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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o investigate flows around space launch vehicles at mid-high altitudes 

efficiently, a three-dimensional unstructured mesh Navier-Stokes solver employing a Maxwell slip 

boundary condition was developed. Validation of the present flow solver was made for a blunted 

cone-tip configuration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ose of the DSMC simulation and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 flow solver works well by capturing the velocity slip and the 

temperature jump on the solid surface more efficiently than the DSMC simulation. Flow simulations 

of space launch vehicle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flow solver. Mach number of 6 at the 

mid-high altitude around 86km was considered, and the flow phenomena at the mid-high altitude 

was discussed.

   록

본 연구에서는 중/고고도 영역에서 운행되는 우주발사체 주위 유동에 대한 해석을 효율적으로 하

기 위해 삼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을 해석하는 비 정렬 격자 기반의 맥스웰의 미끄럼 경계조건이 

적용된 유동 해석자를 개발하였다. 유동해석자의 검증은 축대칭 형태의 blunted cone-tip 형상에 대

한 해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타 연구자의 실험 및 직접모사법 해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에 대한 예측을 통해 본 유동해석자의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검증된 해석자를 이용하여 고도 86km의 중/고고도 영역에서 마하수 6으로 비행하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중/고고도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동 현상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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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고고도 영역(고도 약 80~100km)은 우주발사체

가 지상에서부터 우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필연적으

로 경험하게 되는 영역으로, 연속체 영역과 희박기체 

영역의 경계에 해당되는 복합적인 유동 특성을 갖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있어 중/고고

도 영역에서 우주발사체 주변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실험

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중/고고도 영역의 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때 초고고도 영역(고도 100km 이상)

에서는 유동이 희박하기 때문에 DSMC 기법[1]을 이

용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연속체 영역과 희박기체 영

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천이영역(transition flow 

regime)인 중/고고도 영역에서는 DSMC 기법을 이

용한 해석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

서 중/고고도 영역의 수치적인 유동 해석을 위해서

는 보다 효율적인 유동 해석 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FD 기법을 이용하여 중/고

고도 영역의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CFD 기법은 연속체 가정을 기반으로 하

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며, 점

착 경계조건 (no-slip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

기 때문에 중/고고도 영역의 상대적으로 희박한 유

동장의 물리적인 현상을 모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희박기체 영역에서 발생하는 속

도 슬립(velocity slip) 및 온도 점프(temperature 

jump) 현상을 모사하는 경계조건인 미끄럼 경계조건

(slip boundary condition)을 CFD 기법에 적용하면 

DSMC 기법에 비해 효율적으로 일부 희박기체 영역

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미끄럼 경계조건을 CFD 기법에 적용하는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

어 왔다. Lockerby et al. [2,3]은 Maxwell 미끄럼 경

계조건을 이용하여 해석 형상에 따른 속도 슬립 현상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Wang[4]은 Maxwell 

타입의 미끄럼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극초음속으로 비

행하는 물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Myoung[5]은 

Langmuir 모델을 이용하여 미소 물체 주위에서 발생

하는 유동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고도 영역에서 고속으로 비행

하는 우주발사체 주변의 유동을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Maxwell 타입의 미끄럼 경

계조건을 본 연구진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차원 비정

렬 격자계 CFD 유동 해석자에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때, 구현한 미끄럼 경계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축대칭 Blunted cone-tip 형상 주위의 유동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검증된 CFD 해석자를 중/고고도의 

천이 유동 영역에서 비행하는 우주발사체 형상에 적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우주발사체 형상으로는 

Langley Glide–Back Booster(LGBB) Two Stage To 

Orbit(TSTO) 비행체[6-10]를 고려하였다.

Ⅱ. 본  론

2.1 수치해석 방법

2.1.1 CFD 유동 해석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 유동 해석자는 삼차원, 

점성,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

로 하며, 공간 이산화를 위해 격자점 중심의 유한체

적법을 사용하였다. 대류 플럭스항을 계산하기 위해 

Roe의 flux-difference splitt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확산 플럭스항을 계산하기 위해 수정된 중앙 차분법

을 사용하였다. 유동 해석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11]에 기술되어 있다.

2.1.2 미끄럼 경계조건

희박기체 영역에서는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 현

상이 발생한다. 이는 밀도가 희박해질수록 물체 벽면

과 충돌하는 입자 수가 줄어들어 연속체 영역에서만

큼의 에너지 교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

서 발생하게 된다. 이 현상을 CFD 기법을 이용해 모

사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경계조건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미끄럼 경계조건들 중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Maxwell 타입의 경계조건[1]을 채택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미끄럼 경계조건을 적용하

면 누센 수(Knudsen number, Kn) 기준 약 0.03 내

외의 범위에 속하는 일부 희박한 영역까지 CFD 기

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4]. Max- 

well 미끄럼 경계조건의 속도 슬립과 온도 점프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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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1)에서 는 속도 슬립, 는 접선 운동량 조절

계수(tangential momentum accommodation coefficient)

이다. 조절계수의 값에 따라 속도 슬립 계산에 사용

되는 벽면 및 벽면 바로 위 기체의 유동 속도 성분

의 비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1’을 사용

한다[4]. 는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 path)이고, 
는 물체 표면에서의 접선 방향 속도, n은 물체 표

면에 수직한 방향을 나타낸다. 식 (2)의 는 물체 

표면에서의 기체의 온도, 는 물체 표면의 온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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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열적 조절계수(thermal accommodation 

coefficient)를 나타내며, 식 (1)에서 사용된 접선 운

동량 조절계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는 비열비이고, 

Pr은 프란틀 수(Prandtl number)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각 조절계수 와 의 값으로 1을 사용하였다.

식 (1)-(2)에서 사용되는 평균 자유 행로 는 국부

(local) 값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12].

 



 






(3)

식 (3)에서 는 평균 분자 속력(mean molecular 

speed)이고, R은 기체 상수를 나타낸다.

2.2 Blunted Cone-tip 형상 주  유동해석

2.2.1 해석 형상  조건

미끄럼 경계조건의 검증을 위해 물체 표면에서의 

실험결과[13] 및 타 연구자의 유동 해석 결과[14]가 

있는 25° 각도를 갖는 축대칭의 Blunted Cone-tip 형

상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 조건은 해

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 조건과 동

일한 조건을 사용하였고, 이는 Table 1에 정리하였

다. 벽면의 온도는 297.2K을 사용하였다. 누센 수 및 

레이놀즈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특성길이는 

Cone-tip의 반지름(R)이고, 6.35mm 이다. 계산 영역

의 대기 구성 성분은 질소(N2)를 사용하였다. 해석 

형상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표면 격자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해석에는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위해 1/4 

형상을 고려하였으며, 사용한 격자는 격자점 약 2백 

6십만 개의 비정렬 격자로 구성하였다.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 벽면에서의 경계조

건으로 미끄럼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Gas Mach T∞ KnR∞ ReR∞

N2 11.3 144.4K 0.02 868

Table 1. Flow conditions 

Fig. 1. Configuration and surface meshes of 

the blunted cone-tip 

Fig. 2. Temperature contours around the 

blunted cone-tip

2.2.2 Blunted cone-tip 형상 주  온도 분포 결과

Figure 2에 Blunted cone-tip 주위의 온도 분포를 

타 연구자의 축대칭 DSMC 해석 결과[14]와 비교하

였다. 전반적으로 타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하 수 11.3

의 극초음속 유동이므로 Cone-tip 앞부분에 가까운 

거리에 충격파(bow-shock)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Cone-tip 부분에 매우 높은 온도 분

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미끄럼 

경계조건이 적용된 CFD 해석자가 상대적으로 희박

한 영역에서도 타당한 분포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3  Blunted cone-tip 형상 표면 압력  열

달률 분포 결과

미끄럼 경계조건이 적용된 CFD 해석자의 신뢰성

을 확인하기 위해 Blunted Cone-tip 표면에서의 압

력, 열전달에 대한 결과를 실험 결과[13] 및 타 연구

자의 DSMC 해석 결과[14]와 함께 Fig. 3에 비교하였

다. Cone-tip 앞부분에서 발생한 강한 충격파로 인해 

압력 및 열전달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FD 계산 결과가 DSMC 해

석 결과 및 실험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표면 압력 분포에서는 

Fig. 3 . Press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the blunted cone-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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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의 미끄럼 경계조건이 적용된 CFD 결과가 

타 연구진의 DSMC 해석결과보다 실험결과에 더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끄럼 경계조건이 적

용된 CFD 해석자를 이용하여 희박한 영역에 대한 

유동 해석 결과가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타당한 결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2.2.4  Blunted cone-tip 형상 표면 속도 슬립  

온도  분포 결과

Figure 4에는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 슬립(velocity 

slip) 및 온도 점프(temperature jump) 결과를 나타내

었다. 물체 표면에서 국부적으로 희박한 영역이 발생

함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부 누센 수(KnGLL)

를 함께 나타내었다. Blunted cone-tip 표면에서의 국

부 누센 수가 0.01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물

체 표면에서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는 자유

류 값으로 무차원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만약 점착조

건을 이용한다면, 물체 표면에서 유동 속도 및 온도 

점프가 ‘0’ 값으로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끄럼 경계조건을 사용한 현재의 결과에서 점착조

건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는 국부 누센 수의 경향과 

유사한 경향으로, 곡면이 끝나는 지점에서 높은 속도 

슬립과 온도 점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속도 슬립은 자유류 속도의 약 40% 정도, 최대 

온도 점프는 자유류 온도의 약 130% 정도로 예측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고고도 역 우주발사체 형상 해석

2.3 .1 해석 형상  조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미끄럼 경계조건을 적용한 

삼차원 CFD 유동 해석자를 이용하여 중/고고도 영

역에서 우주발사체의 공력 특성 예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석에 사용한 형상은 

LGBB TSTO 비행체이다. 단 분리 연구에 사용된 비

행체이며, 저고도(26km, 46km)에서 분리 운동에 대

한 풍동 실험[6-10]이 실시된 형상이다. Fig. 5에 실

험 장비에 대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상부에 위치한 

Fig. 4 . Velocity slip and temperature jump 

on the blunted cone-tip

Fig. 5. Wind tunnel test model of the LGBB [6 ]

Mach
Density 

(kg/m3 )
Temperature

(K)
Altitude 

(km)

6.0 5.641E-6 186.946 86

Table 2. Flow conditions

것이 부스터(Booster), 하부에 위치한 것이 오비터

(Orbiter)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 46km의 실험 조

건과 동일한 마하수에 대해 보다 높은 중/고고도 환

경에서 분리 운동 시 부스터와 오비터 간 상호 위치

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을 예측하기 위해 고도 86km 

환경을 고려하여 각 위치에 따라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도 46km 조건에서의 일부 실험 결과

[6]와 비교하여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 및 모멘트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계산 영역의 대기 구성 성

분은 공기를 사용하였고, 유동해석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ure 6은 해석에 사용한 비정렬 격자이다. 좌측 

격자 그림은 전체 계산 격자의 원방 경계를 나타내

며, 우측의 격자 그림은 부스터의 분리 운동을 해석

하기 위해 부스터 형상에 대한 중첩 격자를 나타낸

다. 부스터와 오비터 간 분리 위치에 따라 간섭현상

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국부적으로 격자

를 조밀하게 생성하였다. 오비터를 포함하는 주 격자

계는 약 4백5십만 개의 격자점으로 구성되고, 부스터

를 포함하는 부 격자계는 약 4백 4십만 개의 격자점

으로 구성하였다. 중/고고도 천이영역에서 발생하는 

표면의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 현상은 미끄럼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2.3 .2 LGBB 형상 주  유동장 분포

LGBB 형상 주위 유동장 분포는 Fig. 7에 압력 및 

마하 수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하 수 6의 

Fig. 6 . Grids system of the LG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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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and Mach number contours  

around the LGBB

극초음속 유동이지만, 고도 86km는 지상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매우 희박한 영역이므로 비행체 전방 부분

에서 얇고 강한(sharp) 충격파 대신 층(layer) 형태의 

두껍고 구배가 약한 충격파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물체 주위에 경계층이 더 두껍게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비터와 부스터 사이의 공

간에서 충격파 간섭으로 인해 비행체 앞부분에서 높

은 압력분포 구간이 발생하였지만, 공기 밀도가 희박

하여 중간 이후 부분부터는 다중반사충격파가 사라

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하수 분포 결과 분석을 통

해 공기 밀도가 희박해짐에 따라 구배가 약하게 형

성되어 LGBB 비행체 후방 부분에 상대적으로 넓고 

긴 저속 영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

고고도 영역은 지상에 비해 매우 희박한 영역이므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여도 공기 저항에 대한 영향이 

줄어, 실제 추진제를 이용한 추력으로 비행하기에는 

효율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

2.3 .3  횡 방향 분리운동

상부에 위치한 부스터를 초기 위치에서부터 횡 방

향으로 분리거리(DX/Lref)를 변화시켜 정상상태 해

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DX는 노즈를 기준으로 횡 

방향(x방향)으로 부스터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며, 

Lref는 LGBB 부스터 및 오비터의 동체 길이를 나타

낸다. 해석에 사용한 분리거리는 고도 46km 실험에

서 사용된 거리와 동일한 거리조건을 사용하였고, 다

음과 같다 : DX/Lref = 0, 0.11, 0.22, 0.33, 0.44, 

0.55, 0.66, 0.77, 0.88, 0.94. 고도 86km에서 횡 방향 

분리거리에 LGBB 비행체 주위 압력분포 및 공기역

학적 힘과 모멘트 계수를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

다.

고도 86km에서 횡 방향 분리거리에 따른 부스터와 

오비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계수는 46km에서의 

실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의 분포를 나타

낸다. 특히 수직력과 모멘트 계수는 46km에서의 특

성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힘과 모멘트 계수 그

래프는 초기 분리이동시 수직력이 증가하고, 모멘트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충격파의 각도와 

충격파 간의 상호작용의 차이로 인해 부스터의 노즈 

아랫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발생하였기 때

문이다. 분리거리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부스터는 오

Fig. 8 . Pressure contours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separation distances

비터의 충격파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팽창파의 영향

을 받아 수직력 계수가 감소하게 되고, 오비터의 경

우 부스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균일한 수

직력 분포를 갖게 된다. 충격파의 상호 간섭으로 인

하여 부스터 및 오비터의 상호 위치에 따라 힘 및 

Fig. 9. Force and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separation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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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계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록 분리거리에 따른 경향성은 찾기 힘들지만, 충격

파와 팽창파의 각도와 강도, 그리고 충돌 위치와 범

위가 공력간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단분리가 이루어지려면 수직력 계수

가 상대 비행체를 밀어내는 방향인 양의 값을 가져

야 하는데 부스터의 수직력 계수가 음의 값으로 증

가하므로 부정적인 간섭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정상 상태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충돌 등의 

단분리 실패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단분리를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수직력 계수와 피칭

모멘트계수의 경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3 .4  종 방향 분리운동

상부에 위치한 부스터를 초기 위치에서부터 종 방

향으로 분리거리(DZ/Lref)를 변화시켜 정상상태 해

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DZ는 노즈를 기준으로 종 

방향(z방향)으로 부스터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종 방향 분리운동의 분리 거리도 횡 방향 분리운동

과 동일하게 고도 46km 실험에서 사용한 분리거리

와 동일한 거리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

석에 사용한 분리거리는 다음과 같다 : DZ/Lref = 

0, 0.055, 0.110, 0.165, 0.220, 0.330. 고도 86km에서 

종 방향 분리거리에 따른 공기역학적 힘과 모멘트 

계수 및 LGBB 비행체 주위 압력분포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ure 10의 압력분포 결과에서 유동장이 대칭성을 

보이며 충격파의 각도를 제외하고는 유동장의 형태

가 매우 유사하다. 분리거리가 0인 경우는 횡 방향의 

Fig. 10 . Pressure contours according to the 

vertical separation distances

 Fig. 11. Force and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vertical separation  

 distances

분리거리가 0인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초기위치에

서 압력감소가 보이지 않고 분리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충격파의 충돌위치가 뒷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 

크기는 감소하면서 분리거리가 0.22 이후로는 반사 

충격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동일한 공력계수 분포를 

갖는다.

횡 방향 분리운동과 유사하게 종 방향 분리운동의 

경우에도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도 86km

에서 종 방향 분리거리에 따른 부스터와 오비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계수가 46km에서의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수직력과 모멘

트 계수는 46km에서의 특성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

낸다.

횡방향 분리운동과 마찬가지로 충격파 간 간섭으

로 인하여 수직력 계수와 피칭모멘트 계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분리거리에서 

대칭성을 보이며 팽창파의 간섭현상은 없고 충격파

와 충격파간의 간섭현상만 나타난다. 충격파의 각도

와 강도, 그리고 충돌 위치와 범위가 공력계수의 변

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력 

계수가 두 비행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서로 밀

어내는 힘을 갖는데 피칭모멘트 계수가 두 비행체 

모두 머리 숙임 운동방향인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수

직력이 서로를 밀어내는 세기에 비해 피칭모멘트의 

세기가 큰 경우 멀어지기 전에 노즈에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다.

2.3 .5 상 궤 방향 분리운동

상부에 위치한 부스터를 초기 위치에서부터 예상

되는 분리궤적으로 변화시켜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

하였다. 총 4가지 위치에 대해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각 위치에 대한 압력 분포와 공기역학적 힘과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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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계수를 Fig. 12와 Fig. 13에 나타내었다. 오비터의 

경우, 2번째 위치부터 힘과 모멘트 계수가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낸다. 이는 Fig. 13에 나타낸 압력 분포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번째 위치부터 부스터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오

비터의 모멘트계수는 전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스터의 경우 오비터에

서 발생한 충격파의 영향이 3번째 위치까지 작용되

는 것을 Fig. 12와 Fig.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리궤적 위치 2에서 아랫면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압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스

터에 작용하는 수직력 계수가 최대가 되고, 모멘트 

계수가 음의 값으로 절대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2.3 .6  LGBB 발사체 표면에서의 유동 분포

고도 86km에서 마하 수 6으로 비행 시 LGBB형상 

표면에서의 유동 변수들이 미끄럼 경계조건에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위치 (DX/Lref 

=0, DZ/Lref=0)에서 오비터와 부스터의 각 표면에서

Fig. 12. Pressure contours according to the 
sample separation distances

Fig. 13 . Force and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sample separation distances

Fig. 14 .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LGBB 
surfaces

Fig. 15. Heat transfer distribution on the    

 LGBB surfaces

의 압력, 열전달, 속도 슬립, 온도 점프 분포를 비교하

여 Figs. 14-17에 나타내었다. 우선 Figs. 14-15에는 오

비터 및 부스터 표면에서의 압력 및 열전달률 분포를 

나타내었다. 왼쪽이 부스터의 결과이고, 오른쪽이 오

비터의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비행체의 노즈 부분, 날

개의 앞전(leading edge) 부분에서 높은 압력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극초음속 비행 시 가장 먼저 압축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한 형상이 받

음각이 없는 동일한 두 물체이므로, 오비터와 부스터 

표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면에서의 열전달률 또한 노즈 부분에

서 높게 도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극초음속 비행하는 

물체의 경우 물체 전방부에 높은 압력과 온도, 그리

고 열전달이 발생하므로, 그 열을 버틸 수 있는 재질

의 선택이 중요할 수 있다.

Figures 16-17에는 LGBB 비행체 표면에서 발생하

는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속도 슬립과 온도 점프는 자유류값으로 무차원

화 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오비터와 부스터가 대칭적

으로 있기 때문에, 오비터와 부스터의 표면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비행체의 노즈 부분과 날개의 앞전, 

Fig. 16 . Velocity slip distribution on the 

LGBB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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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emperature jump distribution on 
the LGBB surfaces

특히 핀(fin) 부분에서 속도 슬립 및 온도 점프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끄럼 속도는 최

대 자유류 값의 약 50%, 온도 점프는 최대 자유류 값

의 약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고도 영역의 연속체-희박기체 

천이 유동장의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Maxwell의 

미끄럼경계조건을 적용한 삼차원 CFD 유동 해석자

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차원 원형 

실린더 형상과 삼차원 Blunted Cone 형상 주위의 연

속체-희박기체 천이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를 실험값 및 타 연구자의 해석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CFD 유동 해석자가 희박

기체 영역의 물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속도 미끄럼 

및 온도 점프 현상을 잘 모사하며 DSMC 기법보다 

효율적으로 연속체-희박기체 천이 유동장에 대한 유

동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미끄럼 

경계조건을 적용한 삼차원 CFD 유동 해석자를 우주

발사체 형상에 적용해 보기 위해 LGBB TSTO 비행

체 형상 주위의 연속체-희박기체 천이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희박한 유동장에 대해 미끄럼 경계조건

의 적용으로 인해 우주 발사체 표면에 발생하는 속

도 슬립 및 온도 점프 현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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