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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is performed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ust vectoring control (TVC) 

of the supersonic jet using proportional control valves. It is observed that three different TVC 

characteristics exist as the nozzle pressure ratio varies. Strong hysteresis phenomena are also observed 

during the valve control for a certain range of the nozzle pressure ratio. It is also noticed that the 

secondary chamber pressure is one of the influencing parameters for the TVC. Therefore, a control 

algorithm utilizing the secondary chamber pressure coefficient as a predictor is applied to achieve the 

stable TVC avoiding the hysteresis. Consequently, the stable TVC with the maximum deflection angle of 

about 20-degree has been realized using the proportional control valves.

   록

비례제어밸브를 이용한 초음속 추력편향제어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즐

압력비에 따라 세 가지 서로 다른 추력편향 제어특성이 나타나고, 밸브작동에 따른 강한 이력현상이 관

찰되었다. 아울러 이차챔버의 압력이 추력편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중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

에 이력현상을 회피하고 밸브제어에 따른 안정된 추력편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차챔버의 압력계수를 

이용한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비례제어밸브를 통하여 최대 추력편향각 20° 범위에서 안

정적인 추력편향제어가 구현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Key Words : Supersonic Jet(초음속 제트), Shock Wave(충격파), Thrust Vector Control(추력편향제어),  

 Hysteresis(이력현상), Coanda Eeffect(코안다 효과)

NPR = Nozzle pressure ratio  = Average of   for ∆
 =

Ratio of the 2nd chamber mass flux 
to the primary jet mass flux

 = Flap surface pressure (kPa)

 = Ambient pressure (kPa) ∆ = Time interval for calculating rms (ms)

r ms =
rms of normalized 2nd chamber
pressure

 = Thrust deflection angl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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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대에 들어서 비행체의 추력편향제어(Thrust 

Vector Control, TVC) 기술은 수직 이착륙용(V/STOL) 

뿐만 아니라 비행체 기동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1]. 노즐 후방에 설치

된 베인의 작동이나 노즐 자체의 방향전환 등을 이

용하는 기존의 기계적인 추력편향 제어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NASA[2]를 

중심으로 단순 구조를 갖는 유체역학적 추력편향 제

어기술이 연구 개발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노즐 출

구부 상하 한 쪽에서 제트방향과 반대로 흐르는 이

차 흡입유동을 발생시켜 해당방향으로 제트편향을 

유도하는 대항류(counterflow) 추력편향 제어기술이

다. 해당 기술은 초음속[3,4]과 아음속[5]영역에 적용

되었는데, 특정 운용조건에서 편향제트의 이력현상이 

관찰되었다[6]. 또한 아음속 영역에서 작동되는 마이

크로 가스터빈에 적용되어 그 기술의 응용성이 확인

된 바 있다[7]. 그러나 그 기술은 이차 흡입유동에 

따른 적지 않은 모멘텀 손실과 추가동력의 필요성 

등 일부 단점을 보였다[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추력편향 제

어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주제트와 나란한 방향

의 이차유동을 분출시켜 편향을 유도하는 동축류

(coflow) 추력편향 제어기술인데[9-12], 이 역시 다량

의 이차유동의 분출에 따른 추가동력을 필요로 한다

[1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당해 기관에서는 

초음속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의 추력편향제어 기술

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노즐부의 이차챔버에 연결

된 단순 개폐밸브(on/off)의 개폐작동을 통하여 제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이차유동과 노즐 후

방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여 최대 70°에 가까운 초음

속 제트의 추력편향제어가 가능함을 제시한 바 있다

[13](Fig. 1 참고). 해당 기술은 이차유동을 만들기 위

한 추가동력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

어방법이나, 개폐밸브의 작동으로는 이산적인(binary) 

추력편향각(0 또는 약 70°)의 제어라는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례제어밸브를 활용한 

초음속 추력편향제어의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밸브제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력편향 유동

의 강한 이력현상[14,15]을 회피하기 위한 연구가 추

가로 진행되었다. 제트의 추력편향각과 노즐부 상하

에 위치한 이차챔버에서의 압력변화의 관계를 관찰

하고, 이를 통하여 이력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되는 편향 제트유동의 탈부착에 대한 예측변수

(predictor)를 설정하였다. 이후 그 예측변수의 신호

에 따라 비례제어밸브의 작동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16]을 시도하였다.

(a) no-pitch (both valves open)

(b) upper-pitch (upper valve closed)

Fig. 1. Principle of the present TVC using     

   the valve control

Ⅱ. 본  론

2.1 추력편향 노즐부

다음 Fig. 2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TVC 노즐부

의 개략도와 주요 형상제원이 제시되어 있다. 수축형

으로 설계된 주노즐 출구부 상하에는 이차챔버가 위

치하고 있다. 각 챔버 전반부에 비례제어밸브가 연결

되어 밸브작동에 따라 이차챔버와 대기와의 개폐정

도를 조절한다. 종횡비 3:1인 사각노즐 출구 상하에

는 코안다 플랩이 설치되어 있고, 플랩표면 중심축을 

따라 5° 간격으로 위치한 12개의 압력탭과 압력스캐

너(PSI 9116)를 이용하여 플랩표면에서의 압력분포가 

측정된다. 노즐 출구부 양쪽 측면에는 플랩 끝단

Fig. 2. Schematic of the TVC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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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투명 아크릴 측판이 설치되어 노즐 하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3차원 유동의 유입효과를 차단한다. 

제트유동의 노즐압력비(NPR)은 2.0~3.0 범위에서 조

절되어 과소팽창 되는 초음속 제트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편향된 제트가 만들어내는 종추력( )의 측정에는 

노즐부 하단에 병렬로 연결된 2개의 S형 로드셀

(SBA, CAS)이 이용되었고, 피치방향의 측추력() 측

정에는 노즐부 양쪽 측방향으로 연결된 2개의 빔형 

로드셀(BCA, CAS)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응용된 

추력측정장치의 구조와 측정오차에 관한 보다 자세

한 정보는 참고문헌[12]에 제시되어 있다.

2.2 자료획득 방법

다음 Fig. 3에는 고속 슐리렌 유동가시화 장치 및 

서로 동조된 자료획득장치의 구성이 제시되어있다. 

슐리렌 유동가시화에는 각각 두 개의 슐리렌 거울과 

평면거울, 고속카메라(Phantom Miro ex4, Vision 

Research)와 LED 광원(M450LP1, Thorlabs)이 사용되

었다. 고속카메라의 해상도, 노출시간 그리고 초당 

프레임수는 각각 600x800, 5   그리고 2500 fps로 

설정되었다. 아날로그 전압출력 모듈(NI9269, NI)을 

이용하여, 고속카메라에 트리거 신호가 인가되었다.  

노즐부 상하에 위치한 두 개의 이차챔버 전반부에

는 비례제어밸브(HWV04 SC-P)가 설치되어, 밸브의 

다른 한 쪽에 개방된 대기에서 밸브를 통하여 자연

적으로 유입되는 이차유동의 유량을 제어하도록 하

였다. 밸브의 제어에는 NI9269 모듈이 이용되었고, 

이때 이차챔버로 유입되는 유량변화가 유량계(Sierra 

620s, Sierra Ins)를 통하여 정밀 측정되었다. 이차챔

버 중앙에는 고속응답압력센서(XCQ-062, Kulite)가 

설치되어 비례제어밸브 작동에 따른 이차챔버 내부

의 압력변화가 관찰되었다. 고속 슐리렌 유동가시화 

영상, 로드셀에 인가되는 힘, 유동압력, 이차유량 등 

모든 측정 데이터는 서로 동조되어 LabVIEW 프로그

램을 통하여 획득 처리되었다.

Fig. 3. Synchronized data acquisition

Ⅲ. 실험결과  고찰

3.1 이차챔버의 무차원 압력계수()

본 추력편향제어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두 개의 

이차챔버 전단에 설치된 밸브의 작동으로 노즐 출구

부에 상하 비대칭 압력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

한다. 상하 이차챔버에 설치된 두 개의 밸브가 모두 

완전개방된 상태에서는 이차챔버 내부압력이 서로 

같고, 이는 노즐 출구부(코안다 플랩표면 포함)에 상

하 대칭된 압력구조를 유도하여 이때 제트는 편향되

지 않는다(Fig. 1(a) 참고). 한 쪽 밸브는 그대로 열린 

상태에서 다른 한 쪽 밸브의 개폐도를 조절하면(닫히

면), 해당 밸브가 위치한 이차챔버 내부에 저압부가 

형성되고, 이는 노즐출구 후방의 코안다 효과와 더해

져 제트가 코안다 플랩표면에 부착되어 추력편향이 

일어난다(Fig. 1(b) 참고).

다음 Fig. 4는 NPR=2.2 조건에서 한 쪽 밸브의 개

폐 정도에 따라 해당 방향의 코안다 플랩표면에서 

나타나는 압력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는 플랩의 표면압력, 는 대기압을 의미한다. 저압

부로 형성된 이차챔버 압력이 플랩 전단부에 영향을 

주며, 플랩각도가 약 30° 되는 지점까지 압력(vacuum 

pressure)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때 밸

브가 완전개방된 다른 한 쪽의 플랩의 표면압력은 

거의 대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코안

다 플랩표면에서 나타나는 압력 비대칭 구조는 밸브

제어에 따른 상하 이차챔버 사이의 압력차이에 의하

여 결정된다. 노즐부에서 측정되는 압력값을 조합한 

다양한 형태의 압력계수를 검토한 결과, 다음 식 (1)

에 제시된 무차원 형태의 압력계수 이 제트의 추

력편향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변수로 확인

되었다.      

 

   
(1)

Fig. 4. Surface pressure variations on the   

 flap surface (NP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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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이차챔버의 압력, 하첨자 A는 밸브

가 여전히 개방된 방향, B는 밸브폐쇄가 작동되는 방

향을 뜻하며, 는 노즐출구 압력이다.

3.2 추력편향제어 특성의 세 가지 역

앞서 진행된 연구결과[13]에 따르면, 해당 기술의 

추력편향 제어특성은 노즐압력비(NPR)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Fig. 5 참고). 이를 정리

하면, NPR 변화에 상관없이 밸브제어에 따른 추력편

향각이 10° 이하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영역(A)

과, NPR 변화에 상관없이 추력편향각이 70° 가까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B), 그리고 NPR이 커짐에 따라 

추력편향각이 20° 이하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영역(C)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세 

가지 영역(A, B, C)의 대표적인 NPR 조건에서 한 쪽 

비례제어밸브의 작동에 따른 제트의 추력편향과 이

력현상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3.2.1 NPR=2.2 조건(A 역)

다음 Fig. 6에는 NPR=2.2 조건에서 비례제어 밸브 

작동에 따른 무차원 압력계수( )와 추력편향각()

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Fig.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피치방향의 제트 추력편향각()은  

tan로 정의되며, 이때 와 는 각각 종

추력과 측추력을 의미한다. Fig. 6 안에는 해당 관찰

조건에서 얻어진 슐리렌 유동구조와 대기에서 이차

챔버로 유입되는 질량유량비( , %)가 함께 제시되

어 있다. 이때, 질량유량비는 주제트 질량유량에 대

한 이차챔버 질량유량의 비로 정의된다. Fig. 6에서 

제트의 추력편향각은 상부 밸브의 개폐제어에 따라 

최대 약 7°까지 선형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때, 제어밸브의 열림과 닫힘 작동에 따른 추력

편향 특성의 이력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슐리렌 영

상을 통한 편향제트 구조의 분석결과, 해당 조건에서 

제트는 코안다 플랩표면과 거의 접촉되지 않으며 이

러한 유동구조가 7° 이하의 작은 추력편향각을 갖는 

Fig. 5. Thre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TVC technique[13]

(a)   = 0 (b)   = 0.4

(c)   = 0.6 (d)   = 0.4

Fig. 6.   vs.   and Schlieren images during   

 the valve operation (NPR=2.2)

이유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밸브제어에 따른 이

차챔버로 유입되는 이차유량은 주제트의 1% 미만으

로 확인되었다. 

3.2.2 NPR=2.5 조건(B 역) 

다음 Fig. 7에는 NPR=2.5(B 영역)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가 Fig. 6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

당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0.01~1.32)에서 70°에 가까운 큰 추력편향각이 

구현되고 있으며, 이때 상부밸브의 개폐작동에 따른 

강한 이력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그림에 같이 제시된 

고속 슐리렌 영상과 비교하여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에 완전히 열렸던 상부밸브가 서서히 닫히면, 무

편향 제트가 상부 플랩표면 전반부에 서서히 부착되

고((a)→(b)) 이에 따라 추력편향각은 천천히 증가한

다. 밸브가 계속 닫히면 제트의 플랩 부착면은 플랩 

하단부까지 넓어지고, 이후 특정 지점 (c)에 이르면, 

편향제트가 플랩 끝단까지 완전히 부착되면서 (d)에

서처럼 70°에 가까운 급격한 추력편향각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후 상부 밸브가 다시 열리는 작동조건에

서는 상부 이차챔버에 대기가 유입됨에 따라 압력계

수 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플랩표면에 이

미 완전히 부착되었던 편향제트는 다시 탈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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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0 (b)   = 0.8

(c)   = 1.31 (d)   = 1.32

(e)   = 0.8 (g)   = 0.44

 Fig. 7.   vs.   and Schlieren images during  

 the valve operation(NPR=2.5)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d)→(e)). 상부밸브의 열

림작동이 계속되면 특정지점 (f)에 이르러서야(이때 

슐리렌 유동구조는 (e)와 (f) 조건에서 거의 같게 유

지됨), 플랩에 부착되었던 편향제트가 갑자기 탈착되

면서 (g)에 제시된 것처럼 추력편향각이 0인 무편향 

제트가 구현되는 강한 이력현상을 보이고 있다. Fig.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차챔버에 유입되는 질량유

량의 크기( ) 또한 강한 이력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NPR 조건(영역 B)에서는 밸브제어

를 통한 높은 추력편향각(약 70°)을 유도할 수 있으

나 제어에 따른 강한 이력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존재한다.

3.2.3 NPR=2.8 조건(C 역)

다음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NPR=2.8 조건에

서는 최대 약 16°에 가까운 추력편향각이 넓은  

범위(0~1.05)에서 연속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a)   = 0.0 (b)   = 0.4

(c)   = 1.05 (d)   = 0.4

 Fig. 8.   vs.   and Schlieren images during  

 the valve operation(NPR=2.8)

있다. 상부 밸브가 완전히 닫혔을 때, 플랩 전단부에 

경사충격파를 동반한 박리구조를 갖는 편향제트가 

관찰되고(Fig. 8(c) 참고), 상부 밸브의 열림 작동에 

따른 이력현상(추력편향각과 이차유량)은 앞서 설명

된 B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

다.

3.3 이력 상 회피제어 방법

앞서 제시된 NPR에 따른 세 가지 추력편향 특성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한 이력현상을 보이

는 B 영역(2.3≤NPR≤2.6)이다. 밸브개폐제어에 따른 

이러한 이력현상을 회피하고 연속적이고 안정된 추

력편향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추력편향각의 동적변

화가 관찰되었다. 다음 Fig. 9에는 NPR = 2.5인 조건

에서 완전히 열렸던 밸브가 서서히 닫히는 작동에 

따른 동적 추력편향각과 무차원 압력계수()의 요

동(fluctuation) 크기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때, 해

당 압력요동의 크기는 다음 식 (2)와 같이 정의된 

r ms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r ms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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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the predictor

(b) with the predictor

Fig. 9. Variations of   and   during the    

 valve closing (NPR=2.5)

여기서 ∆는 rms 계산을 위한 시간간격을(본 연구

에서는 12 ms으로 설정), 은 ∆ 동안 계산된 

의 평균값을 뜻한다.

Figure 9(a)를 보면, 한 쪽 밸브가 약 80% 가까이 

닫힐 때까지 추력편향각은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이후 밸브의 미세한 추가 닫힘으로 추력편향각이 

21° 가까이 도달하고, 밸브가 조금 더 닫히면 추력편

향각은 다시 70°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

조화된 고속 슐리렌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밸브작동이 

87%에 도달하는 순간 편향제트 일부가 플랩표면에 

부착되면서 플랩 선단부에 경사충격파를 동반한 박

리구조를 보이며, 이후 밸브 닫힘이 더 진행되면 제

트가 플랩 전체표면에 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러한 급격한 제트의 플랩표면 부착과정에서 

r ms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며, 제트가 플랩표면 전

체에 부착하기 바로 전에 r ms가 최대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B 영역에서 관찰된 강한 이력현상은 플랩표

면 전체에 부착된 제트가 밸브가 다시 열리는 작동

에도 플랩에서 탈착되지 않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따

라서 이력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트가 플랩표

면 전체에 부착되기 전에 밸브 닫힘동작을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작동정지의 설정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하여 r ms를 이력현상 회피를 위한 예

측변수(predictor)[17]로 설정하였다. 즉, r ms의 최

고점(valve closing 85%) 전까지만 비례제어밸브의 

닫힘 작동범위를 유지하였고, 그때 얻어지는 결과가 

Fig. 9(b)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밸브 작동범위를 

제한함으로서 최종 추력편향각은 최대 20° 근처에서 

머물게 된다.

다음 Fig. 10에는 위와 같은 제한된 밸브작동을 통

하여 NPR=2.5(영역 B)인 조건에서 구현된 이력현상 

회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밸브 개폐에 따른 이력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추력

편향각이 0에서 20° 범위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

다음 Fig. 11에는 본 추력편향제어 시스템이 밸브

의 개폐를 통하여 이력현상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최

종적인 추력편향각의 범위가 다양한 노즐압력비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NPR이 

2.3 이상인 조건에서는 앞서 제시된 r ms를 이용한 

밸브작동 제한이 적용되어 있다. 해당 그림에서 추력

편향각을 나타내는 기호 사이 선은 실제 밸브를 닫

고 다시 여는 과정에서 얻어진 루프(loop)이며, NPR 

Fig. 10. TVC avoiding the strong hysteresis

Fig. 11. TVC without hysteresis for various   

N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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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각각의 선들이 밸브개폐에 따라 하나로 

모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밸브 개폐에 따른 이력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NPR=2.3 이하의 경우, 상

대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추력편향각 10° 이하의 

편향제어가 가능하고, NPR=2.3 이상의 조건에서는 

보다 넓은 의 범위에서 추력편향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적절한 밸브제어를 통하여 이력현상을 

회피한 추력편향각은 NPR이 2.5일 때 약 20° 근처로 

최대값을 갖는다.

Ⅴ. 결  론

이력현상을 회피하면서 밸브제어에 따른 안정된 

제트 추력편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차챔버 내부압

력의 변동을 예측변수로 이용한 제어 알고리즘이 적

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NPR 범위에서 비례제어밸브 개폐제어에 

따른 추력편향각의 강한 이력현상이 확인되었다.

2) 다양한 노즐압력비 조건에서 비례제어밸브 작동

에 따른 이차챔버 압력과 추력편향각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추력편향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무

차원 형태의 압력계수를 도출하였다.

3) 선정된 압력계수를 예측변수로 사용하여 비례제

어밸브의 작동범위를 제한함으로서 추력편향제어에

서 나타나는 이력현상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0°의 추력편향각을 갖는 연속적인 추력편향제

어가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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