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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인 유도탄에서는 동체 기저부에서 고압고온의 

초음속 제트를 분사하여 추력을 얻게 된다. 이와는 다

르게 일부 유도탄에서는 동체 중앙에서 제트를 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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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자유류 방향에 수직하거나, 후퇴각을 가지고 분

사되기도 한다. 측방제트(side jet)라고 부르는 이 제트

는 롤 모멘트 제어에 사용되기도 하고[1], 유도탄의 측

추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며[2], 추진력을 얻

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Fig. 1은 유도탄에서 측

후방으로 분사된 측방제트의 배기가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측방제트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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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de jet effect on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 missile was investigated using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methods. A couple of side jets were injected toward outward downstream at mid point of missile 

body. Cold air jet was used in the wind tunnel test, and cold and hot jet were used in the computation. Wind 

tunnel test was carried out with jet and without jet, and calculation was performed for three cases ; no jet, cold 

air jet, and hot mixture gas jet. From the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for all cases, two points 

could be deduced. Firstly, side jet made static stability to be unstable by increasing body normal force near the 

side jet exit and by decreasing tail normal force. Secondly, hot mixture gas had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tic stability of a missile-type body than cold air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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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haust plume of the side jet missile

다[3]. 특히 제트가 꼬리날개 앞쪽에서 분사되는 경우, 

동체 후방부 및 꼬리날개 공력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4]. 동체 중앙에서 횡방향으로 발사된 

제트는 제트 주위 흐름을 봉쇄(blockage)하여 국부 영

역 속도를 감속하기도 한다[5]. 이와 반대로, 제트의 빠

른 속도로 인하여 제트 인접 영역 자유류를 유입

(entrainment)하여 국부 영역 속도를 가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속과 가속은 제트의 분사방향과 자유류 흐

름이 불어오는 방향의 상대 각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이에 따라 제트가 유도탄 공력특성에 끼치는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6]. 또한 분사된 제트 역시 자유

류 흐름의 영향으로 그 방향이 굴절된다. 이러한 현상

은 제트의 확산과 연관되어 제트의 반경은 커지면서 

중앙부 속도는 감소하는 등 복잡한 현상으로 발전한

다[7]. 유도탄 주위의 측방제트-자유류 간섭은 3차원 

비선형 특성을 지니게 된다.

  측방제트가 유도탄 공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고전적으로 풍동시험(WTT, Wind Tunnel 

Test)이 주로 사용되었다[8]. 다만 풍동시험의 특성상 저

온 공기를 매질로 하는 제트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비행환경과의 상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풍동시험 

조건의 결정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 Fluid Dynamics)을 이용한 수치모사 기법

이 많이 시도되었다. 전산장비의 발달과 수치해석 기

법의 발전에 힘입어 Navier-Stokes 방정식을 별다른 단

순화 가정없이 직접 이산화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었

다. 풍동시험의 저온제트와 비행시험의 고온제트의 특

성을 비교한 수치해석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9].  

초음속 유동장에서 횡방향 측추력이 유도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해석이 이루어졌다[10]. 또

한 대기권 재진입 비행체에서 제트 분사 시 공력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1].

  본 논문에서는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 동체 중

앙에서 측후방으로 두 갈래의 제트 분사 시 유도탄 공

력특성변화를 연구하였다. 모사방법으로는 제트분사 

풍동시험과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수치해석이 사용

되었다. 고온혼합기체 분사 시 비행 상황을 모사하기 

위한 저온공기제트 풍동시험을 위하여 상사 변수를 

선정하고, 이에 맞게 풍동시험 모형을 설계하였다. 주

날개/꼬리날개 장·탈착 시 유도탄 형상조합에 대하여 

측방제트 유무 시 6분력측정 풍동시험을 수행하고, 측

방제트에 의한 유도탄 공력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풍동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치모사를 수행하여 수

치해석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지상시험

으로 구현하기 힘든 고온 혼합기체 제트에 대한 수치

모사를 수행하여 저온공기/고온혼합기체 제트 분사 시 

유도탄 공력특성 변화를 각각 확인하였다.

2. 유도탄 및 측방제트 특성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유도탄은 크게 동체-주날

개-꼬리날개로 구성된다. 동체 날씬비(fineness ratio : 

길이 대 직경 비)는 약 9이며 유도탄의 무게중심은 

동체 중앙부 근방에 위치한다. 주날개, 꼬리날개는 4

개의 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나란하게 정

렬되어 있다. 주날개는 동체 중앙에 위치하여 유도탄 

양력을 담당하며, 꼬리날개는 동체 후방에 위치하여 

안정성 및 조종성을 담당한다. 주날개와 꼬리날개는 

각각 직사각형 형태이며, 가로세로비(aspect ratio : span 

대 chord 비)는 각각 6.4, 3.9이다.

  측방추진 노즐은 그 중심축이 동체축과 30도의 각

도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는 측후방 노즐(canted 

nozzle)이다. 측방추진노즐의 출구는 동체 주날개 핀과 

핀 사이에 2개 있으며, 동체 축에 대칭되게 위치한다. 

측방 노즐은 외부 유동장과 추진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즐 출구 면이 동체 표면과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단노즐(scarfed nozzle)이다.

  유도탄의 자세각은 받음각()와 뱅크각()으로 정

의한다. 유도탄의 좌표계는 공력좌표계(′′′ )를 사

용하였다. 동체좌표계( )와 달리 공력좌표계는 동

체 회전과 관계없이 유도탄에 작용하는 힘을 직접적

으로 비교할 수 있다. 공력좌표계에서 정의된 종방향 

공력계수는 수직력 계수(′ )와 피칭모멘트 계수(′ )
이며, 이로부터 압력중심위치(′ )을 구할 수 있다.

  여러 자세각 중 날개가 X자 형태로 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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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력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형태에서는 양 갈

래 제트가 좌우로 분사하는 경우( = 45°)와 양 갈래 

제트가 상하로 분사하는 경우( = 135°)가 존재한다. 

Fig. 2는 좌우대칭과 상하비대칭 경우의 노즐 위치를 

포함한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Illustration of coordinate system

  측방제트는 횡방향 제트(lateral jet) 혹은 횡단제트

(traverse jet)로 불린다. 측방제트는 자유류 흐름에 수직

하게 분사된 제트를 의미한다. 아음속 유동장에서 초

음속으로 분사된 측방제트는 복잡한 유동구조를 야기

한다. Fig. 3은 측방제트와 자유류의 상호 간섭 현상

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제트가 분출되는 표면 근처 

제트 전방부에서는 자유류 흐름이 정체되어 국부적으

로 높은 압력이 형성된다. 자유류는 정체점을 지나 제

트의 좌우로 흐르면서 말발굽 와류(horseshoe vortices)

를 생성한다. 제트의 후반부에서는 넓은 영역의 낮은 

압력 구간이 분포한다. 이 근접 후방에서는 제트가 분

출되는 표면 경계층으로부터 시작한 후류와류(wake 

vortices)가 굴절된 제트와 연결된다. 이보다 멀리 떨어

진 후방지역에서는 제트 아래부분에 서로 반대 방향

으로 회전하는 쌍와류(counter rotating vortex pair)가 형

성된다. 두 와류가 만나는 쌍와류의 중앙부에서는 동

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전하고, 양 가장자리 부

분에서는 동체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출구

면 근처 제트 형태는 출구면 제트와 자유류의 유동 

특성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제트 출구 압력이 자유류 

압력보다 큰 경우, 제트는 팽창(expansion)하게 된다. 

제트가 출구면에서 멀어지게 되면, 제트와 자유류의 

난류 혼합(turbulent mixing)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측방제트는 자유류에 수직하게 분사하는 

횡방향 제트와 다르게 측후방으로 후퇴각을 가지고 

분사한다. 따라서 제트-자유류 상호 간섭의 유동 구조

는 유사하나, 제트의 굴절 정도 및 궤적 분포가 달라

진다. 제트 속도 벡터 중 일부분이 자유류 방향 성분

이기에, 제트 출구면 근처에서의 굴절은 감소하고, 제

트의 궤적은 동체에 더 근접하게 위치한다.

  Fig. 3. Structure of the aerodynamic interference 

between side jet and subsonic flow[1]

  또한 제트의 굴절은 유도탄의 자세각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 45°(좌우분사)의 경우, 동체 아래쪽

에서 불어오는 자유류가 동체 양 옆에서 제트를 만나

고, 양 갈래 제트는 대칭적으로 성장한다.  = 135°

(상하분사)의 경우, 제트 출구 면이 동체 아랫면과 윗

면에 각각 위치하고, 양 갈래 제트는 비대칭적으로 성

장한다. 아래쪽 제트는 자유류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동체에 더욱 근접한 궤적을 그리고, 위쪽 제트는 상대

적으로 동체에서 더 멀어지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Fig. 4에서는 동체-주날개-꼬리날개 형상에서 자세각에 

따른 측방제트 궤적변화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  = 45°

(b)  = 135°

Fig. 4. Schematics of jet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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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방제트 풍동시험

3.1 노즐설계 및 풍동시험조건

  고온혼합기체를 측방제트의 매질로 사용하는 실제비

행과 달리 지상 풍동시험에서는 제트의 매질에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저온 공기를 매질로 사용하는 측

방제트 풍동시험이 수행된다. 이 경우, 실제 비행과 풍

동시험의 유동 특성이 동일하도록 풍동시험 조건을 설

정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상사 변수(similarity variable)

가 제시되었으며, 이 중 다음의 3가지 상사 변수가 선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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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은 순서대로 압력비, 마하수비, 모멘텀 플럭스

비를 의미한다. 식의 하첨자 와 는 각각 실제 비

행(flight)와 풍동시험(wind tunnel test)을 의미한다. 하

첨자 ∞는 자유류, 는 측방제트 출구면에서의 제트 

특성, 는 유도탄의 기준 특성이다.

  압력비가 선택된 이유는 이 값이 제트 출구면 근처

에서 제트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풍동시험에서 자유류 마하수는 실

제 비행의 자유류 마하수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따라

서 마하수 비 조건은 마하수 조건(  )이 

된다. 풍동시험과 실제 비행의 마하수가 동일한 경우, 

제트의 비열비가 다르더라도 제트 경계층의 차이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알려져 있다[12]. 주날개나 꼬리

날개가 제트의 분사 궤적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는 경

우에는 제트 모멘텀 플럭스 비가 비행체 공력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상사 변수로 알려져 있다[13].

  이 상사변수를 모두 만족하는 노즐 설계방법은 다

음과 같다. 노즐 출구 면에서 자유류 유동조건은 기준

면적(), 비열비(∞), 압력(∞), 마하수(∞)가 풍

동시험 조건으로 결정되어 있다. 제트는 1차원, 등 엔

트로피, 이상기체를 가정한다. 챔버에서 정체압력이 

, 비열비가 인 고압기체가 압축팽창노즐을 거치며 

초음속으로 분사된다. 이 과정에서 비열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노즐 목 면적과 출구면 면적을 각

각 ,  로 하고, 출구면 제트 압력과 마하수는 각

각 ,  이다. Fig. 5는 노즐설계변수를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Fig. 5. Variables of nozzle design for WTT

  이 경우 챔버와 출구, 노즐목과 출구 사이에 각각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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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관계식(식 (1) ~ 식 (5))로부터 미지수 5개(, 

, , , )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중 와 

는 노즐 설계에 사용되고, 는 풍동시험의 챔버 

압력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계된 풍동

시험용 노즐의 주요 제원을 실제 비행 유도탄의 노즐

제원과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측방제트 풍동시험은 천음속(transonic) 풍동에서 수

행되었다. 시험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4 m로 유도탄 

직경 대비 20배 이상이며, 따라서 제트에 의한 풍동벽

면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대 마하수

가 M1.3인 폐쇄회로(closed circuit) 연속가동(continuous 

running) 가압식(pressurized) 풍동이다. 측방제트 풍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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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Sting 지지대에 연결된 balance를 이용하여 유도

탄 모형에 작용하는 6분력을 측정하였다. 제트가 분사

되는 조건과 제트가 없는 조건에 대한 비교시험을 수

행하였다. 풍동모형은 주날개, 꼬리날개 장·탈착 조합

에 따라 총 4가지가 선정되었다.

Table 1. Comparison of nozzle specifications for the 

wind tunnel test and for the real flight

항목 풍동시험 실제비행

비열비() 1.4 1.25

챔버온도() [K] 300 2580

챔버압력() [MPa] 10.3 13.1

무차원 노즐목 면적

()
4.94 × 10-3 3.71 × 10-3

무차원 노즐출구 면적 

(   ) 2.48 × 10-2 2.80 × 10-2

출구면 압력비( ∞) 2.13 2.13

제트출구마하수() 3.18 3.18

3.2 주날개/꼬리날개 장·탈착시 측방제트 영향분석

  측방제트는 유도탄의 동체 및 각 핀의 장착 형상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체 단독 형상(BA), 동체-주날개 형상(BW), 동체-꼬

리날개 형상(BT), 동체-주날개-꼬리날개(BWT) 형상에 

대하여 각각 유도탄 6분력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형상의 개략도는 Fig. 6에 소개되어 있다.

  시험이 수행된 뱅크각은 모두 날개가 X자 형태이

다. 시험부 자유류 마하수는 ∞ = 0.4이다. 받음각은 

0도에서 15도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제트 및 뱅크각 

조건에 따라 제트 없는 경우(jet off,  = 45°), 양갈래 

제트가 좌우 대칭으로 성장하는 경우(jet on,  = 

45°), 양갈래 제트가 상하 비대칭으로 성장하는 경우

(jet on,  = 135°)의 3가지로 구분된다. 제트에 의한 

종방향 공력계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변

수를 정의하였다.

′ ′ jet onCz′ jet of f  (6)

′ ′ jet onXcp′ j et of f  (7)

  ′은 제트분사시 부가적으로 발생한 수직력 계수

를 의미하며, ′은 ′로 인한 유도탄 전체 압력

중심위치의 이동을 의미한다.

(a) BA

(b) BW

(c) BT

(d) BWT

Fig. 6. Combinations of body, wing and tail

3.2.1 BA형상

  BA 형상에서 제트가 분사되면 수직력 계수가 증가

한다(Fig. 7a).  = 45°와  = 135°를 비교해 보면,  

= 45°의 경우, 수직력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난다. Jet 

off 상태와 비교해 볼 때,  = 45°와  = 135°의 제트

분사 상태에서 수직력 계수는 받음각 10도( = 10°)

를 기준으로 약 36 %, 8 % 증가하였다.

  유도탄 공기역학이론에 의하면 동체에 날개가 장착

되면, 크게 2가지 부가적인 힘이 발생한다[15]. 첫째는 

동체 영향을 반영한 날개 작용 힘이고, 둘째는 날개 

영향을 반영한 동체 작용 힘이다. 제트는 유체이므로 

제트에 작용한 전단력이 동체에 전달될 수 없다. 따라

서 풍동시험에서 측정된 부가 수직력(′ )은 동체에

만 발생한다. 이 힘을 유도탄 공기역학이론의 날개 장

착 시 동체에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간주한다

면, 제트가 마치 날개가 장착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일

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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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Fig. 7. Side jet effect of BA configuration

  BA 형상에서는 제트에 의하여 압력중심이 후방 이

동한다(Fig. 7b). 이는 제트 분사위치가 jet off 상태 유

도탄 압력중심위치보다 후방에 있기 때문이다. 받음각 

10도를 기준으로 jet off 상태 압력중심위치는 ′  = 

2.3 CAL이고 제트분사위치는  = 4.7 CAL이다. 다

만 제트에 의한 압력중심 위치이동 크기는 뱅크각에 

따라 다르다. 받음각 10도에서  = 45°와  = 135°의 

압력중심이동은 각각 ′  = 0.25 CAL, 0.74 CAL 이

다. ′가  = 45°에서  = 135°의 4.5배인데 비하

여, ′은 1/3 수준이다. 이로부터 제트에 의해 부가

적으로 발생하는 힘의 작용점이  = 45°의 경우에는 

동체 전방에,  = 135°의 경우에는 동체 후방에 위치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BA형상에서 제트가 분사

되면 수직력 계수가 증가하고, 압력중심이 후방 이동

하지만, 뱅크각에 따라 제트가 유도탄에 간섭하는 방

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3.2.2 BW형상

  BW 형상에서도 BA 형상과 유사한 측방제트 효과가 

발견된다(Fig. 8). 제트에 의한 수직력 계수의 증분은 

BW 형상이 BA 형상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만, jet off에서의 수직력 계수와의 상대비로 보면 비슷

하거나 감소하였다. 받음각 10도 기준으로  = 45°와 

 = 135°의 수직력 계수 증분의 상대비는 각각 17 %, 

10 % 이다.

(a) ′

(b) ′
Fig. 8. Side jet effect of BW configuration

  BW형상에서 제트에 의한 압력중심위치는 BA형상과 

달리 뱅크각에 따라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  = 

45°의 경우, 압력중심이 전방이동(′  < 0)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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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의 경우 압력중심이 후방이동(′  > 0) 하

였다. 받음각 10도에서 뱅크각 45도와 135도의 압력 

중심이동은 각각 ′  = 0.06 CAL, -0.02 CAL이다. 

BA 형상에 비하여 압력중심이동 크기가 매우 작다. 이

는 제트 분사 위치( = 4.7 CAL)가 jet off 압력중심 

위치(′  = 4.1 CAL) 근처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BA 형상에서 뱅크각에 따라 작용점 위치가 각각 

전방( = 45°), 후방( = 135°)이었음을 생각하면, BW 

형상에서 압력중심이동 부호가 서로 반대임을 설명할 

수 있다.

(a) ′

(b) ′
Fig. 9. Side jet effect of BT configuration

3.2.3 BT형상

  BT 형상에서는 뱅크각 변화시 제트에 의한 공력특

성 변화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Fig. 9). 제트 분사시 

수직력 계수가  = 45°에서 증가하는 반면(′  > 

0),  = 135°에서는 감소한다(′  < 0). BA 형상에

서는  = 135°에서 제트 분사시 수직력 계수가 증가

하였다. 따라서 BT 형상,  = 135°에서 수직력 감소는 

제트가 꼬리날개에 작용하는 수직력 일부를 감소시켰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받음각 10도 기준으로 jet off 

수직력 계수 대비 제트에 의한 증분의 비는 각각 7 %, 

-12 % 이다.

  BT형상에서 제트 분사시 압력중심 위치는 전방이동

하였다. 받음각 10도 기준, 뱅크각 45도와 뱅크각 135

도에서 각각 ′  = -0.66 CAL, -0.21 CAL 이동하였

다. 두 경우 모두 압력중심은 전방이동하였으나, 그 원

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BT 형상의 jet off 압

력중심 위치는 받음각 10도에서 ′  = 6.2 CAL이다. 

 = 45°인 경우, 제트가 분사되면 동체 전방부에서 수

직력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압력중심이 전방이동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하여  = 135°의 경우

에는, 제트가 분사되면 꼬리날개 부근에서 수직력이 감

소하면서 압력중심이 전방이동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4 BWT형상

  BWT 형상에서 제트 영향은 BT 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0). 제트가 분사되면 수직력 계수는 뱅

크각에 따라 증가하거나( = 45°), 감소하였다( = 

135°). 받음각 10도 기준으로 jet off 수직력 대비 각각 

8 %, -3 %의 변화를 보인다.

  압력중심 위치는 모두 전방 이동하였다. 뱅크각 별

로 크기를 보면, 받음각 10도 기준으로  = 45°에서 

′  = -0.17 CAL,  = 135°서 ′  = -0.21 CAL

이다. BWT 형상에서 이와 같은 경향의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BT 형상과 같다고 여겨진다. 받음각 10도에서 

jet off 압력중심 위치는 ′  = 5.0 CAL이다. 즉,  = 

45°에서 제트가 분사되면 jet off 압력중심의 앞부분( 

< 5.0 CAL)에서 부가적으로 수직력이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 135° 제트가 분사되면 jet off 압력중심의 

뒷부분( > 5.0 CAL)인 꼬리날개 근처에서 수직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두가지 

경우 모두 압력중심이 전방이동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BT 형상과 BWT 형상의 뱅크각별 수직력 증분과 압

력중심이동의 차이는 주날개 존재시 제트-자유류 상

호 간섭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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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Fig. 10. Side jet effect of BWT configuration

3.3 자유류 마하수 변화에 의한 제트 영향 분석

  자유류 마하수 변화시 제트에 의한 유도탄 공력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제트에 의한 꼬리날개 공력간섭이 

확인된 BWT 형상,  = 135° 조건에서 ∞ = 0.7 시

험 결과를 ∞ = 0.4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11). 

제트에 의한 수직력 계수 감소는 높은 자유류 마하수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받음각 10도에서 jet off 수직

력 계수 대비 수직력 계수 증분의 비는 ∞ = 0.4와 

∞ = 0.7에서 각각 -2.6 %, -3.3 % 수준이다. 자유류 

속도가 높아지면 압력중심 이동 크기도 증가하였다. 

받음각 10도에서 압력중심 이동은 각각 ′  = -0.21 

CAL, -0.26 CAL이다.

  이처럼 자유류 속도가 커질 때 제트 간섭이 커지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적외선 촬영 영상을 분석하였다. 

Fig. 12는 받음각 0도에서 자유류 마하수 0.4와 0.7의 

제트 궤적을 비교한 그림이다. 자유류 마하수가 커질

수록 제트가 동체 가깝게 굴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꼬리날개 근처에서 더 가깝게 위치한 제트는 꼬리날

개 수직력을 더 감소시키고, 그 결과 유도탄 종방향 

정안정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a) ′

(b) ′
Fig. 11. Side jet effect of different free stream mach 

numbers

Fig. 12. Comparison of jet trajectories

(top : ∞ = 0.7, bottom : ∞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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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방제트 수치모사

4.1 수치모사기법

  측방제트 풍동시험은 비행환경을 지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확도 높은 시험기법이나, 시험설비의 제약

으로 고온혼합기체가 아닌 저온공기를 이용하여 측방

제트를 모사하는 한계가 있다. 고온혼합기체는 저온

공기에 비하여 비열비 등 기체 물성치가 달라 확산특

성이 다르고, 이는 제트에 의한 유동장 변화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고온 혼합기체 측방제트와 저온 공

기 측방제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한 수치모사를 수

행하였다.

  해석자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CM+가 사용

되었다. 지배방정식으로는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식을 사용하였고, 난류 모델로는 

SST를 도입하였다. 공간차분기법으로는 고차 정확도의 

AUSM 기법이 사용되었다. 유도탄 형상으로는 BWT 

형상이 선택되었다. 격자계는 비정렬 격자계이며, 격자 

개수는 약 750만개가 사용되었다. Fig. 13은 동체표면 

및 동체 근처의 격자계를 보여준다.

Fig. 13. Grid system for BWT configuration

  계산조건은 BWT 형상에서 ∞ = 0.4,  = 135°,  

= 10° 이다. 이 조건이 선택된 이유는 이조건의 측방

제트가 꼬리날개 공력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을 풍동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측방제트 

조건은 제트 미분사, 저온공기 제트, 고온혼합기체 제

트의 3가지이다. 이 때 저온공기제트는 풍동시험을, 고

온혼합기체 제트는 실제비행을 모사한다. 측방제트의 

챔버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노즐 유동 계산 시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화학혼합만 일어난다고 가정하

였다.

4.2 저온공기 측방제트 모사

  수치모사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치모사 결과

와 풍동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4는 제트가 없

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수직력 계수와 압력중심위치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제트가 없는 경우, 수치모사의 

수직력 계수와 압력중심위치는 풍동시험 대비 약 3 %, 

2 % 오차를 보여준다. 저온공기제트가 분사된 경우의 

오차는 두 변수 모두 2 %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수치

모사를 통한 유도탄 공력해석의 정확도가 대략 5 % 

임을 감안하면, 이번 수치모사는 풍동시험을 상당히 

잘 모사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 제트 

분사 시 수직력 계수가 감소하고, 압력중심이 전방이

동한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수치모사가 제트-유

동장 상호 간섭 현상도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

(b) ′
Fig. 14. Side jet effect of CFD and W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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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온혼합기체 측방제트 수치모사

  제트 매질 변화시 측방제트가 유도탄 공력특성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치모사결과를 비

교/분석하였다. Fig. 14에는 저온공기 제트와 고온혼합

기체 제트 경우의 수직력 계수와 압력중심위치 변화

가 나타나있다. 제트에 의한 수직력 증분은 저온공기 

제트의 경우 약 ′  = -0.1, 고온혼합기체 제트의 경

우 약 ′  = -0.2 이다. 제트에 의한 압력중심이동은 

각각 ′  = -0.2 CAL, ′  = -0.3 CAL 이다. 고

온혼합기체 제트가 저온공기 제트보다 유도탄의 수직

력 계수와 종방향 정안정성을 더 감소시킴을 확인하

였다.

  Fig. 15에서는 각각의 제트 매질에 대하여 유도탄 주

위 정압분포를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매질 제트의 양

갈래 궤적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지역(windward side)의 제트는 동체에 더 가

까이 굴절되며, 바람이 불어나가는 지역(leeward side)

의 제트는 상대적으로 동체에 더 멀리 굴절된다. 다만 

동일한 x축 위치에서 고온혼합기체 제트의 제트폭이 

저온공기 제트에 비하여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자에서 제트와 자유류의 혼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a) Hot mixture gas jet

(b) Cold air jet

Fig. 15. Comparison of pressure contours

  Fig. 16에서는 제트 폭 성장차이가 꼬리날개 근처 유

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꼬리날개 위치 

단면에서의 유선 및 동압분포를 비교하였다.

  동압분포로부터 제트의 위치 및 폭을 확인할 수 있

다. 제트 중심위치는 고온혼합기체 제트가 저온혼합기

체보다 동체 중앙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차이

는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Fig. 16 아래)과 불어나가는 

지역(Fig. 16 위) 모두 약 0.2 CAL이다. 제트 폭은 앞

서 Fig. 15에 발견된 경향과 마찬가지로 고온혼합기체 

제트가 저온공기 제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g. 16. Streamlines and dynamic pressure contours 

at the station of tail leading edge(left: cold 

air jet, right: hot mixture gas jet)

  유선 분포로부터 제트 주위에 와류구조를 확인하였

다. 양 갈래 제트에 의하여 생성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쌍와류(Fig. 3 참조)가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

과 불어나가는 지역에 각각 위치한다. 그런데 이 쌍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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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바람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바

람이 불어오는 지역의 경우, 자유류와 날개 사이에 위

치한 이 쌍와류는 날개에 유입되는 자유류를 봉쇄

(blockage)하는 역할을 한다. 봉쇄에 의한 수직방향의 

유속 감소는 꼬리날개 핀의 유효받음각(effective angle 

of attack)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와류의 크

기가 더 큰 고온혼합기체의 경우에는 이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그림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바람이 불어나가는 지역의 경우, 이곳에 

위치한 쌍와류는 자유류를 유입(entrainment)하여 꼬리

날개를 통과하는 유동을 가속시킨다. 이로부터 꼬리날

개 핀의 유효받음각이 증가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면, 꼬리날개 근처에서, 고온혼합기체 제트가 

저온혼합기체 제트보다 자유류와의 상호 간섭을 통하

여 동체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더 큰 제트폭을 갖도

록 성장하였다. 양 갈래 제트로부터 발생한 쌍와류는 

꼬리날개 주위 유동장을 왜곡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과 불어나가는 지역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며, 

고온혼합기체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리라 예측된다.

Fig. 17. Tail fin normal forces

  이와 같은 정성적인 해석을 뒷받침하고자, 수치모사 

결과의 꼬리날개 각 핀에 작용하는 수직력 계수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17은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

과 불어나가는 지역의 꼬리날개에 작용하는 수직력 계

수를 제트의 매질별로 비교하였다. 제트가 없는 경우

에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지역과 나가는 지역의 핀 

수직력 계수가 비슷하다. 저온공기 제트가 분사되면 

양 지역의 수직력 계수가 차이를 보인다.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지역은 꼬리날개 수직력 계수가 제트 미분

사시에 비해 약 75 %가 감소한다. 이에 비하여 바람이 

불어나가는 지역은 약 20 %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

는 정성적인 분석과 일치한다. 전체 꼬리날개의 수직

력 계수는 약 30 %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온혼합

기체 제트가 분사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

난다.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의 수직력 계수는 95 %의 

손실이 발생하며, 불어나가는 지역은 약 25 %가 증가

한다. 최종적으로 고온혼합기체 분사시 전체 수직력은 

제트 미 분사 대비 약 35 %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아음속 유도탄 동체 중앙에서 측후방으로 제트 분

사시 유도탄 종방향 공력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제트분사 풍동시험과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수치

모사를 수행하였다.

  풍동시험결과, 측방제트 영향은 꼬리날개 장착 여부

와, 유도탄 자세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꼬

리날개 탈착시, 측방제트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유도탄 

압력중심이 후방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동체 중앙에서 분사하는 측방제트가 유도탄 수직력 

계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꼬리날개 장

착시에는 압력중심이 전방이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

도탄 자세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유도탄 자

세각이  = 45°인 경우, 양갈래 제트가 좌우 대칭으로 

성장하면서 제트 출구면 주위 동체에 부가적인 수직력

이 발생하였다. 유도탄 자세각이  = 135°인 경우, 양

갈래 제트가 상하 비대칭으로 성장하면서 꼬리날개 

수직력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꼬리날개 수직력 감소는 

자유류 마하수가 클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치모사 결과, 고온혼합기체 제트와 저온공기 제트

가 유도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전

자가 후자보다 유도탄 종방향 정안정성을 더 감소시

켰는데, 이는 꼬리날개 근처 제트 반경이 더 크게 성

장하여 꼬리날개 수직력이 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 모두, 제트 모사시 중요하다고 알려진 압

력 비, 마하수 비, 모멘텀 비를 일치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제트의 영향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저온 공기

제트를 이용한 모사기법, 특히 제트분사 풍동시험을 

위해서는 기존의 상사 변수 이외의 제트 확산과 관련

된 또 다른 상사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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