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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이 발사체 에서 분리되(launch vehicle)
고 나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형 추력기 가(micro-thruster)
사용된다 이때 추력기는 힘이나 모멘트를 발생.
시키기 위해 플룸 을 분출하고 초음속(plume)

흐름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작동된다(supersonic)
인공위성의 임무에 점차 높은 정확도가 요구[1].

됨에 따라 정밀하게 자세를 교정하고 정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인공위성.
의 수명은 제조 기술과 전자 제어 기술을 발달로

년 정도 될 수 있지만 추력기의 성능과 연료30
용량의 한계 때문에 년 정도가 일반적이다 따10 .
라서 인공위성의 실제 작동 기간은 추력기의 성

능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노(performance) .
즐 내부 유동은 노즐 안의 아음속 경계층(nozzle)

을 통해 외부 조건과 상(subsonic boundary layer)
호작용하여 변하게 된다 따라서 추진[2].

시스템의 추력과 노즐 성능을 예측하(propulsion)
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포함한 여러 작동 조건

에 따라 노즐의 내부 유동장 을 면밀히(flow field)

압력비가 변할 때 축대칭 초음속 노즐의 플룸 구조 해석

권순덕*김성초․ **† 김정수․ **최종욱․ **김용석․ **

Plume Structure Analysis of an Axisymmetric Supersonic Micro-nozzle at
the Various Pressure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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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ady non-reacted compressible flow field in a symmetric micro-thruster, which is used for the accurate
attitude control of a satellite, is analyzed varying the nozzle pressure ratio (NPR) to investigate the plume
characteristics. The nozzle throat diameter is 0.06 inch and the area ratio is 56. The recirculation region is found
just behind the normal shock at the several NPRs due to the locally adverse pressure gradient along the nozzle
centerline when the environmental pressure is atmospheric. This phenomenon, the cause of flow loss, is similar to
the flow behind a blunt body. As NPR increases the location of Mach disk, characteristics of the normal shock,
moves downstream and its strength increases. The Mach number distribution appears in a wave-type patter after
the normal shock because oblique shocks are reflected on the shock boundaries especially when NPRs are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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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 위해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플.
룸의 정확한 이해가 위성체 개발과 핵심 요소 설

계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즐 형상.
및 압력비 변화에 따른(nozzle pressure ratio, NPR)
노즐 내의 유동 해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 운전

조건 에 대한 압력 밀도 온도(operation condition) , , ,
속도 분포 등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추력기의.
주 작동 환경은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이지만 노

즐의 입구와 출구의 상대적인 압력비가 중요하며

추력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해석이 필

요하므로 추력기 노즐의 유동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연속체 역학에 기초한 방Navier-Stokes
정식을 풀어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높.
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추력기 해석에는 점성 유

동과 연속체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희박 기체 유동 영역을 판단할 수 있(rarefied gas)
는 누센 수 를 고려해야 한다(Knudsen number) [3].
본 연구에서는 화학 반응이 없는(non-reactive)
점성 압축성 정상 상(viscous) (compressible) (steady)
태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난류 모형. (turbulence

은 표준 계수값 을 이용model) (standard coefficients)
한 RNG   모델이 적용되었는데 이 모델[4],
은 노즐 출구에 경계층 박리 가 있는(separation)
초음속 제트 문제를 해석하는데 적(supersonic jet)
절하다고 알려져 있다[5].
여기서는 두 가지 형상에 대한 계산 결과를 제

시한다 실험 결과가 있는 차원 노즐에 대해 먼. 2
저 해석하여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인공위성 자세제어용

실제 추력기의 해석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수치 해석 방법2.

화학 반응이 없으며 작동 유체를 순수 공기로

가정하여 정상 상태 압축성 유동을 해석하였다.
또한 연속체 역학이 성립한다는 가정 아래서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었다 난류Navier-Stokes .
계산에는 RNG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경계
조건으로 노즐 입구에 정체 압력과 정(stagnation)
체 온도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때 작동 유체를. ,
공기로 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표준 대기 조건 에(standard atmospheric conditions)
서의 온도가 입구 압력에 상응하도록 정체 온도

를 계산하였다 외부 경계 에서. (external boundaries)
는 표준 대기 조건을 사용하였다 노즐 벽면에서.
는 점착 조건 과 단열 조건이 주(no-slip) (adiabatic)
어졌으며 노즐은 중심축에 대해 축대칭이다 유.
동 해석은 를 사용하였으며 난류 모형은FLUENT
RNG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운동량 방정식,
의 압력항은 속도와 압력을 연계 하여 처(coupled)
리하였다 공간 이산화 방법. (discrerization method)
으로는 차 풍상 방법2 (second-order upwind

을 사용하였고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을scheme)
고려하기 위해 법칙을 사용하였다Sutherland .

해석 방법의 검증3.

인공위성용 추력기 노즐 유동을 해석하기에 앞

서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실험 결

과 가 있는 차원 노즐에 대해 수치계산을 실시[6] 2
하였다 이 노즐의 형상은 면적비가 약 이며. 1.8 ,
출구의 높이가 약 인치이다 계산 격자 는2 . (grid)
사각형 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비정렬 다(quad) ,
중격자계 로(unstructured multi-block grid system)
구성되었다 특히 점성 경계층을 모사. (simulation)
하기 위해서 노즐 벽면 근처에 에서 격자를 충분

히 밀집시켰다 계산 영역의 크기와 부분별 격자.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수치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약한 충격파 등의 비교적 자(weak shock)
세한 유동 현상을 볼 수 있는 범위 내(capturing)
에서 가장 경제적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실험 조.
건과 동일하게 노즐 입구에 정체 압

력을 부터 의 범위에서 부여하였고 외부 환

경은 표준 대기압 조건을 부여하였다

은 압력비에 따라 노즐 벽면에서의 압

력 분포를 실험 결과 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는 정압 는 노즐 입구의 정체압

력 는 노즐 축방향 좌표 는 노즐 목 위치이

다 압력비 이상에서 계산 결과에서 오

차는 실험값과 비교하여 약 이하이며 압력비

가 높아질수록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압력비

이하에서 다소 높은 오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형이 높은 레이놀즈수에 대한 것이

기 때문에 실험에서 충격파 가 생기

지 않는 비교적 낮은 압력비 영역에서 노즐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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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부분에 국부적으로 충격파가 발생되는 것처

럼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Fig. 1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wall
(lines: computation, symbols: experiment[6])

인공위성 노즐 해석4.

형상 및 계산 조건4.1
인공위성 자세제어용 추력기의 노즐 형상은 축

대칭이고 노즐 입구 지름이 인치 목 지름이

인치 노즐 출구 지름이 인치인데 실제

형상은 와 같으며 차원 노즐과는 달리 면

적비 가 으로 비교적 큰 노즐이다

Fig. 2 Thruster shape

계산 영역 크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수치 시험을 통하여 결정하였

으며 노즐 출구를 기준으로 하여 주 유동

방향으로 출구 지름  의 배 그

역방향 으로 출구 지름의 배 노즐

중심축에서 주 유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

으로 출구 지름의 배이다 총 격자수

는 약 만 개이고 노즐 내부에는 전체 격자수의

약 가 있다 노즐 주위의 격자계를 에

나타내었다 외부 대기 조건은 기압으로 설정

하였고 입구에 기압부터 기압까지 정체 압

력을 부여하였다 노즐 중심축을 축대칭 조건으

로 하였으며 이외의 경계 조건은 차원 노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되었다

Fig. 3 Grid system around the thruster

계산 결과4.2
외부 압력이 표준 대기 조건 이고 압력

비를 부터 사이에서 변화시켰을 때 인공위

성 자세제어용 추력기 노즐 내부 벽면에서의 압

력 분포가 에 있다 이 압력비는 인공위성

추력기의 실제 작동 조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이다 일반 기체 운동학 이론

의 예측과 동일하게 압력비 이상의 초

음속 유동의 압력선은 충격파에 의한 압력 회복

이 있기 이전까지 동일한 경

로로 변화한다

와 같은 조건에서 노즐 대칭축 위의

마하 수 분포 변화를 에 나

타내었다 는 노즐 중심축을 따른 좌표이며 노

즐 출구 지름  으로 무차원화하였다 즉

 ≈ 은 노즐 입구이며  ≈ 가

노즐 목이고  ≈ 인 위치가 노즐 출구

이다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마하 수 값은 당연히

증가한다 와 의 경우는 전 유동 영역

이 아음속 이며 이상에서는 마

하수 분포가 파형 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경사충격파 가 충격파

경계 에서 반복적으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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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파형이 사라진 이후

의 유동은 유동 확산 에 의해 자유 흐

름 상태로 감속한다 와 같

은 경우에 축대칭 단면에서의 마하수 분포를

에 나타냈는데 이렇게 낮은 압력비에서는

노즐 내부에 복잡한 충격파 구조가 존재하게 되

고 운동량도 비교적 작아서 노즐 목 바로 뒤에서

박리가 발생한다 특이한 점은 과 같이 비

교적 높은 압력비에서 마하 디스크 의

뒤쪽에 재순환 영역 recirculation region)이 발견되

는 것인데 그 이유는 노즐 중심축을 따라 수직

충격파 뒤에서 부분적으로 역압력

구배 가 나타나기 때

문이다 즉 강한 수직 충격파와 마하 콘 Mach
cone 내외부의 큰 압력 구배에 의해 무딘 물체

blunt body 뒤에서 배압 이 존재

하는 것과 관련된 비슷한 유동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추력 성능 측면에서 유

동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Fig. 4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wall when
the environment pressure is 1 atm

에 인공위성 자세제어용 추력기 노즐

내부 벽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차원

노즐과 달리 면적비가 으로 비교적 큰 노즐이

므로 압력 분포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수 좌표

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압력비 경우에 의 압력선에서 분기되는

지점이 노즐 벽에서 박리가 일어나는 위치이며

의 경우는 노즐 내부에서 박리가 일어

나지 않았다

Fig. 5 Mach number distributions along the nozzle
centerline when the environmental pressure
is 1 atm.

Fig. 6 Mach number contours when the
environmental pressure is 1 atm.
(NPR=1.2, 1.5, 2, 3, and 9 from the top)

Fig. 7 Flow field at NPR=45 when the
environmental pressure is 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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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wall when the
environmental pressure is 0.1 atm

여러 가지 압력비에 대하여 노즐 중심축 위

의 마하 수 분포 변화를 에 나타내었다

는 노즐 중심축을 따른 좌표이며 노즐 출구

의 지름  으로 무차원화하였다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마하수 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범위의 압력비에서는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마하 수 분포 형태가

나타난다 각각의 압력비에서 노즐에 의해 가속

된 유동은 피크 점 이전까지 동일한 마하

수 분포를 보인다 각각의 피크 점에서 급격히

마하 수가 감소하는 위치에 수직 충격파 존재

하며 축대칭 노즐이므로 이것은 마하 디스크

이다 수직 충격파 이후의 마하 수

분포는 파동 형태가 나타나며 파동의 진폭

은 감소하는데 전체적인 마하 수 분

포는 완만하게 증가한 후 감소한다 파동 형태

의 마하수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경사 충격

파가 충격파 경계에서 반사되기 때문이며 전체

적인 마하수 분포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에서처럼 마하 디스크 뒤쪽의 아음속 영

역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노즐 중심축 바깥쪽의

높은 마하수 영역이 노즐 중심축 쪽으로 합쳐

지기 때문이다 이후 유동은 유동 확산에 의해

아음속으로 감속한다

결 론5.

2차원 노즐을 해석하여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같은 해석 방법으로 인공위성

자세제어용 축대칭 추력기 노즐을 해석하였다.
여러 가지 압력비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고

마하수 분포를 통하여 기본적인 유동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치 실험을 통하여 해석 노

즐의 최적 설계 조건을 찾고 압력비에 따른 추

력 변화 화, 학 반응 고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해

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9 Mach number distributions along the nozzle
centerline when the environment pressure is 0.1
atm

Fig. 10 Mach number contours according to thepressure
ratios when the environment pressure is 0.1 atm
(NPR=100, 150, 200, 300, and 400 from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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