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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nozzle has been frequently employed to measure the flow rate of various gases, but hydrogen gas, 
especially being at high-pressure condition, was not nearly dealt with the critical nozzle due to treatment 
danger. According to a few experimental data obtained recently, it was reported that the discharge coefficient 
of hydrogen gas through the critical nozzle exceeds unity in a specific range of Reynolds number. No detailed 
explanation on such an unreasonable value was made, but it was vaguely inferred as real gas effects.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use of high-pressure hydrogen gas, systematic research is required to clarify the critical 
nozzle flow of high-pressure hydrogen gas. In the present study,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method has been applied to predict the critical nozzle flow of high-pressure hydrogen gas. Redlich-Kwong 
equation of state that take account for the forces and volume of molecules of hydrogen gas were incorporated 
into the axisymmetric, 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A fully implicit finite volume scheme was used 
to numerically solve the governing equations. The computational results were validated with some 
experimental data avail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discharge coefficient is mainly influenced 
by the compressibility factor and the specific heat ratio, which appear more remarkable as the inlet total 
pressure of hydrogen gas increases.  

1. 서 론 

최근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대체 에너지원

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

동차 산업에서의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연구는 현

재 상용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오

고 있는 상태이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통한 전

기 생산으로 에너지원을 얻으며, 이때 발생하는 

부산물로는 단순히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청정 에

너지로서의 각광도 받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인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분자량이 지극히 작은 수소를 자동차의 에너지원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압의 수소 저장 

기술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기술은 현재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정확

하고 효율적인 동력 제어를 위하여, 수소 기체 유

량의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수소 연

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에는 저장 용기

내의 압력은 수백 기압이 이른다. 이 경우, 기존

의 유량 측정 기기에서는 상당한 오차를 수반함과 

동시에 이러한 압력 범위에 적용 가능한 유량 측

정 장비 조차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초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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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유량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조차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기체 유량을 가장 잘 예측하는 기기는 

임계노즐 혹은 소닉노즐로 알려져 있다. 임계노즐

은 사용의 상당한 편의성과 더불어 높은 불확도 

수준의 정확도가 매우 큰 장점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측정 기기 내 다른 부가적 장치가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유량 측정 시 유동의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기체 유량 측정분야에서 국가 기준기로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임계노즐은 압축성 유동의 대표적 특이 

현상인 초킹 현상을 이용한 유량측정 장비로서, 

노즐 상/하류의 압력비가 임계압력비 이하가 되면, 

기체 유량은 임계노즐 목 상류에서 초크 하게 된

다[1]. 이 경우, 일차원 등엔트로피 관계식에 따르

면, 노즐을 통과하는 기체의 질량유량은 노즐 상

류의 전압, 전온도, 기체의 비열비 및 노즐 목의 

단면적의 함수로만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유량 측정에서는 등엔트로피 관계식에 의한 이론 

유량과 실제 유량의 비로 정의되는 유출계수가 

1.0 보다 작아지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서는 노즐 

벽면의 점성의 영향에 의한 경계층의 발달과 벽면

을 통한 열전달 및 노즐목의 곡률 반경과 같은 형

상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의 다차원성 등이 있다. 

그러나, 임계노즐을 통하는 기체의 질량유량은 노

즐목을 특성길이로 하는 레이놀즈수만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수행되어져왔다[2].  

종래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유량 측정 범

위에서는 임계노즐의 유량 예측과 유출계수의 정

의는 통상적으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

으며, 그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3,4].  

그러나, 연료전지 등에서 사용되는 수소 기체의 

경우에는 그 사용 조건이 초고압 상태가 되므로, 

이상 기체로 가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지금까지 적용되어져 오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으로는 합당한 유량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

란하다. 특히, Nakao 등[5]에 의해 수행된 초고압 

수소용 임계노즐 유량 측정 결과의 경우, 유출계

수가 1.0 이상이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고되

었다. 이러한 결과가 실험 오차에 의해 발생된 것

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초

고압 기체의 유량 계측을 위한 임계노즐의 사용에

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압 수소 기체 유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은 

van der Waals 식에 기초한 Redlich-Kwong 상태방정

식을 사용하였으며, Navier-Stocks 방정식을 적용한 
2 차원 축대칭 계산을 수행하였다.  

2. 수치 해석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임계노즐을 통하는 수소 기체의 

유동을 수치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k-ε 난류모델

을 적용한 Navier-Stokcs 방정식에 유한 체적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문헌

(3 )과 같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 적용된 임계노즐의 상세 

형상과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임계노즐의 직경 D 
= 0.6 mm 이며, 노즐 축소부와 확대부의 길이는 각
각 1.0 D 및 5.0 D 이다. 노즐목의 곡률은 2.0 D 이

며, 확대반각은 4o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경계조건은 노즐 입구에 

pressure inlet 조건, 출구에 pressure out 조건을 적용

하였으며, 모든 노즐 벽면은 단열 no-slip 벽조건을 
적용하였다. 

수치계산에서는 노즐 입구의 전압(po)을 2~350 
bar 까지 적용하였으며, 노즐의 작동 압력비(pa / po)
는 0.5 로 고정하였다. 전온도는 288 K 이다. 

그림 2 는 본 연구에 적용된 격자계를 나타낸다. 
격자점은 대략 2 만개가 사용되었으며, 유동이 초
크하는 노즐목과 경계층 유동이 발달하는 노즐 벽
면에 격자점을 집중시켰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ritical nozzle flow field 

 
Fig. 2 Typical grid system 

2.2 실제 기체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기체의 압력이 고압 상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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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분자간의 인력과 분자의 체적을 고려하기 위
하여, 실제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에 적용된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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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ch-Kwong 상태방정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식과 설명은 문헌 (6)에 표현되어있다. 

3. 결과 및 고찰 

실제 기체의 p-v-T 거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압축인자(compressibility factor)가 사용된

다.  
 

ZRTpv =                               (3) 
 

그림 3 에는 Redlich-Kwong 상태 방정식을 이
용하여, 수소기체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압축인자

의 분포를 나타낸다. 수소 기체의 온도가 100 K 
일 경우, 기체 압력이 50 bar 이하에서는 압축인자

가 거의 1.0 의 값을 나타내며, 50 bar 이상의 압력

조건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수소기체의 온도가 100 K 이상의 조건에서는 압축

인자가 1.0 이하의 값을 가지지 않으며, 고압 조건

에서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100 K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는 압축인자가 1.0 이하가 되는 압
력 조건이 존재하게 되며, 압축인자가 최소가 되
는 압력은 수소기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림 4 에는 임계노즐 유동 예측에 대한 수치

계산법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원자 분자

에 경우, 임계노즐 목을 특성길이로 하는 레이놀

즈 수의 변화에 따른 유출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었

다. 여기에서 레이놀즈 수의 범위는 이상기체 상
태방정식이 적용 가능한 기체의 임계압력비 이하

의 조건이다. 그림 4(a)인 H2 의 경우, 레이놀즈수

가 증가할수록 유출계수는 증가하다가 고레이놀즈

수가 되면 특정 값으로 점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때, 본 수치계산법은 문헌(8)의 실험결과와 상당

히 잘 일치하고 있다. O2의 경우인 그림 4(b)의 경
우, 레이놀즈수 증가에 따른 유출계수의 변화는 
H2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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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endence of pressure on the compressibility 

factor of hydrogen gas 

0 4000 8000 12000 16000 20000
Re

0.90

0.92

0.94

0.96

0.98

D
is

ch
ar

ge
 c

oe
ffi

ci
en

t [
 C

d 
]

Ref. ( 8 ) 
Present CFD 

(a) Hydrogen gas ( 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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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xygen gas ( O2 ) 

Fig. 4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nd experimental 
discharge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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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dicted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along the 

nozzle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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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dicted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along the 

nozzle upper wall 

그림 5 는 노즐 중심축을 따르는 국소 정압의 
분포를 나타낸다. 노즐 상류의 전압이 1.01 MPa 이
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적용된 경우, 유동은 
노즐 목을 통과하여 초음속으로 가속하게 되며, x / 
D 가 약 2.5 인 위치에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노즐 
상류의 전압이 35.46 MPa 인 경우에도 충격파 발
생 이전의 정압 분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기체의 효과가 적용된 경우, 전압이 1.01 
MPa 의 결과 역시 동일한 정압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즐 상류의 전압이 35.46 MPa 인 
경우에는 실제 기체 효과로 인하여, 동일한 위치

에서 정압 분포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기체 효과로 인하여 임계상태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즐 벽면을 따르는 국소 정압의 분포는 그림 
6 에 나타나있다. 그림 5 와 동일하게 노즐 상류의 
전압이 35.46 MPa 에서 실제기체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전압력 조건에서 실제 기
체 유동에서의 충격파 위치는 이상기체 유동보다 
더 하류에 위치한다. 또,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유
동 모두 노즐 전압이 커질수록, 충격파에 의한 정

압 상승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것은 노즐 상류 
전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계층의 두께가 얇아지

기 때문에 충격파와 경계층과의 간섭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림 7 은 임계노즐 목에서의 질량 유속 분포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횡축은 일차원 등엔트로피 
관계식에 의한 이론 질량유속으로 무차원하였다. 
노즐 상류의 전압이 2.02 MPa 인 경우, 실제 기체 
및 이상 기체 유동의 질량 유속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압이 20.27 MPa 인 경우, 경계

층 영역에서의 질량 유속 분포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경계층 바깥 영역에서 실제 기체 유
동의 질량 유속 분포는 이상기체 유동보다 낮게 
예측된다. 따라서, 실제 기체 효과에 의한 임계노

즐 유동의 유출계수는 경계층의 배제 두께에 의한 
영향보다는 노즐 내부의 유동 상태량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층 유동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그림 8 에 
나타나있다. 임계노즐의 경계층 유동은 벽면 마찰 
속도 (wall friction velocity)의 항으로 표현되는 벽
법칙(law of the wall)의 형태로 표현된다. 노즐 전압

에 상관없이 이상기체 유동과 실제기체 유동 모두 
점성저층(viscous sublayer)는 y+ < 5.0 이하로 예측

되었다. Overlap layer 는 노즐 상류의 전압이 증가

할수록, 점차 fuller 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노즐 상류의 전압 조건에 대하여, 이상 기
체 유동과 실제 유동의 경계층 유동의 차이는 찾
아보기 힘들다. 즉, 실제 기체의 효과가 임계노즐

의 경계층 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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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dicted mass flux profiles at nozzle throat 

그림 9 는 레이놀즈 수에 따른 임계노즐의 유
출계수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수치계산에서 
얻어진 이상기체 유동의 유출계수는 레이놀즈 수
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특정한 값으

로 점근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

까지 알려져있는 임계노즐의 유출계수에 관한 전
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Nakao 등[5]에 의한 실험

결과에서는 레이놀즈수가 2.0×105 ~5.0×105 의 범
위에서 유출계수가 1.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 4.0×105 이상의 레이놀즈수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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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상기체 유동의 유출계수 변화 경향과는 반
대가 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얻어진 실제 기체 유동의 유출계수는 2.0×
105 이하의 레이놀즈 수 범위에서는 이상기체 유
동의 유출계수와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략 3.0 이상의 레이놀즈수 범위에서 유출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때 감소율은 문헌 
(7)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체 효과는 레이놀즈수가 대략 2.0×105 이상이 
되면, 임계노즐의 유출계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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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boundary layer profiles at 

nozzle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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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the predicted and experimental 
discharge coefficients with Reynolds number 

그림 10 은 수소기체의 압축인자와 질량 유속

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압축인자는 노즐 
중심축을 따르는 국소 정압과 온도에 의하여 구하

여지며, 이상 기체 유동의 압축인자는 1.0 이다.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유동 모두 질량 유속의 분
포는 충격파 발생 이전에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때 압축인자는 노즐 목에서 약 0.01 정도의 미
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즐 상류의 전압이 
2.02 MPa 인 경우, 이상 기체 유동의 가정으로 임
계노즐의 유출계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충격파 발생 위치는 실제 기체 효
과가 고려된 경우, 이상기체 유동에 의한 충격파

의 위치보다 하류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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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s of predicted compressibility 
factors and mass fluxes along the nozzle axis 

(po = 2.0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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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tributions of predicted compressibility 
factors and mass fluxes along the nozzle axis   

(po = 20.2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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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상류의 전압이 20.27 MPa 인 그림 11 의 
경우, 노즐 목에서의 압축인자는 이상 기체와 실
제 기체의 차이가 그림 10 의 경우보다 상당히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 질량유속의 분포도 다르

게 나타난다. 즉, 노즐 상류의 전압이 증가할 경우, 
압축인자의 증가로 인하여 실제 기체 유동에서는 
질량 유량이 이상기체 유동의 질량유량보다 감소

하게 된다. 등밀도 선도에서도 실제기체 효과로 
인한 노즐 내부의 밀도 분포가 심각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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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fluence of inlet total pressure on the specific 

heat ratio of hydrogen gas 

일반적으로 임계노즐을 통하는 질량유량 혹은 
유출계수는 기체의 비열비 함수로 주어진다. 수소

기체를 이상기체로 가정할 경우, 비열비는 1.41 이 
된다. 실제 기체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노즐 상류 
전압에 따른 수소기체의 비열비는 그림 12 에 나
타나있다. 실제 기체 효과를 고려할 때, 기체의 비
열비는 노즐 입구에서 이상기체의 비열비보다 낮
게 나타나며, 유동이 팽창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전압이 1.01 MPa 이하일 때, 노즐 목에서의 
비열비는 이상기체인 수소의 비열비와 거의 동일

하게 나타난다. 노즐 상류의 전압이 1.01 MPa 이상

이 되면, 노즐목에서의 비열비가 1.41 보다 낮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체의 비열비

는 임계노즐을 통하는 기체의 질량유량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12 에서 알 수 있듯이 
노즐 상류의 전압이 2.02 MPa 이상이 되면 실제 
기체 효과가 고려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계노즐을 통하는 초고압 수소

의 유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 차원 축대칭, 
압축성 Navier-Stocks 방정식을 적용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소 기체의 실제효과를 고려하기 위
해서는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상기체로 가정한 경우의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

다. 
본 수치계산법은 일반적인 노즐 상류 전압 조건

에서 임계노즐의 유출계수를 매우 잘 예측하였다. 
실제 기체 유동에서는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유출계수가 증가하다가 노즐 상류의 전압이 대략 
20 bar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

다. 이러한 현상은 노즐 벽면의 경계층의 영향으

로 해석하기에는 불명확하며, 수소기체의 압축인

자와 비열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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