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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비행체 자세제어 기술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형상 및 비행체 표면에 부착된 날개를 이용

한 공력제어방식이 현재까지는 많이 이용되어 왔

으나 최근 들어 고고도 및 발사초기 자세 제어를

위해 추력 방향 조종 을 응Thrust Vector Control( )

용하여 직접적으로 추진기관의 추력 방향을 제어

하는 방식이 개발 발전되어 적용되고 있다 추력, .

방향 조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기의 유

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비행체 발사초기에

이용하면 자체 급선회 및 위성체의 최적궤도 진

입과 수직 발사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년대 이후 다양한 종류의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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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 방향 조종을 연구해오고 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추력 방.

향 조종은 크게 가동노즐 차 분(Moving nozzle), 2

사 기계적 편향판(Secondary injection), (Mechanical

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deflector) .

기계적 편향판을 이용한 추력 방향 조종 방식중

에서 하나의 노즐로 피치 요 롤(pitch), (yaw), (roll)

의 축 제어가 가능하고 소형으로 구조가 비교3 ,

적 간단하며 성능이 우수한 제트베인형 추력 방,

향 조종 장치 가 보(Jet vane Thrust Vector Control)

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

제트 베인이 직접 고온 고속의 가스 흐름 내에,

서 작용하기 때문에 편향 추력 발생 측면에서 뛰

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2, 3)

이미 실용회된 제트베인 은 노즐 끝단Jet Vane( )

에 부착되어 직접적으로 유동 자체에 영향을 주

어 비행방향을 제어하는 반면 본 시험에서 사용

된 형 제트베인은 노즐에 베인이 직접 삽Shroud

입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를 포함한 제트베인의 공기역학적 특성 연구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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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study shows the result using two different methods which are used to control

missile or aircraft. One is the Thrust Vector Control(TVC) method for the aviation of next generation

and the other is the present effective Shroud Jet-vane System(SJVS) method for the satellite effector

development.

The research was done through the performance estimation using the nume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modelling, the performance measuring using the model, the investigation of the flow visualization

and aerodynamic performance with the enforced power to the vane and the result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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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발사체의 비행방향 제어방식,

중 차세대 비행체의 추력 방향 조종 기술의 이해

와 발사체 개발 등에 유용한 가 감싼 형태Shroud

의 일체형 제트 베인을 최적 형상으로 제작하여

특성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적인 제트 베,

인과 병행하여 쉬리렌장치 를 이(Schlieren system)

용한 유동가시화 및 베인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

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동 간섭을 비교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제트베인 주위의 공력 특성2.

제트 베인의 형상에 따른 공기역학적 특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에 도시한 것과 같이Fig. 1

초음속 유동중에 위치한 더블 웨지형 제트 베인

의 받음각에 따라 충격파 간섭으로 인해 상이한

유동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더블 웨지의 반.

각이 인 경우로 받음각 에서는 선단부에 경10° , 0°

사 충격파 베인 불연속면에서는, Prandtl- Meyer

팽창파 그리고 베인 후방은 경사 충격파가 형성,

된다 받음각이 인 경우에는 선단 하부에 경사. 10°

충격파가 형성되고 상하부 불연속면에서는,

팽창파 그리고 베인 후방 상부에는Prandtl-Meyer ,

충격파 하부에는 팽창파가 발생된, Prandtl-Meyer

다 받음각이 일 때는 베인 선단 상부에. 20°

팽창파 하부에 충격파가 형성되고Prandtl-Meyer ,

하부의 불연속면에서 팽창파 베인Prandtl-Meyer ,

후방 상부에 충격파 하부에 팽창파, Prandtl-Meyer

가 형성되어 상하부 유동이 합류한다.

그러나 이상인 경우에는 베인 선단 상하부, 30°

에서 궁형 충격파 가 발생하고(Curved shock wave)

α=10
α=0

α=20 α=30

Fig. 1 Flow characteristics around Jet vane

according to angle of attack

베인 후방에서는 팽창파가 형성되Prandtl-Meyer

어 상하부 유동이 합류한다 베인 선단에 분리된.

충격파 인 궁형 충격파가 발(detached shock wave)

생하는 것은 베인 선단 하부의 받음각이 베인 선

단부 각 δ와 함께 작용하여 유효한 받음각이 최

대 유동 방향각(maximum flow deflection angle)

δm을 초과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가 크shock drag

게 증가하게 된다.
4)

제트 베인에 작용하는 항력 및 양력을 형상에

따른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즐출구에서의 동

압과 제트 베인의 면적으로 무차원화하여 다음

식과 같이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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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투영 면적, A , ρ는 밀도, 는

노즐 출구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시험 장치 및 방법3.

시험시간 및 초음속 노즐의 설계3.1

제트 베인 특성 시험을 위한 초음속 유동장치

는 가압장치 고압 저장용기 밸브 압력, , On-Off ,

제어 밸브 챔버 그리고 노즐로 구성되어 있다, , .

초음속 유동 시험 장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와 유사한 제트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므

로 노즐 설계 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도,

록 설계되어야 하고 고압 저장용기의 설계에 있,

어서 최대허용압력을 고려하여 작동압력과 용량

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로 각 부분의 압. ,

력손실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량이 챔버내로 유입

되도록 하여 분석 가능한 데이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시간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

지만 이론적인 해석방법으로도 예측할 수가 있

다 유동모사 과정동안 저장용기 에서. Reservoir( )

챔버로 이동하는 공기의 이송과정을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할 때 다음 식으로부터 시험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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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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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관마찰손실을 고려한 챔버압력,

는 노즐목면적,  는 저장용기의 초기압력

및 온도, 는 파이프 손실을 고려한 저장용기의

압력, V는 저장용기의 체적을 나타낸다 에. Fig. 2

서 보면 두 식을 이용하여 마하수 노즐에2.86

대한 예상 시험 시간을 파이프 손실을 이상70%

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손실을 가정한 예,

상 시험시간은 약 초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5 .

러나 센서의 Ri 반응시간 을 제거한 실질sing time( )

적인 취득 시간은 약 초 정도이며2.8 ~ 3.1 실제,

시험에 적용된 전체 시험시간은 약 초3.8 ~ 4.5

이다.

Fig. 2 Test time with various chamber pressure

유동해석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유한체적법

의 상용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을 사용Fluent 6.1

하였다.
5)
한편 노즐 유동장의 격자 생성은 격자,

생성 전용 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였으Gambit 2.0

며 노즐 및 유동장 생성 시 정렬격자를 이용하,

여 사용된 격자수는 약 개로 노즐 해석을50,000

위해 다중 격자 를 이용하여 챔버와 노(Multi-grid)

즐 노즐 출구 유동장 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 4 ,

충격파 및 팽창파가 형성될 수 있는 출구에 격자

를 밀집시켰다 는 마하수. Fig. 3(a) 2.86, γ=1.4에

서 압력비 면적비 일 때 노즐에서29.73, 3.706

형성되는 초음속제트의 마하수 분포와 정압력을

도시한 그림이다 초음속 제트의 충격파 셀 내부.

에 베럴 충격파 마하 디스크 및 반사충격파가,

형성되고 있으며 설계한 대로 마하수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a)

(b)

Fig. 3 Mach Number & Static Pressure contours

Fig. 4 Mach Number & Static Pressure at the

nozzle exit

의 정압분포 또한 노즐목을 지난 다Fig. 3(b)

음 대기압상태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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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사용될 노즐로써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는 노즐 내부 및 출구에서의 정압과 마하수Fig. 4

의 수치적인 그래프로써 이론식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시험방법3.2

개 조로 제작된 제트베인은 초음속 유동장4 1

치의 노즐출구에 놓인 제트베인 지지부에 편향각

에 따라 설치한 후 피치 및 요 그리고 롤 방향,

의 힘을 측정하였으며 제트 베인의 지지부에는

실제 제트베인의 내열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

분을 고정장치로 하였다 베이스 라 불리우. Base( )

는 이 내열판은 제트베인과 일체화되어 있으며,

내면에 완전히 삽입된 구조로써 노즐유동Shroud

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험장치의 개략도를 에, Fig. 5 도시하였

다.

Fig. 5 Assembly of Shroud Jet-vane

시험결과 분석4.

유동가시화4.1

출구 마하수 의 초음속 유동 중에 피치2.86

방향으로 작동하는 형 제트 베인의 후류의Shroud

유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편향각 범위0° ~ 30°

에서 간격의 변화에 대한 가시화 결과를10° Fig.

에 나타내었다 편향각 인 경우로서 제트베인6 . 0°

의 뒷전에 형성되는 두개의 경사충격파가 선명히

나타나며 이 경사충격파와 노즐유동 자체가 만,

나서 생성되는 여러 형태의 반사충격파가 그물구

조로 복잡하게 보여지나 편향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기에 제트베인에 의한 유동 간섭이 제트 유동

방향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노즐출구 방

향으로 자유제트와 유사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

었다 의 편향각 에서는 제트베인 뒷. Fig. 6(b) 10°

전의 상부에서 충격파가 하부에서는 팽창파가 형

성되며 편향각 인 경우보다 제트는 하부로 약0°

간 편향되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며 균일,

하지 않은 충격파 형상으로 짐작하여 충격파셀의

유동간섭이 크게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a) ø = 0°

(b) ø = 10°

(c) ø = 20°

(d) ø = 30°

Fig. 6 Schlieren photographs of Jet d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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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 편향각 인 경우에서 보면Fig. 6(c) 20°

일 때와 동일하게 하부로 편향됨을 보여주었10°

으나 그 기울기가 더 커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제트베인의 상부에서 유동박리가 발생되어 충

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제트베인 하부에서

팽창파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d)

의 의 경우에서는 베인 자체의 급격한 기울기30°

에 의해 제트내의 충격파셀의 유동구조 자체가

붕괴되어짐을 알 수 있었고 하부제트 경계면은,

편향각에 따라 편향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부,

제트면은 이와 관계없이 진행됨을 미루어 보아

제트베인 편향각과 추력편향방향이 꼭 비례한다

고 볼 수 없으며 제트베인에 의한 추력방향제어,

에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편향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제트베인 뒷부분의 하부 및 상부에서 충격파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상부에서 형성되는 충격파는,

제트베인 상부 뒷면에서 형성되는 유동박리에 따

른 경계층에서의 발달된 충격파로 보여지며,

형상 자체의 영향에 의한 즉 제트베인을Shroud ,

수납하기 위한 홀의 미세한 간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트베인 특성분석4.2

은 가 없는 경우에 대한 좌우의Fig. 7 Shroud

을 편향각에 따라 회전시킴으로써 피치 제Vane

어할 때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X, Y, Z

것이다 간격으로 동일하게 변화시킴에 따라. 5°

방향의 힘은X 0에 근접해서 나타나며 제트,

유동방향인 방향으로는 편향각이 커짐에 따라Y

유동과 수직으로 접하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역시 각. Z

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는 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Fig. 8 Shroud

값으로 방향의 힘은 없을 경우와 유사하나X , Y

방향 및 방향으로의 힘은 구간에서 급Z 20° 30°～

격히 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편.

향각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10° 20°～

을 보여주는데 이는 노즐 출구로 배출되는 유동

의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서 안쪽으로 유Shroud

입되는 유동 자체의 간섭으로 사료된다.

는 의 존재 유무와 편향각 변화에Fig. 9 Shroud

따라 항력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편향각이 증가됨

에 따라 항력의 크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 없는 경우에는 선형적인 증가현상을Shroud

보여주는 반면 가 있을 경우에는 없는 경Shroud

우보다 작은 값으로 상승되며 이 또한 까지20°

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사이에서 최대값20°~30°

으로 급격하게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다.

은 의 유무에 따라 제트베인Fig. 10 Shroud

성능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양항비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가 없는 경우에Shroud

는 완만한 감소 현상을 보이나 가 있을 경, Shroud

우에는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또한 사. 0°~15°

이에서 동일하게 상승됨을 나타내는데 이는 편,

향각이 증가됨에 따라 양력은 선형적으로 항력은

편향각의 자승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다.

Fig. 7 Directional force according to pitch

control of jet vane without a Shroud

Fig. 8 Directional force according to pitch

control of jet vane within a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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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rag coefficient of jet-vane according to

turning angle

Fig. 10 Lift to drag ratio of jet-vane according

to turning angle

따라서 가 없을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 Shroud

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반면 효율 자체는 약간 저

하되고 가 있을 경우에는 효율 자체는 좋, Shroud

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현상이 있으므로 효율15°

적인 제어 자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5.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의 유무에 따른Shroud

제트베인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시험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편향각이 증가됨에 따라 유무에 관1) Shroud

계없이 항력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나 가 존재할 경우는 사이에서 약Shroud 20°~30°

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1.5 .

가 없을 경우에는 베인 결합체와 충돌2) Shroud

한 충격파가 일시에 주유동과 더불어 소멸되지만

가 있을 경우에는 베인 결합체에 충돌한Shroud

충격파가 곡면으로 형성된 표면을 따라Shroud

함께 팽창되어 자체가 노즐과 동일한 작Shroud

용을 일으켜 압력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제어에 따른 어려움은 있으나. Shroud

는 효율 증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Micheal J, Ripley-Lotee, Scott M. O'Neil, 1979.

"JET VANE THRUST VECTOR CONTROL -

NEGLECTED THCHNOLOGY WITH NEW

HORIZONS", Naval Weapons Center, Code 2433,

China Lake, CA 93555

(2) Resit Unal, Edwin B. Dean, 1994. "Taguchi

Approach to Design Optimization for Quality and

Cost: An Overview",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arametric Analysts 13th

Annual Conference, May

(3) Hong-Gye Sung, Yong-Seok Hwang , 2002

"Characteristics of Side force using Jet Vanes in a

Shroud", Journal of the Korean Soci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 30. 4. 84-91

(4) Faupell et al., 1996. "Vectorable Nozzle Having

Jet Vanes", U. S. Patent No. 5,511,745, Apr. 30,

(5) FLUENT User's guide Vol. 1. 2003

(6) Micheal F. Dulke, 1998

"Heat Transfer Modeling Jet Vane Theust Vector

Control(TVC) Systems", AD-A190-106, Mar.


	Text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