 설계 

기법을 따르며, CFD-Fastran 코드를 사용하여 이

차원 수치  실험을 통해 노즐 출구에서의 경계층

두께(0.99U)를 계산하며 경계층 보정을 하 다

[11]. 수치해석에 사용된 입력값은 Table 2에 정

리하 으며, 노즐 격자는 Fig. 4와 같으며 벽면에

서의 격자 간격은 1μm이다. 출구 조건은 외삽법

(extrapolation)을 사용하 으며, 수렴오차가 10-6

이 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하 다.

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즐 형상을 난

류모델[12]을 용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여 노즐

Table 2. CFD  Inp ut conditions 

Total pressure 101 kPa

Total temperature 295.5 K

Velocity (U) 510 m/s

Gas Air

Vacuum tank pressure 5 kPa

Turbulence Model Baldwin&Lomax

Fig. 4 . G rid of sup ersonic nozzle

 

Fig. 5 . U p p er nozzle contour

출구부분에서 윗면과 아랫면의 변 경계층을 산출

한다. 이 게 얻어진 윗면과 아랫면의 노즐 출구 

변  경계층 값을 식 9에 입하면 윗면과 아랫면

의 각 에서의 경계층 보정값을 구할 수 있다[11].

    



          (9)

여기서,   : 노즐 목에서 출구까지 거리

       


 : 노즐 출구에서의 변  경계층 

  노즐 목을 지나면서 유동의 성질은 아음속에서 

음속으로 바 게 되며, 일반 으로 노즐 목에

서의 경계층 두께는 0으로 가정한다[13]. 실험 , 

수치  계산 결과에 한 참고문헌[4, 7, 9, 11, 

12]에서 이 가정은 타당하며, 이 가정을 토 로 

식 9를 사용하여 노즐의 경계층을 보정할 수 있

다.  

비 칭형 노즐에서 아랫면은 평 으로 유지해

야 하므로 식 9로 얻은 아랫면의 보정값은 윗면

에 용하여 보정하게 된다. 경계층 보정을 거치

면 Fig. 5와 같이 노즐 형상이 바 게 된다. 아랫

면 경계층 보정 값은 윗면의 노즐 곡면에 용하

기 때문에 평 의 형상  변화는 없으며, 윗쪽 

곡면의 높이만 증가하게 된다. 실제 노즐에서는 

노즐의 , 아래뿐만 아니라 좌, 우측 벽면에서도 

경계층이 성장하므로 앞서 계산된 평 의 경계층 

보정 값을 3배로 하여 보정 값을 용한다.

2.2 음속 노즐의 성능 검증

가. 수치  방법을 통한 검증

경계층 보정을 통해 설계된 노즐을 제작에 앞

서 수치  방법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 다. Fig. 

6은 노즐 출구의 마하수를 노즐 높이 방향에 

하여 그린 그래 이며 경계층 보정을 통하여 설

계 마하수 2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은 노즐 단면의 등마하수선도이며 노즐 출구면에

서 마하수 2의 유동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치  방법을 통해 계산된 노즐 출

구 유동 값들은 실험  검증을 통해 차후 풍동 

실험의 입구유동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실험  방법을 통한 검증

음속 노즐 검증 실험은 흡입식(suction type) 

음속 풍동장치로 실험을 수행하 다. 음속 

노즐의 좌우측 벽면의 경계층 성장을 고려한 최

종 인 노즐의 형상은 Fig. 8과 같으며, 불필요한 

유동 생성을 없애기 해 평 과 노즐의 결합 부

분은 노즐 목 이  5 mm 지 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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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 M ach no. at nozzle ex it

Fig. 7. M ach no. contours of nozzle

Fig. 8. Sup ersonic nozzle conditions

Fig. 9 . Sup ersonic nozzle and adhesiv e tap e

음속 풍동의 작동 조건은 앞서 제시한 

Table 2의 수치 계산의 입력 조건과 같다. 음

속 노즐의 성능 검증을 해 California Institute 

Fig. 10 . M ach w av es and characteristic lines

Fig. 11. M ach w av es and characteristic lines 

of Technology에서 수행된 방법[14]을 참고하여 

마하  가시화를 수행하 다. Fig. 9에서와 같이, 

폭 2 mm, 두께 0.1 mm 투명 테이 를 노즐 목

에서 5 mm 지 부터 5 mm 간격으로 노즐아래 

벽면에 붙 으며 음속 유동에서 테이 의 미세

한 높이차에 의해 마하 가 발생한다. Fig. 10은 

노즐 내부 유동을 가시화 한 슐리 사진과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사진의 부분이 슐

리  이미지이며 아랫부분이 수치해석을 통한 마

하수 분포와 특성곡선을 나타낸다. 슐리  이미

지를 통해 노즐목 부분에서 형성되는 음속 라인

(sonic line)과 팽창 (expansion wave)를 볼 수 

있으며 노즐 목에서부터 경계층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테이 가 있는 자리에서 마하

(Mach wave)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하

 가시화 사진과 수치계산으로 얻은 특성곡선을 

비교했을 때 두 곡선이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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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을 사용하면 노즐 아래벽면에 부착된 테

이 에서 형성되는 마하 의 각도로부터 노즐 각 

지 의 마하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Fig. 11은 식 

10을 통해서 구한 노즐의 마하수 분포와 수치해

석결과를 비교한 그래 이다.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유사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두 값 모두 노즐 출구부에서 설계 마하수 2

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과 수치

 기법을 통한 노즐 성능 검증을 통하여 본 연

구의 설계 차가 올바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상에서 제시된 방법을 용하여 다른 마하수의 

이차원 비 칭형 노즐의 설계가 가능하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차원 비 칭 노즐의 설계와 

성능 검증에 한 내용을 제시하 다. 노즐의 경

계층 보정 방법 에서 Evvard와 Marcus의 경

계층 보정 방법을 수치해석 실험에 용하여 

음속 노즐의 경계층 보정을 하 다. 설계된 노즐

에 하여 수치 해석  방법과 실험  방법을 통

해 성능을 검증하 으며, 두 가지 방법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며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수치해석  방법을 통해 계산된 노

즐 출구의 유동값들은 차후 실험의 입구유동 조

건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음속 노즐 설계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음속 노즐의 곡면은 설계뿐만 아니라 가공

에서도 어려운 이 많으며 제작비용의 증가요인

이기도 하다. 이차원 비 칭형 음속 노즐은 한

쪽면만 곡면이므로 제작비가 감되어 여러 가지 

마하수가 필요한 실험에 합하다. 한 설계 외 

유동을 이는데도 유리하며 노즐 유동을 측정하

기에도 유리한 이 있다. 하지만 이차원 비 칭

형 노즐에 한 설계 방법이나 이에 한 수치

, 실험  검증에 해서는 많이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노즐을 설계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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