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원 혼합 압축 방식 초음속 공기 흡입구 유동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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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ON 이차원 압축성 유동장 해석자를 이용하여 사각 단면 형상의 혼합 압축식
(mixed-compression) 초음속 흡입구(supersonic inlet) 유동장을 해석하였다. 다양한 플럭스 계산 기법과
제한자들에 대한 수렴특성과 유동장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실제 초음속 흡입구 풍동시험
모델에 반영된 경계층 bleed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계산에서 얻어진 center-body와 cowl 표면 압력 분
포와 center-body ramp shoulder 근처 벽면 경계층 프로파일은 초음속 디퓨저 내의 유동 현상을 잘 반영
하여 시험 데이터와도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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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기 흡입구는 공기 흡입 추진기관의 최 전단에 위치하여
자유류의 운동에너지를 최소의 전압력 손실을 통해 아음속으
로 감속시켜 후방에 있는 엔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
흡입구의 성능은 다양한 고도와 비행 속도, 받음각에서 엔진
에 필요한 질량 유량의 공기를 전압력 손실과 유동 왜곡
(distortion)을 최소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된
다. 초음속 비행체의 공기 흡입구는 충격파를 형성하여 공기
를 아음속으로 감속시키는 초음속 디퓨저와 높은 아음속 유
동을 엔진 입구에서 필요한 낮은 아음속 유동으로 감속시키
는 아음속 디퓨저의 두 파트로 구성된다. 초음속 흡입구에서
는 충격파를 발생시켜 유동을 감속시키기 때문에 충격파와
경계층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성 경계층에 역압력 구배가 발생하여 유동이 박리되는 현
상이 일어나게 된다. 유동 박리는 전압력 회복(total
pressure recovery)을 저하시키고 유동의 왜곡을 발생시켜

Fig. 1 Configuration of supersonic inlet

흡입구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엔진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1]. 따라서 초음속 흡입구 유동
장에 대해서는 점성 효과와 충격파/경계층 상호작용을 정확
하게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DISON CFD 해석자를 사용하여 외부 압
축과 내부 압축이 함께 존재하는 사각 단면 혼합 압축
(mixed-compression) 초음속 흡입구에 대해 수행하였다.
해석에는 이차원 다중 블록(Multi-Block) 범용 압축성
유동 해석자인 2D_Comp_P를 사용하였다.

2. 수치 해석
2.1 해석 문제
본 연구에서 해석 대상으로 선정한 초음속 흡입구는 설계
마하수 2.68의 혼합 압축 초음속 흡입구로서 NASA Lewis
Research Center에서 풍동시험 및 전산유체해석이 수행되었
다[2-4]. 본 연구에 사용된 초음속 흡입구(Fig. 1)는
center-body와 cowl로 구성되며, center-body는 5° 경사
의 1차 선형 ramp 이후 유선형 경사 구간이 있고 다시
15.8° 경사의 2차 선형 ramp 구간이 이어진 후 ramp
shoulder를 거쳐 흡입구 목(throat)으로 이어진다. Cowl의
내측 면은 초기 5° 경사의 선형 구간에 이어 유선형 구간과
–5° 경사의 선형 구간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음속 흡입구는 특성곡선기법(method of characteristics)
으로 설계되었으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mp 선단
경사충격파 이후에 유선형 ramp 구간에서 등엔트로피 압축이
일어나고, cowl에서도 선단 경사충격파 이후에 등엔트로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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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oretical shock structure on design condition
축이 일어나며, cowl 선단 경사충격파는 ramp shoulder에서
소멸되도록 설계되었다[2, 3].
실제 시험에 사용된 초음속 흡입구는 충격파/경계층 상호
작용에 의한 경계층 박리의 방지와 수직 충격파의 안정화를
위한 경계층 bleed hole들이 Fig. 1에 도시한 위치에 구현되
어 있으나 본 해석에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를 고려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2]의 시험 케이스 중
총 포획 유량의 6.16 %가 bleed로 배출되는 경우를 해석 대
상으로 삼았다. 풍동시험에서는 center-body와 cowl 벽면
의 정압과 Fig. 1에 나타낸 초음속 디퓨저 내 ramp
shoulder 전방과 후방 지점에서의 경계층 프로파일을 Pitot
rak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 결과와 비
교하였다.

2.2 해석 조건 및 계산 격자
본 문제의 시험 조건은 자유류 마하수 2.68, 레이놀즈수
2.5×  /ft 이다. 해석 대상인 초음속 흡입구가 대칭면을
가지므로 계산영역은 대칭면을 기준으로 반쪽만 고려하였다.
계산영역은 Fig. 3과 같이 BLOCK1과 BLOCK2의 두 개 블
록으로 구성하고 각각 495×281와 325×81의 격자를 사용
하였다. 사용된 총 격자 cell 수는 164,240 개이며, BLOCK1
과 BLOCK2의 격자 cell 비율은 5.34 : 1로서 center-body
와 cowl 양쪽 벽면 에 점성 경계층이 존재하고 내부 충격파
등으로 유동 현상이 복잡한 BLOCK1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격자를 배정하였다. 계산격자는 cowl의 반쪽 높이(=10.67
인치)를 기준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Center-body와 cowl의
선단에 경사충격파가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격자가 충

Fig. 3 Computational grid generated by eMEGA4.0

Fig. 4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격파와 최대한 정렬될 수 있도록 격자의 경계를 정하였다. 난
류 경계층 해석을 위해 벽면에 가장 인접한 격자가
     < 5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벽면 격자 간격을 5
×   으로 설정하였다[5]. 계산 격자는 eMEGA4.0을 사용
하여 생성하였는데 초기 격자에서 BLOCK2의 cowl 선단 부근에
꼬임이 발생하여 Elliptic(T-M)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형성된 계산 격자를 이용하여 CFD EDISON의 2D_Comp_P
해석자를 사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경계
조건은 Fig. 4에 나타내었다. 본 해석에서는 초음속 흡입구의 아
음속 디퓨저를 제외한 초음속 디퓨저 영역만 계산 영역에 포함
하였으므로 디퓨저 출구에는 초음속 유출류 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자에서 제공되는 선택 사항 중 Flux 계산 기법은
AUSMPW+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제공되는 나머지 세 가지
기법(Roe, RoeM, AUSM+)으로도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제한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제한자를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검토하였다. 모든 계산에서 시간 전진기법은
LU-SGS를 이용하였고, CFL수 1로 총 10,000번의 반복계
산을 수행하였다.

3. 계산 결과 및 검토
3.1 수렴 특성
수치해석에서 해의 수렴성은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결정하여 해석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계산에 사용된 2D_Comp_P 해석자의 수
렴특성을 검토하였다. 해석자에서 제공되는 네 종류의 플럭스
계산 기법에 대한 수렴 특성을 Fig. 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반복계산 4,000회까지는 거의 동일한 수렴특성을 보이다
가 그 이후부터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수렴특성 뿐만 아니라 유동장 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제한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USMPW+ 플
럭스 계산 기법에 서로 다른 제한자를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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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density convergence history for
different flux schemes

Fig. 7 Computed pressure and Mach number contours

∞ =2.68에서 쐐기각 5°의 1차 선형 ramp에 의해 발생하

Fig. 6 Comparison of density convergence history for
different limiters
하고 그 수렴 곡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Superbee 제한
자의 수렴성이 다른 제한자들에 비해서 확연히 좋지 않게 나
타났으며, minmod 제한자의 수렴성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것은 2차 정확도의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
제한자 중 superbee 제한자의 압축효과가 가장 높고
minmod 제한자의 압축효과가 가장 낮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6]. Superbee 제한자는 압축성이 너무 강해 완만
한 경사를 인위적으로 가파르게 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
유동장 분석은 AUSMPW+ 플럭스에 van Albada 제한자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였다. 계산 결과를 eDAVA4.0
을 이용하여 가시화한 압력과 마하수 등가선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Center-body 선단에서 발생한 경사충격파가
cowl 선단의 직전을 통과하여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경사충격파는 압축성 유체 이론에 따르면 25.67°의 경사
각을 이루는데[7] 등압선도에 나타난 ramp 충격파 각도를
측정한 결과는 25.76°로 이론값에 매우 근사하였다. Figure
7의 등압선도를 보면 ramp shock에 의해 최초 외부 압축이
일어나고 이어서 후방의 유선형 경사면에 의해 압축 팬(fan)
형태의 지속적인 압축이 일어나다가 cowl shock에 의해 압
력 점프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cowl 벽면에 의해 압축 팬
(fan) 형태의 지속적인 압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등 마하
수 선도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된다. 다만, 앞서 Fig. 2에
서 설명한 바로는 cowl 충격파가 ramp shoulder에서 소멸
되도록 흡입구가 설계되었으나 해석 결과에서는 cowl 충격파
가 ramp shoulder에서 소멸되지 않고 반사되어 내부 충격파
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시험 결과[2]에
서도 관찰되었던 것으로, 경계층의 변위 효과(displacement
effect)에 의해 cowl 충격파의 각도가 증가하여 이론적으로
설계된 ramp shoulder보다 앞쪽에 충격파가 입사함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
제한자가 수치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몇 가
지 대표적인 제한자에 대해 초음속 디퓨저 내부 유동장을 비
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알려진 바대로 minmod, van
Albada, superbee의 순서로 압축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Superbee 제한자의 경우 과도한 압축 성향으로 인해
cowl 압축 팬 영역의 등밀도선에 wiggle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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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enter-body pressure distribution

Fig. 8 Comparison of computed density contours
본 해석에서의 제한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치 해석에서 얻어진 center-body 벽면 압력 분포를 Fig.
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제한자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Fig. 9의 A, E 영역에서 TVD 제한자를 사용한 다른 경우들
에 비해 과도한 압력 peak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superbee
제한자는 B, C, D, F 영역에서 완만한 기울기를 가파르게 변
화시켜 국부적인 최저/최고 peak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superbee 제한자는 충격파와 같은 강한
불연속이나 심한 구배가 있는 유동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center-body와 cowl 벽면에서의 정압을 비점성 이
론값 및 실험값과 비교하여 Fig. 10, 11에 나타내었다. Figure
7의 등압선도에서 초음속 디퓨저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이는 cowl 충격파와 내부 반사 충격파 등 파동의 영향이 벽면
압력 분포에 나타나 있다. Figure 10에서 보면 앞서 설명한

Fig. 11 Cowl pressure distribution
바와 같이 cowl 충격파가 이론해보다 ramp shoulder의 앞쪽
에 입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데이터에 나타난
cowl 충격파에 의한 압력 상승을 해석 결과가 잘 예측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론 해에는 나타나지 않는 초음속 디퓨저 내
실제 압력 변화의 경향을 대체로 잘 예측하고 있음을 Fig. 10,
11에서 알 수 있다. 본 계산에 사용된 초음속 흡입구[2]는
ramp와 cowl 벽면 일부 영역에 경계층 bleed hole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총 포획 유량의 6.16 %가 외부로 배출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본 계산 결과는 시험 결과와 필연적으로

(a) rake #1
Fig. 9 Comparison of static pressure on centerbody ramp

(b) rake #2

Fig. 12 Total pressure distribution at ramp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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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essure contour and velocity field at ∞ = 2.88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계산에서 얻어진 벽면 압력은 시험 측정값을 대체로 근사하
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동시험에서 Pitot rake로 측정된 경계층 프로파일을 본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값은 경계층 내에서 측정된 정체압력을 자유류의 정체압력으
로 나눈 값으로, 계산 결과와 시험 결과 사이에 절대 값의 차
이는 존재하나 변화 프로파일은 대체로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해석 대상 초음속 흡입구에 대한 설계 조건에서의 유동장
해석 결과 본 해석에 사용된 해석자가 시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설계 마하수보
다 더 높거나 낮은 탈설계 조건에서의 유동장을 살펴보았다.
설계 조건보다 높은 마하수인 ∞ = 2.88 경우의 유동장

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증가된 자유류 마하수로 인해 경
사충격파의 각도가 감소하여 ramp 충격파가 cowl 내부에 입
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경계층 내부의 역압력 구배에 의해
국부적으로 유동 박리가 일어나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Cowl 충격파도 마하수 증가에 의한 충격파
각의 감소로 ramp shoulder의 후방에 입사되고, cowl 벽면
으로 반사된 후 다시 ramp 쪽으로 반사되고 있다. Ramp
shoulder에서는 팽창파 fan이 발생되어 있다. Cowl 벽면에
서 국부적인 유동 박리가 발생한 영역을 확대해서 Fig. 14에
나타내었는데 전형적인 충격파-경계층 간섭의 유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사 충격파에 의한 경계층 내
부 국부적인 유동 박리와 박리된 유동장에 의해 외부 유동이
압축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 유동 박리 영역 후방 경계층 외
부에서의 팽창파, 그리고 유동 박리 영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의 재부착 충격파가 나타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 마하수보다 높은 입구 마하수에서는 ramp 충격파가
cowl 내측 점성 경계층에 입사됨에 따른 충격파-경계층 상
호 간섭과 강도가 마하수 증가로 강해진 cowl 충격파로 인해
초음속 디퓨저 내에 매우 복잡한 유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설계 마하수보다 낮은 마하수에서도 계산을 수행하였으나
Fig. 1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렴성이 좋지 않았다. 반복계
산 횟수 3,000회까지는 계산된 모든 마하수에서 설계 마하수
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상적으로 수렴하다가 설계 마하수에서
먼 순서부터 수렴성 저하가 시작된 후 점차 오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수렴 경향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CFL수나
플럭스 계산 기법, 제한자의 종류, 출구 경계조건 등 수치해
법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수렴 특성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이 실제 유동 현상이 정상

(a) Wave structure at cowl inner surface

(b) Typical shock wave-boundary layer interaction
Fig. 15 Density convergence for lower Mach numbers

Fig. 14 Shock-boundary layer interaction at cow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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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Unsteady flowfield for ∞  
(t* = 2, 4, 6, 9 clockwise direction)
(steady)이 아니고 비정상(unsteady) 특성을 가짐으로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비정상 유동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자유류 마하수 ∞ =2.55 조건에 대해 무차원 시간
적분 간격 = 0.2로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16
에 나타내었다. 무차원 시간 t*=2.0일 때는 설계점 마하수일
때와 유사한 형태의 충격파 패턴이 형성되다가 그 후 t*=4.0
시점에는 ramp shoulder에 입사되는 cowl 충격파에 의해
ramp shoulder 전방부터 유동 박리 영역이 형성되면서 박리
충격파가 발달하고 있다. 이어서 t*=6.0 시점에서는 ramp
shoulder 전방에서의 유동 박리 영역이 더 커지고 cowl 내
벽에도 작은 박리 영역이 형성되면서 충격파가 흡입구 입구
쪽으로 이동해 있다. 마지막으로 t*=9.0 시점에서는
center-body ramp 영역에 발달된 유동 박리 영역이 초음속
흡입구 면적의 상당 부분을 막아서 공기의 흡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blockage 효과로 인해 cowl 전방에 궁형의
분리 충격파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초음속 흡입
구가 엔진에서 필요로 하는 유량을 공급해 줄 수 없는
‘unstart’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혼합 압축 방식 초
음속 흡입구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본 계산에서는 실제 초음속 흡입구 모델에 존재하는 경계
층 bleed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서 얻어진
탈설계 마하수에서의 유동 특성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을 것
이나 설계 마하수 대비 높은 마하수와 낮은 마하수에서의 정
성적인 유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4. 결론
EDISON CFD 이차원 압축성 유동장 해석자인
2D_Comp_P를 이용하여 혼합 압축식(mixed-compression)
초음속 흡입구(supersonic inlet) 유동장을 해석하였다. 몇
가지 수치실험 결과 초음속 흡입구 유동에서 해의 수렴 특성

과 유동 변수 값들은 플럭스 계산 기법보다는 제한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 성향이 강한 제한자일
수록 수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 성향이 가
장 강한 superbee 제한자의 경우에는 유동장 내에 wiggle이
발생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실제 초음속 흡입구 모델에 구현
된 경계층 bleed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계산에서 얻어진
center-body와 cowl 벽면 압력 분포와 center-body 벽면
근처에서의 경계층 프로파일은 시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설계 마하수보다 높은 마하수에서는 충격파-경계층 상호
작용으로 인해 초음속 디퓨저 내에 매우 복잡한 파동 형상이
관찰되었다. 설계 마하수보다 낮은 마하수에서는 정상상태 해
를 얻을 수 없었으며, 비정상 유동해석 결과 초음속 흡입구에
서 ‘unstart’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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