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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ple aerodynamic calculation program for high Mach number flow is developed by combining the modified 

Newtonian method with Tannehill’s curve fits for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air in equilibrium stat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a parabolic nose are predicted and compared with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results. Comparison shows good agreements, and the developed program is expected to be a 

practical tool for slender body aerodynamic calculation for high Mach numb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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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 Speed of sound  : Internal energy

 : Enthalpy  : Pressure

T : Temperature V : Velocity

 : Density  : Surface inclination angle

M : Mach number  : Angle of attack

 : Circumferential angle  : Pressure coefficient

max : Pressure coefficient at stagna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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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첨 자

 : Curve fitting equation h : Enthalpy

s : Entropy ∞ : Freestream

1. 서 론

  공기의 98 %는 이원자 분자인 질소분자(),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학적인 관점에

서 해리(dissociation)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기는 모

두 이원자 분자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공기

를 구성하는 이원자 분자들은 600 °K 아래에서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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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운동 및 회전 운동을 한다. 이 경우, 원자들간의 

인력과 반력을 무시할 수 있고, 열량적 완전기체로 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온도가 높아질 경우, 분자

들의 진동이 활성화 되고, 2500 °K 이상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약 90 %를 분자들의 진동에너지로부터 얻

게 된다. 그리고 공기가 2000 °K 이상 가열되면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분자들이 해리(dissociation)되기 시작

하며, 8000 °K 이상이 되면 원자의 이온화가 발생한

다. 이런 기체 분자들의 진동, 화학반응, 해리, 전자의 

활성화 및 이온화 등의 실제 기체 효과가 존재하는 

초고속 유동에서 기체는 완전기체 상태식을 따르지 않

게 된다[1~3]. 이와 같은 실제기체 유동장 해석은 CFD 

기법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화학반

응을 동반한 유동장 해석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이상의 공력해석 기법으로 

local surface inclination pressure methods 중의 하나인 

수정뉴토니안 방법과 Tannehill 등[4]의 평형기체 근사

식을 이용하여 실제기체 효과를 고려한 공력해석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고마하수에서 비

교적 정확도가 높고, 계산시간이 매우 짧아 초기단계 

공력설계 및 신속한 공력해석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5~13].

2. 해석 방법

  평형유동 조건에서 기체는 완전기체 상태식을 따르

지 않고 비열비(Specific heat ratio)가 일정하지 않으므

로, 충격파 이후 유동 특성들은 마하수만으로 결정되

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격파 이후의 유동 

과정들에서 물리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형 기체 상

태점을 찾는 방법의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 1. Schematic of flowfield

  Fig. 1은 공력해석 과정을 나타낸 도식도이다. 1 지

점은 자유류, 2 지점은 수직 충격파 이후 유동, 3 지점

은 정체점, 4 지점은 물체 표면을 따르는 유동이다.

2.1 수직 충격파 전·후 과정(1→2)

  수직 충격파 전·후 과정에서 연속 방정식을 수직 

충격파 이후 유동의 속도( )에 대해 정리하여 운동

량 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식 (1) 및 식 

(2)가 된다.

   
   (1)

   





  (2)

 

  수직 충격파 이후 유동의 밀도()를 임의로 가정하

여 운동량 방정식(식 (1))으로부터 압력()을, 에너지 

방정식(식 (2))으로부터 엔탈피()를 계산한다. 그리

고 Tannehill 등[4]의 평형기체 근사식으로부터 엔탈피

  를 산출하고, 이 엔탈피와 에너지 방정식

으로부터 계산된 엔탈피의 차이를 식 (3)과 같이 정의

한다. 이 차이가 수렴 기준값 이하가 되지 않으면 

secant method(식 (4))를 이용하여 다시 밀도()를 추

정한다. 수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secant method(식 

(4))를 이용한 밀도 추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은 Fig. 2

의 flow chart와 같다.



  
 (3)


  




  


 (4)

  수직 충격파 이후 유동의 밀도(), 압력(), 엔탈

피()가 산출되면 엔탈피 정의(식 (5))로부터 내부에

너지를 계산한 후, 평형기체 근사식으로부터 엔트로피

     , 온도    , 음속 

  을 산출하고, 연속방정식으로부터 수직 충

격파 후 지점의 평형기체 유속을 산출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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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ulation of post-shock condition

2.2 정체점 특성(2→3)

  전 엔탈피는 보존되므로 정체점(stagnation point)에

서 엔탈피는 에너지 방정식(식 (6))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수직 충격파 이후에서 정체점으로의 

유동 과정은 등엔트로피 과정(  )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정체점에서 유동의 엔트로피를 알 수 있다.

  




 (6)

  정체점에서 유동의 압력과 밀도를 가정하고 secant 

method(식 (7)∼(8))로 엔탈피() 및 엔트로피() 조건

을 만족시키는 평형기체 압력과 밀도를 추정해 나간다. 

Fig. 3과 같은 엔탈피 matching 방법으로 압력을 산출

하는데, 이 과정에서 Fig. 4와 같은 엔트로피 matching 

방법으로 밀도를 산출한다.


  









 



 (7)

(여기서, 

  
)

Fig. 3. Enthalpy matching method

Fig. 4. Entropy ma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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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

  산출된 압력, 밀도, 엔탈피, 내부에너지를 평형기체 

근사식에 대입하여 온도    , 음속 

  을 산출한다.

2.3 물체 표면 공력 해석(3→4)

  정체 압력이 계산되면 최대 압력계수(max)가 산출

되고, 수정 뉴토니안 방법[1~3]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산출할 수 있다.

  기울어진 평판에 유동이 흐를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유동의 운동량 변화와 같고(식 (9)), 압력 계수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 이를 뉴토니안 방법이라 하

고, 충격파 강도가 강한 고속유동에서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
 sin  (9)

  sin  (10)

  Lester Lees는 뉴토니안 방법에서 수직 충격파 뒤의 

정체압력에 대한 압력 계수를 사용하는 수정안(식 

(11))을 제시하였다[1~3]. 이를 수정 뉴토니안 방법이라 

한다.

 maxsin  (11)

  3차원 상에서 국부 기울기는 Fig. 5의 유동 벡터(식 

(12))와 표면의 수직 벡터(식 (13))로부터 식 (14)와 같

이 계산될 수 있다[14].

 cos    sin  (12)

 sin   cos sin  cos cos  (13)

∙  sin  cos  cos sin cos  (14)

Fig. 5. Flow and normal vectors around the surface

  국부 표면 압력 계수는 식 (15)과 같이 계산된다.

 max 
∙

max sin  cos cos sin cos
 (15)

  국부 압력 계수로부터 국부 압력   는 식 

(16)과 같이 계산한다.

       sin  cos cos sin cos 
 (16)

그리고 물체 표면상의 유동은 화학적 평형 및 단열 상

태(등엔트로피 과정( ))로 가정하여, 정체점에서 

유동 밀도 산출을 위해 이용하였던 엔트로피 matching 

방법으로 밀도를 산출한다.

  산출된 정체점에서 유동 압력, 밀도, 내부 에너지를 

평형기체 근사식에 대입하여 온도   , 

음속   을 산출하고, 식 (17)~(18)으로 부

터 유속 및 마하수를 산출한다.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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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quilibrium air Calorically 

perfect air

Equilibrium air Calorically 

perfect airCFD Present method CFD Present method

 122.734 123.063 116.500 287.093 285.270 262.333

 7.766 7.806 5.714 10.328 10.254 5.870

 15.404 15.296 20.387 22.969 22.930 44.694

 0.35284 0.34965 0.38757 0.31065 0.30592 0.38226

Table 2. Comparison of post-shock results

3. 해석 성능 검증

 

  뉴토니안 방법은 무딘 물체에 대한 공력해석에 높

은 정확도를 가진다. 따라서 해석성능 검증을 위해 

  ≤ ≤   함수 관계를 갖는 무딘 형상

의 parabolic nose(Fig. 6)에 대한 공력해석을 수행하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결과와 비교

하였다. 그리고 열량적 완전기체 경우의 수정 뉴토니

안 방법과 비교하여 실제기체 효과를 확인하였다. 해

석에서 자유류 조건은 실제 기체 효과가 존재하는 극

초음속 유동 조건으로 참조문헌 [15]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정하였다.

  CFD 해석은 비점성 정상상태 해석이며, 상용 프로

그램 STAR-CCM+을 이용하였다. STAR-CCM+를 이용

한 평형 유동 해석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평형

기체 근사식이 이용된다.

Fig. 6. Geometry of the blunt nose

Table 1. Freestream properties

Conditoin
Altitude

(km)
Mach

Pressure

(pa)

Density

(kg/m3)

Temperature

(K)

A 15 10 12109.94 0.1947 216.65

B 30 15 1196.70 0.0184 226.51

  해석 결과는 Table 2~3, Fig. 7~14와 같고, 본 연구의 

공력해석 기법이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수직 충격파 전·후 과정 공력해석 결과(1→2)

  실제기체 효과로 인해 평형 유동과 열량적 완전 기

체 유동의 수직 충격파 이후 열적 특성(Table 2)은 큰 

차이를 보이고, 실제기체 효과에 가장 민감한 유동 특

성은 온도이다. 열량적 완전기체 유동의 경우, 자유류 

운동에너지는 충격파를 지나면서 대부분 기체 분자의 

병진∙회전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실제기체 효과가 존

재하는 평형 유동에서는 진동에너지 여기 및 화학반

응(충격파 과정에서 화학반응은 흡열 반응)으로 인해 

충격파 이후 유동 기체 분자의 병진∙회전 운동에너지

는 열량적 완전기체 유동에 비해 감소한다. 기체 분자

들의 평균 병진 운동에너지가 기체 온도의 척도이므

로 평형 유동의 온도는 열량적 완전기체 유동의 온도

보다 낮아지게 된다. 온도와는 대조적으로 압력에서는 

실제기체 효과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다. 압력은 주로 

유동의 유체역학적 특성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밀

도의 경우, 분자들의 해리가 발생되면 분자 mole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평형 유동의 밀도는 열량적 완전기

체 유동의 밀도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유류 속

도 및 비행 고도가 증가할수록 평형유동에서 기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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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quilibrium air
Frozen flow

Equilibrium air
Frozen flow

CFD Present method CFD Present method

 132.825 132.493 132.980 298.688 301.074 301.823

 8.355 8.304 8.294 10.677 10.729 10.743

 15.486 15.462 15.817 23.071 23.098 23.384

Table 3. Comparison of stagnation point results

Fig. 7.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for condition A

Fig. 8. Surface density distribution for condition A

Fig. 9.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condition A

    Fig. 10. Surface Mach number distribution for 

condi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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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for condition B

Fig. 12. Surface density distribution for condition B

자의 해리와 이온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형 유동과 

열량적 완전 기체 유동의 수직 충격파 이후 열적 물

성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Table 2).

3.2 정체점 공력 특성 해석 결과(2→3)

  정체점 공력 특성 해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결과에서 frozen flow 계산 결과는 평형 유동 

가정으로 계산된 수직 충격파 이후 유동(Table 2에서 

Equilibrium air)에서부터 정체점까지의 유동 과정에서 

Fig. 13.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condition B

    Fig. 14. Surface Mach number distribution for 

condition B

기체 성분이 변화가 없는 동결된 상태로 가정하여 계

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평형 유동 계산(Table 3에서 

Equilibrium air)은 수직 충격파 이후부터 정체점까지 

유동 과정에서 고온 실제 기체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

한 결과이다.

  실제기체 효과에 의한 공력특성 변화에서 수직 충격

파 특성 변화에 비해, 정체 유동 특성 변화(Table 3)는 

매우 근소하다. 이것은 충격파 이후에서 유동의 마하

수는 1 이하로 크게 감소하고, 충격파 이탈 거리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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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소하여 유동의 열적 상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

이다. Wittliff 등[16]의 연구에서 평형유동과 동결유동의 

정체 유동 특성 차이는 최대 2.3 %였다. 이 차이가 비

록 작지만 본 연구에서의 enthalpy matching 및 entropy 

matching 방법을 이용하면 단시간의 계산으로 화학 반

응이 고려된 정체 유동 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

3.3 물체 표면 공력 해석 결과(3→4)

  유동 압력은 화학 반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3] 평형 유동에서도 수정 뉴토니안 방

법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Fig. 7~14), 물체 표면에서 

평형 유동과 열량적 완전 기체 유동의 압력분포는 전

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정체점 근처에서 평형 유동

이 동결유동보다 조금 높은 압력분포를 보인다. 강한 

충격파가 형성되는 곳에서 평형유동의 압력상승은 동

결유동보다 조금 높고, 팽창파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조금 낮다는 것이 실험적 연구에 의해 확인된 바 있

다[3]. 이러한 압력 상승 차이는 작지만 비행체 전방부

와 후방부에서 표면 압력 분포 차이로 이어지고, 표면 

압력 분포 차이는 양(+)의 모멘트(pitching-moment) 차

이를 발생시킨다. 모멘트는 압력 분포를 적분하여 산

출되기 때문에 압력분포에서 작은 차이들이 모멘트 산

출에서는 영향력 있는 수준의 차이로 작용할 수 있고, 

받음각이 클수록 모멘트 차이는 더 커진다.

  밀도(Fig. 8, Fig. 12), 온도(Fig. 9, Fig. 13)의 경우, 

유동이 표면을 따라 팽창되면서 평형 유동과 열량적 

완전 기체 간의 차이는 점점 감소한다. 이것은 평형 

유동의 유동 팽창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의 재결합 반

응으로 분자 mole 수가 감소하고, 재결합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다. 마하수(Fig. 10, Fig. 14)는 유동이 

팽창하면서 증가한다. 열량적 완전 기체 유동에서는 

표면 유동의 열적 특성이 마하수의 함수이지만, 평형 

유동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평형유동 해석 과정에서

는 마하수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정 뉴토니안 방법과 Tannehill 등

의 평형기체 근사식을 이용하여 실제기체 효과를 고

려한 평형유동 공력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CFD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열량적 완

전기체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기체 효과를 확인하였다. 

수정 뉴토니안 방법과 평형기체 근사식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는 secant method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력 해석 프로그램을 축대칭 

회전체 형상의 무딘 물체에 대한 고마하수 공력해석

에 이용하면 계산 시간이 CFD 해석에 비해 매우 빠

르고,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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