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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numerical results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2008 Wilcox  -

 turbulence model to the one of the 1988 Wilcox  -  model for supersonic flows. A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data is offered for a shock wave/turbulent boundary layer

interaction case and two ramp injector mixing cases. Furthermore, a comparison is

performed with empirical correlations on the basis of skin friction for flow over a flat plate

and shear layer growth for a free shear layer. It is found that the maximum injectant mass

fraction of some ramp injector cases is better predicted using the 1988 Wilcox model. On

the other hand, the 2008 model performs better in simulating shock-boundary layer case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비행체에 나타나는 유동 특성 해석을 위해 1988 Wilcox  -  모

델과 2008 Wilcox 모델의 수치 결과를 비교하였다. 충격파 - 경계층 간섭 현상과 램프 주입

기 혼합 문제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표면 마찰 측정의 기초가 되는

평판 흐름과 전단 층 성장에 대한 상관 관계식도 비교, 분석 하였다. 램프 주입기 케이스에

서 최대 주입 질량비는 1988 Wilcox 모델을 이용하였을 때 보다 신뢰성 있는 해석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격파 - 경계층 간섭 케이스에 대해서는 2008 Wilcox 모델을 적

용하였을 때 더 정확한 해석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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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치 해석 기법을 통한 초음속 추진 비행체의

유동 특성과 파라미터들의 정확한 예측은 초음속

추진 비행체의 개발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해 다양한 파라미터 중에서 비행체

총 저항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물체 표면 마

찰 예측이 요구된다. 특히 평판에 작용하는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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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예측은 다양한 물체 형상의 마찰저항 예

측에 있어 기초가 된다.

초음속 추진 비행체의 개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로는 흡입구와 연소기 내에서 램

프 주입기(ramp injector)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혼합 층(mixing layer)과 램제트 및 스크램제트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 경계층 간섭 현상

(shockwave/boundary layer interaction)이다. 이

러한 현상은 주로 추진 비행체의 연소기 내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강한 충격파와 두꺼워진 경계

층의 간섭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충격파와 경계

층 간섭에 의한 재순환 영역(recirculation

region)은 난류 레벨을 증가시켜 표면마찰에 상

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표면에서의 열 하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된 수치

해석 기법과 난류모델들은 언급된 유동 현상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 및 검

증이 필요하다.

Parent와 Sislian[1]은 1988 Wilcox - 2-방정

식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격자 수렴 연구(grid

convergence study)를 진행하였고, 종합적인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최근 2008년에 Wilcox[2, 3]

는 자신의 - 2-방정식 난류 모델을 개선하였는

데, 주요한 특징으로는 비소산률(specific

dissipation rate) 식에서 cross-diffusion항의 추가

와 stress limiter의 수정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

징들은 난류 점성(eddy viscosity)을 ,  그리고

난류 에너지 소산(turbulence-energy dissipation)

과 난류 에너지 생산(turbulence-energy

production) 비율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게 한다.

상기 연구에서 Wilcox는 개선한 모델에 대해 종

합적인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Wilcox

개선 모델의 광범위한 적용성은 검증이 요구된

다. 특히, 램프 주입기에 대하여 2008 Wilcox 모

델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동 현상에 대해

Settles 등[4]의 실험 데이터, Waitz 등[5]의 실험

데이터, Donohue 등[6]의 실험 데이터와 Van

Driest II 표면마찰 상관 관계식(empirical

correlation), Roshko-Dimotakis[7, 8] 전단 층 성

장(shear layer growth) 상관 관계식을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특히, 램프 주입기 유동현상

에 대하여 최근의 2008 Wilcox 난류 모델과

1988 Wilcox 난류 모델적용을 비교, 연구하였다.

Ⅱ. 연구 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으로 multispecies

Favre-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

였다.

약한 강도의 충격파에 대해서는 유체가 수송

될 때의 시간이 운동, 회전, 진동 형태의 에너지

가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시간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하기에 무리

가 없으나, 강한 충격파가 생기면 언급한 에너지

들이 평형 상태로 회복하는데 유체 수송 보다 시

간이 더 소요된다. 특히, 극초음속 영역에서 뭉뚝

물체(blunt body)를 해석할 때 기존의 지배방정

식 사용은 해석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배방정식에 공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

분자 진동 에너지(Nitrogen vibration energy)를

고려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해의 도출이 가능하도

록 했다[9-11]. 또한 질량 보존 방정식을 species

보존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질량 보존 방

정식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연료-공기 혼합 해석

을 용이하게 하였다.

Species Conserva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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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um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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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Vibration Energ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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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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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ce Kinetic Energ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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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1988 Wilcox 모델과 2008 Wil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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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차이,  및 압축성 효과를 고려한

Wilcox 팽창 소산항(dilatational dissipation

correction) 는 다음과 같다.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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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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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Dissipation Rat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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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서 1988 Wilcox 모델과 2008 Wilcox

모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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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부터 (6)에서 

⋆,⋆,⋆,
⋆,⋆,Pr, 전

에너지  및 Kronecker delta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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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는 각각 질소 진동 에너

지, 평형 상태에서 질소 진동 에너지, 질소 진동

온도(Nitrogen vibrational temperature), 진동-회

전 완화 시간(vibration-translation relaxation

time)이고 내부 에너지 는 질소 진동 에너지를

포함 하지 않는다. 는 Mason, Saxena 다항식

으로부터 구해진다[12].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바

가 없으면 Pr=0.9, =1.0으로 고정된다.

2.2 수치해석기법

생성된 계산 영역의 격자는 일반화 좌표계

(generalized coordinate)[13]로 변환되어진다. 대

류항의 플럭스 계산을 위해 2차 이상의 공간 정

확도를 갖는 Yee-Roe flux limited TVD[14,15]

기법을 이용하였다. 정상 상태 해를 구하기 위해

가상 시간(pseudotime) 동안 Block-implicit

approximate factorization[16](Block-implicit AF)

과 marching window / multizone 알고리즘[17]

을 이용하여 컴퓨터 저장 공간 절약과 수렴 속도

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수렴 속도 향상을 위해

marching window내의 각 영역들마다 POSIX

threads 병렬 계산 기법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상관 관계식과의 비교

3.1.1 평판

계산영역은 Fig. 1과 같이 정의하였다. 단열 평

판을 따라 =5×, =120K, 마하수 0.3과 6

사이에서 해석되었다. 상관 관계식과의 비교를

위해 전단응력은 평판 1m 하류에서 측정했다.

경계층의 두께는 점성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

나 작은 점성에도 큰 속도구배에 의해 경계층의

두께가 커질 수 있다. 경계층 이외의 영역에서는

마찰력은 무시할 수 있다.

표면마찰계수에 대한 격자 수렴 테스트는 196

×150, 392×300, 784×600, 1568×1200의 격자 레

Fig. 1. Schematic of the flow field, compu-

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flat plate validation

case; all dimensions in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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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id convergence study; M=2

Grid 1988  2008 

196×150 0.002183 0.002115

392×300 0.002099 0.002117

784×600 0.002020 0.002020

1568×1200 0.002021 0.002021

M¥

C
f

0 1 2 3 4 5 6
0.0005

0.001

0.0015

0.002

0.0025

0.003

Van Driest II correlation
1988 Wilcox
2008 Wilcox

Fig. 2. Skin-friction coefficient at the trailing

edge for the flat plate cases

벨에서 수행되었고 Table 1과 같다. 격자수

가 증가할수록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조밀한 격자에서 수렴하였다.

그러므로 Van Driest II 상관 관계식과의 비교

를 위해 784×600의 격자 레벨을 선택하였고,

비교 결과는 Fig. 2와 같다. Van Driest II 상관

관계식은 고온 기체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

으나 자유 유동조건에서 온도가 120이기 때

문에 고온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고 이상 기체

로 보아도 무방하다.

3.1.2 압축성 전단 층(Compressible shear layer)

Roshko-Dimotakis[8]에 의해 획득된 상관 관계

식은 convective 마하 수 0.5 이상에서 구해진다.

convective 마하 수는   로

표현되고, Roshko-Dimokakis에 의한 growth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와 의 정의에서 는 속도, 는 밀

도, 는 음속이다. 아래 첨자 1, 2는 두 유입유체

를 나타내고 는 0.25이다.

Fig. 3과 같이 두 제트가 만나는 점에서 특이

Fig. 3. Schematic of the computational do-main

setup for the shear layer cases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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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Wilcox
2008 Wilcox
1988 Wilcox with Wilcox dil.
2008 Wilcox with Wilcox dil.

Fig. 4. Shear layer growth at a convective

Mach number varying from 0.5 to 2

  


× ×



×






점을 회피하기 위해 유입 부분에서 10cm의 평

판을 적용하였다. 두 제트의 압력과 온도는 각각

10kPa, 300K이다. 두 번째 제트(inflow2)는 마하

수 7로 고정되고, 첫 번째 제트(inflow1)의 마하

수는 로 계산 가능하다.

격자 수렴 테스트를 위해 326×193, 652×386,

1304×772, 2608×1544의 4가지 격자 레벨에 대

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1988 Wilcox 모델의 격자

수렴 분석은 convective 마하 수 1.0에서 Wilcox

팽창 소산 항(dilatational dissipation correction)

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수행하였고 2008

Wilcox 모델에 대하여 convective 마하 수 0.5에

서 Wilcox 팽창 소산 항을 적용한 것을 해석하

였다. 1988, 2008 모델이 2608×1544에서 growth

의 격자 수렴 값에 대한 오차가 2% 이내가 되었

다. 그러므로 1304×772의 결과에 대하여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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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성장(shear layer growth) 상관 관계식과 비교

해보면 Fig. 4와 같다. Parent와 Sislian이 제안하

였듯이[1] Wilcox 팽창 소산 항을 적용하여야 수

치 해석 결과가 상관 관계식에 유사해짐을 Fig.

4에서 알 수 있다.

3.2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

3.2.1 충격파 - 경계층 간섭

Figure 5에서 유입 유체의 조건은 온도 98K,

레이놀즈수 6.3×, 마하 수 2.84이다. 시행착오

방법을 통하여 박리 시작점에서 2.11cm의 경계

층 두께를 가지게 하기 위한 평판의 길이가

2.2m임을 확인하였다. 높은 레이놀즈수 때문에

작은 가 요구되는데 특히 표면마찰계수( )를

예측할 때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벽면 첫 번째

노드 거리가 1m를 갖게 하여 를 1이하가

되게 하였다.

격자 수렴 테스트를 위해 220×110, 440×220,

880×440, 1760×880의 4가지의 격자 레벨에 대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에 대해 수행한 격자

수렴 측정은 Fig. 6과 같다. 1988 Wilcox 모델에

대해서 1760×880에서 수렴하는데, 앞서 수행한

격자 수렴 테스트에서 두 모델은 같은 격자 레벨

에서 수렴하였기에 2008 Wilcox에 대해서는 생

략한다.

Settles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위하여 1760×

880의 격자 레벨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Fig. 7에

서 볼 수 있다. 실험 데이터에서 박리 거품의 크

기가 다른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충격파가 정확

히 정상 상태를 가지지 않고 낮은 진동수로 진동

을 하기 때문이다[4]. 수치결과는 정상 상태의 해

이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에서 보이는 충격파의

진동은 관찰되지 않는다. Fig. 7의 결과에서 박리

거품의 크기가 2008 Wilcox 모델이 1988 Wilcox

Fig. 5. Grid design of the Settles shockwave

-turbulent boundary layer interaction

problem

모델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stress

limiter의 적용으로 난류 점성 항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Wilcox가 최근에 제시한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2].

3.2.2 Waitz ramp injector

마하 6 램프 주입기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Waitz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그 형상은

Fig. 8과 같다. 주입기 시작 부분에서 경계층 두

께 5mm를 얻기 위해 400mm의 평판이 적용되

었다. 유입되는 공기는 속도 958m/s, 압력

4370Pa, 온도 63.4K이고 주입기에서 분사되는

헬륨은 x축에 대하여 4.76° 기울어져 있으며 속

도 1274m/s, 압력 4370Pa, 온도 162.2K이다. 

를 3보다 작게 하기 위해 벽면 첫 번째 노드는

10m로 고정하였다.

격자를 생성할 때 3.1.2 압축성 전단 층 해석

과 동일하게 특이점을 피하기 위해 주입구 내벽

에서 3 node의 cutting이 필요하고 4.76° 기울어

진 주입구에서 10mm의 constant area duct가 요

구된다. 모든 3차원 블록은 육면체로 구성되어

있고, 형성된 블록 중 계산에 불필요한 블록들은

수치 해석 과정에서 제외시켜 단순한 육면체 블

록으로도 복잡한 격자 생성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2차원 형상은 Fig. 10과 같다.

Waitz 램프 주입기와 같은 wall mounted 램

프는 두 가지 물리적 현상이 중요하다.

1) 연료-공기 두 유체의 속도 차이에 의한 혼

합과 난류에 의한 혼합,

2) 기울어진 주입기(injector)에 의해 경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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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kin-friction coefficient and effective

pressure along the wall for the Settles

case at a wedge angle of 20 degrees;

grid size of 1760×880 nodes is used; 

is the distance along the wall

normalized with the boundary layer

height (2.11 cm)

Fig. 8. Schematic of the Waitz ramp inject-

tor; all dimensions are in millimeters

파가 발생하는데 주입기 윗부분은 높은 압력

을 가지고 주입기 양옆으로는 낮은 압력을 가지

므로 축 방향으로 와류가 발생한다. 이 와류는

연료와 공기 혼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격자 수렴 측정을 위해 271×91×71, 406×136

×106, 609×204×159의 세 격자 레벨을 선택하

였다. 1988 Wilcox 모델에서 최대 헬륨 mass

fraction을 해석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609×

204×159에서 수렴하였고 마찬가지로 2008

Wilcox 모델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Waitz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 609×204

×159의 격자 레벨을 선택하였고 최대 헬륨

mass fraction과 헬륨 mass flux center에 대해

Fig. 11에서 비교하였다. Fig. 11. a)에서 2008

Wilcox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한 헬륨 mass

fraction은 실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Fig. 11. a)에서 최대

헬륨 mass fraction을 보면 2008 Wilcox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느린 연료-공기 혼합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2008 Wilcox 모델의 비소산률

(specific dissipation rate) 식에서 cross diffusion

항의 추가 때문이다. cross diffusion 항은 비소산

률 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이것은 결국 난류

운동에너지 의 소산률을 증가시킨다. 램프 주입

기의 경우 난류에 의해 연료-공기 혼합을 증가시

킬 수 있는데 cross diffusion 항의 추가로 인해

난류 운동 에너지 소산이 증가하므로 2008

Wilcox 모델의 수치 결과가 1988 Wilcox 모델의

수치 결과보다 낮은 연료-공기 혼합을 보여준다.

두 모델의 비교를 위하여 Fig. 12에서 헬륨 mass

fraction 등고선을 나타내었다.

이 케이스의 수치 결과 개선을 위해 turbulent

Schmidt number의 적용은 필수적이며 0.25의 값

을 주었을 때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치 결과를 획득하였다. 낮은 convective

마하 수 때문에 Wilcox dilatational dissipation

correction은 수치 결과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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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between 1988/2008 Wilcox models and the Waitz ramp injector experimental data

3.2.3 Donohue swept ramp injector

Donohue등은 실험적으로 마하 수 2의 swept

램프 주입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형상

은 Fig. 13과 같다. 격자 생성의 편의를 위해 원

형 주입기 대신 사각 주입기를 선택하였고 낮은

를 위해 wall node 6m를 제안하였다. 유입

되는 공기는 마하 수 2, 압력 30.8kPa, 온도

163K이고 주입기에서 분사되는 공기는 속도

470m/s,온도 180K, 질량 유랑 0.00261kg/s이다.

X

Y

Z

계산제외영역

X

Y

Z

Wall boundary condition 연료분사

Fig. 10. Grid topology for the Waitz case

특히 혼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량 유량이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격자를 생성

할때 3.2.2 Waitz 램프 주입기에서 고려한 것과

같이 주입기 내벽에서 3 node의 cutting과

constant area duct는 특이점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서 constant area duct는 또한

질량 유량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Fig. 12. Helium mass fraction contours for

the Waitz ramp injector case;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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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b) =0.25

Fig. 14. Injectant mole fraction at different x-stations for the Donohue et al. injector case;

H is the height of the injector (5mm); Experimental data reprinted from AIAA[6]

Fig. 13. Schematic of Donohue et al. swept

ramp injector; all dimensions in

millimeters

3.2.2에서 wall-mounted 램프 주입기는 축 방

향으로 와류를 발생시켜 연료-공기 혼합 비율을

향상시켰는데 이 램프 주입기를 sweep시켜 연료

-공기 혼합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경사 충격파와 더불어 swept 주입기의

side-wall을 따라 유체의 팽창 영역이 압력 차이

를 만들어 연료-공기 혼합 비율을 향상시킨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약 3,455,900 개의 격자

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케이스에 대해

turbulent Schmidt number가 중요한데 결과는

Fig. 14와 같다. 격자를 생성할 때 원형 주입기

대신 사각형 주입기를 형성했기 때문에 등고선의

모양이 실험 데이터와 달라질 수 있다.

Parent와 Sislian[1]은 turbulent Schmidt

number가 0.25일 때 Donohue 램프 주입기 해석

시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선행 연구와 같이 injectant mole fraction의

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1988 Wilcox 모델을

이용하여 turbulent Schmidt number=0.25 일 때

실험 데이터에 가장 가까워짐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비행체 유동 특성의 정

확한 예측을 위하여 Wilcox 난류 모델을 적용하

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실험 데이터와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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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비교를 통해 2008 Wilcox 난류모델을 검증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과를 확인하였다.

1) 2차원 평판 케이스에 대해 1568×1200 격자

레벨에서 격자 수렴 값에 대한 오차가 1% 이하

가 되었다. 1988, 2008 Wilcox 난류 모델이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압축성 전단 층(compressible shear layer)에

대하여 2608×1544 격자 레벨에서 수렴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압축성을 고려한 Wilcox

dilatational dissipation correction이 적용되어야

상관 관계식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Wilcox dilatational dissipation의 적용이 필수적

이다.

3) 앞서 1), 2)에서 1988, 2008 Wilcox 모델이

같은 격자 레벨에서 수렴하였기 때문에 충격파 -

경계층 간섭 문제에 대해서 1988 Wilcox 모델을

적용한 격자 수렴성을 확인하였고 1760×880에서

수렴하였다.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Wilcox가 제안한 stress limiter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8 Wilcox 모델을 이용하였을 때

1988 Wilcox 모델보다 신뢰성 있는 수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4) Waitz 램프 주입기 케이스에 대해 최대 헬

륨 mass fraction으로 격자 수렴을 조사하였고

609×204×159에서 수렴하였다. 3)과 같이 1988

Wilcox 모델만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최대 헬

륨 mass fraction과 헬륨 mass flux center의 실

험 데이터와 수치 결과가 비교되었으며,

turbulent Schmidt number 0.25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치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1988

Wilcox 모델에 대한 결과가 최대 헬륨 mass

fraction에 대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5) Donohue 램프 주입기에 대해서는 격자 수

렴을 생략하였고, 4)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injectant mole

fraction에 대해 1988, 2008 Wilcox 모델을 적용

한 결과는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인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turbulent Schmidt number의 고려가 필수적이

다. 실험 데이터의 등고선 크기를 비교시 1988

Wilcox 모델을 사용한 결과가 =0.25에서 실험

데이터에 더 가까워졌다. 연료-공기 혼합 문제의

램프 주입기에 대해서 2008 Wilcox 모델보다 1988

Wilcox 모델이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신뢰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turbulent Schmidt

number의 고려는 필수적이고 0.25의 turbulent

Schmidt number가 해석을 위해 적합하다. 3차원

연료-공기 혼합 문제에 대해 2008 Wilcox 모델의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2008 Wilcox 모델의

특징인 cross diffusion, stress limiter, closure

coefficient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연료-공기 혼합 문제에 대해서는 1988

Wilcox 모델의 사용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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