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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수치해석을 통해 극초음속, 고엔탈피 유동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MW급 대용량 플라즈마 풍동 디퓨저의 형상 설계를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논문은 크게 설계변수 분석과 디퓨저 설계로 구성된다.  설

계변수 분석에서는 설계변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유동해석을 수행

하였다.  주요 설계변수는 디퓨저 목면적, 목길이, 축소부 각도, 확산부 

각도이고, 이러한 설계변수 변화가 디퓨저 내부유동 및 압력회복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설계변수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디퓨저 형상을 설계하였다.  디퓨저의 설계 

부분에서는 디퓨저의 배압조건, 출구 온도 및 속도 등과 같은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 했었던 주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질량유량 2.07 kg/s, 압력 0.005 bar, 

온도 253 K 그리고 마하수 7의 유입류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디퓨저 

형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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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수 십 년간 초고속 비행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발사

체 및 재진입 비행체와 같은 우주 비행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초고속 

전투기나 미사일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구체적

으로 비행체가 공기 중을 초고속으로 비행할 때 공력가열로 발생하는 극

한의 고온환경에서의 화학반응, 비행체 구조 및 내열재료 개발과 같은 

연구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 및 연소기 

흡입구, 디퓨저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초고온 및 극초음속 유

동 환경을 지상에서 모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고안된 장치

가 플라즈마 풍동이다.  플라즈마 풍동은 일반적인 초음속 풍동과 달리,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해 고 엔탈피의 기체를 발생시키고 가열된 기체를 

노즐을 통해 가속시킴으로써 시험부에서 고 엔탈피 유동 및 극초음속 유

동 환경을 만들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주요 선진국들은 소규모의 플라즈마 풍동뿐만 아니라, 

MW급의 대용량 플라즈마 풍동 설비를 구축하고<그림 1> 이를 통한 연

구를 활발히 수행했다.  국내의 경우 전북대학교에 존재하는 소규모의 

플라즈마 풍동을 통해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지만,[1, 2] 아직 대용량의 

플라즈마 풍동의 구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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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MW 급 대용량 플라즈마 풍동[3]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플라즈마 풍동을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운용

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발생기, 디퓨저, 열교환기, 진공설비 등 각각의 

풍동 구성 요소의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그 중 디퓨

저는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을 포착하고, 유동을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특히 후자의 경우 풍동의 시험 비용을 줄이고 시험을 오래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일반적인 초음속 풍동에 비해 시험 비용

이 크고, 시험 지속시간을 길게 가지는 플라즈마 풍동은 이러한 디퓨저

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초음속 풍동 디퓨저에 대한 실험적, 수치적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다

양한 유동 조건 또는 다양한 디퓨저 형상에 대해 디퓨저의 압력회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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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4, 5]  이후에는 수치해석을 이용하

여 보다 효율적인 디퓨저 설계를 제안한 연구도 수행되었다.[6] 

그러나 플라즈마 풍동 디퓨저에 대한 연구는 일반 초음속 풍동 디퓨

저 연구에 비해 많지 않고, 특히 플라즈마 풍동 디퓨저의 설계를 주제로 

하는 연구 및 자료는 상당히 한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플라즈마 풍동 디퓨저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고, 플라즈마 

풍동 디퓨저를 주제로 했던 연구도 대부분 디퓨저의 내부유동 특성, 디

퓨저의 성능평가와 같은 주제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7, 8, 9] 

따라서 본 연구는 플라즈마 풍동 디퓨저의 설계에 초점을 맞춰 수행

되었다.  먼저 디퓨저 설계를 위한 설계변수를 상정하고, 결정된 설계변

수를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퓨저 설계 시 

고려해야할 주요 설계변수를 파악하고, 설계변수의 변화가 디퓨저 내부

유동 및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후에는 

설계변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량유량 2.07 kg/s, 압력 0.005 bar, 

온도 253 K 그리고 마하수 7의 유입류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디퓨저를 

설계하고 설계된 디퓨저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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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배경이론 

1-1. 플라즈마 풍동 

 

플라즈마 풍동은 고 엔탈피 유동 및 극초음속 유동을 지상에서 모사

하기 위한 시험 장치로, 재진입, 열 차폐 시스템(TPS: Thermal 

Protection System), 내열소재, 초고속 비행체 연구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풍동은 <그림2>와 같이 (1) 플라즈마 발생기, (2) 

노즐, (3) 시험부, (4) 디퓨저, (5) 열교환기, (6) 진공설비로 구성된다.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고 엔탈피의 기체를 발생시키고, 가열된 기체를 노

즐을 통해 가속시킴으로써 시험부에서 고 엔탈피 유동 및 극초음속 유동 

환경을 모사한다.  이렇게 시험부를 지난 유동은 디퓨저를 통해서 압축

되며, 열교환기를 지나 진공설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 2. 플라즈마 풍동 구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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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풍동의 내부유동은 일반 초음속 풍동에 비해 온도가 높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레이놀즈수를 가지는데, 실제로 일반 초음속 풍동은 

디퓨저 지름을 기준으로 레이놀즈수가 105~107  정도인 반면, 플라즈마 

풍동은 102~105  정도 이다.[10]  유동의 레이놀즈수가 작으면 점성 영

향이 크기 때문에 디퓨저 내부 유동의 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충격파 구조 및 충격파-경계층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R. 

Savino의 연구[7]에서 레이놀즈수에 따른 디퓨저 내부 유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레이놀즈수가 작은 경우가 충격파 두께가 두껍고 충

격파 구조의 감쇠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환경에

서는 디퓨저 내부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디퓨저의 압력회복 성능이 크게 제한된다. 

 

 

 

     그림 3. 레이놀즈수에 따른 디퓨저 내부 유동 구조 비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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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풍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긴 시험 지속시간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긴 시간 동안 고 엔탈피 유동 환경을 모사해야

하는 내열소재 및 삭마 연구 등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

반 초음속 풍동의 시험 지속시간은 수 분을 넘지 않는데 반해, 플라즈마 

풍동은 수 분에서부터 수 십분 까지 풍동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그림 4>는 플라즈마 풍동이 다른 시험 설비에 비해 고온의 유동을 장

시간 모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긴 시험 지속시간을 위해서는 진공펌

프나 진공탱크 같은 진공설비의 성능이 중요한데, 이 진공설비가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디퓨저가 유동을 가능한 높은 압력으로 압축

시켜야 한다.  그래야 진공설비의 부하 없이도, 압력이 높은 디퓨저 출

구에서 압력이 낮은 진공탱크로 유동을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초음속 풍동 디퓨저에 비해 플라즈마 풍동의 디퓨저

의 설계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 열공력 시험 설비의 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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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퓨저의 주요 설계 변수 

 

일반적으로 디퓨저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주요 설계 변수는 

(1) 디퓨저-노즐 목면적비(At2/𝐴𝐴𝑡𝑡1), (2) 디퓨저 목길이 대 직경비(L/D), 

(3) 디퓨저 축소부 형상(α, Din), (4) 디퓨저 확산부 형상(β,  Dexit), (5) 

시험부 길이(Lts)이다.<그림 5> 

 

 

주요 설계 변수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는 디

퓨저-노즐 목면적비라고 할 수 있다.  풍동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는 노즐을 통해 분출된 유동이 디퓨저 내로 모두 흡입 후 디퓨저 출구를 

통해 열교환기 및 진공설비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유동이 시험부 

및 디퓨저를 지나면서 충격파, 마찰 및 열전달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정해진 유량을 통과시키는데 더 

그림 5.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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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단면적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디퓨저의 실제 목면적이 요구되는 

목면적보다 작게 되면, 노즐을 통해 분출된 유동 전부를 디퓨저를 통해 

흘려보낼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풍동 운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간략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디퓨저를 통과하는 유동을 열

량적 완전기체로 가정하면 덕트를 통과하는 질량유량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0, 𝑇𝑇0는 각각 정체압력, 정체온도이고 A∗는 음속에서

의 목면적을 나타내는데, A∗는 정해진 유량을 흘리기 위한 최소 면적 이

기도 하다.  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다른 값들이 일정할 때, 정체

압력이 작아지면 정해진 질량유량을 흘리기 위해서 목면적이 커져야 한

다.  질량유량이 같을 때, 노즐과 디퓨저의 목면적비는 (식 2)와 같이 

표현되는데, 하첨자 t1은 노즐 목, t2는 디퓨저 목을 나타낸다.  일반적

으로 P0 t1/𝑃𝑃0 𝑡𝑡2 ≫ �𝑇𝑇0 𝑡𝑡2/�𝑇𝑇0 𝑡𝑡1이기 때문에 간결성을 위해 식에서 정체

온도에 대한 항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노즐과 디퓨저의 

목면적비는 각 지점에서의 정체압력비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설계 단계에서 정체압력비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체압력비를 (식 3)처럼 수직충격파를 전후로 한 정체압력비로 대

체하여 예측할 수 있다.[11]  (식 3)을 (식 4)와 결합하면 노즐-디퓨저 

목면적비는 γ와 마하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에 대한 결과가 <그림 

6>에 나타나 있는데, 마하수가 커지거나 γ가 작아질수록 정체압력손실

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요구되는 목면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더욱이 실제 디퓨저의 경우 마찰이나 열전달 등의 추가적인 요인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목면적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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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𝑚 ∝
𝑃𝑃0𝐴𝐴∗

�𝑇𝑇0
 (1) 

𝐴𝐴𝑡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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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𝑒𝑒−(𝑠𝑠2−𝑠𝑠1)/𝑅𝑅 (3) 

𝑠𝑠2 − 𝑠𝑠1
𝑅𝑅

=
1

𝛾𝛾 − 1
ln �

2𝛾𝛾𝑀𝑀1
2

𝛾𝛾 + 1
−
𝛾𝛾 − 1
𝛾𝛾 + 1

� +
𝛾𝛾

𝛾𝛾 − 1
ln �

2 + (𝛾𝛾 − 1)𝑀𝑀1
2

(𝛾𝛾 + 1)𝑀𝑀1
2 � (4) 

 

 

L/D로 대표되는 디퓨저 목길이도 주요 설계변수 중 하나이다.  실

제 유동은 연속적으로 압축이 되지 못하고, 일련의 충격파를 거치면서 

불연속적으로 압축된다.  디퓨저 입구에서 발생된 경사충격파가 거듭 반

사되면서 점차 경사충격파의 파각은 증가하고 결국에는 수직충격파를 지

나면서 초음속유동은 아음속이 된다.  이런 일련의 충격파 구조를 샥트

그림 6. 마하수에 따른 노즐-디퓨저 목면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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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Shock train)이라고 하는데, 디퓨저 목은 이 샥트레인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설계해야 디퓨저 출구에서 압력을 효율적으로 높

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및 실제 디퓨저에 대한 정보를 참고했을 때, 일반적으

로 L/D 는 5∼15 정도이다.  그러나 디퓨저의 길이가 유동의 특성 및 

덕트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기존 연구도 모든 유동 영

역 및 모든 형상에 대해 수행되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기존 연구를 

통해 적정수준의 디퓨저 길이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음으로 디퓨저 축소부는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을 모두 흡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퓨저 입구에서 형성되는 경사충격파의 강도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동이 노즐 출구를 지날 때 일반적으로 과

소팽창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델이 있는 경우 유동이 더욱 바깥쪽으로 

굴절될 수 있다.  디퓨저 설계 시, 이러한 유동을 모두 흡입할 수 있도

록 충분한 크기로 디퓨저 입구 직경(Din)을 결정해야 하고, 축소부 각도

(α )를 조절함으로써 초기에 발생하는 경사충격파 강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디퓨저 입구 직경의 경우 시험부 길이나, 모델의 크기, 

노즐 출구 직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디퓨저 축소부 반각은 일반

적으로 5∼15° 정도이다. 

디퓨저 확산부의 경우에는 유동이 이미 아음속 영역으로 바뀐 상태

이며 유동의 운동량이 디퓨저 축소부와 목에 비해 크게 작아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급격한 면적 변화로 인한 역압력구배는 벽면에서의 유동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생된 유동박리는 디퓨저 확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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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단면적을 감소시키고 디퓨저 출구에서 유동의 불균일한 속도분포를 

발생시키는 등 디퓨저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동박리

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산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인 

초음속 풍동 디퓨저의 확산부 반각(β)은 10° 내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시험부 거리(Lts )는 노즐 출구에서부터 디퓨저 입구 사

이의 거리를 말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즐출구에서의 유동은 일반

적으로 과소팽창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이 바

깥쪽으로 굴절된다.  따라서 너무 긴 시험부 길이를 가지게 되면, 분출

된 유동을 모두 흡입하기 위해서 디퓨저 입구 크기가 커져야 하고 이는 

비효율적인 디퓨저를 강제한다.  따라서 시험부 길이는 모델의 크기 및 

모델 마운트를 고려해서 가능한 작게 설계하는 것이 디퓨저의 압력회복 

측면만 생각했을 때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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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문헌조

사를 통하여 디퓨저의 설계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설계변수를 결정함으

로써 유동해석을 수행할 디퓨저 형상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형

상에 대해 유동해석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최종 디퓨저 형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수

를 변화시켜가며 유동해석을 반복하였다. 

다만 연구초기에는 최종적인 디퓨저 설계를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설계변수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그 설계변수의 변화가 디퓨저 

내부 유동 및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디

퓨저 설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동해석에 사용된 코드는 “ARCFLO4” 코드로 축대칭 네비어-스

토크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고, 

정렬격자계 기반으로 난류( k − ε Turbulence Model ) 및 평형화학반응을 

고려하였다.  비점성항을 계산하기 위해 AUSMPW+, MUSCL 수치기

법을 사용하였고, 시간적분은 LU-SGS 기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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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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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조건 및 설계 요구조건 

 

유입류 조건은 NASA Langley의 13MW급 플라즈마 풍동의 저기

조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12]  <표 1>에서 풍동의 저기조 조건 

및 유입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벽면 온도는 냉각을 고려해서 300 

K으로 고정시켰고, 디퓨저 출구는 일정한 압력(배압조건)을 부여하였다. 

 

표 1. 저기조 조건 및 유입류 조건 

Reservoir pressure 28.6 bar 

Reservoir temperature 2216 K 

Mass flow rate 2.07 kg/s 

Inflow pressure 0.005 bar 

Inflow temperature 253 K 

Inflow Mach number 7.0 

 

 

단순히 유동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될 풍동의 제작과 운

용까지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디퓨저에 대한 

여러 요구조건이 발생한다.  먼저 실제 사용될 시험모델 및 모델 마운트

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부 크기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풍동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디퓨저 후방에는 

열교환기와 진공설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설비의 성능을 고려해서 

요구조건이 결정된다.  특히 유동이 과도하게 높은 온도 및 속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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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열교환기로 유입되면 열교환기의 효율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디퓨저 출구 유동의 온도 및 속도는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디퓨저 출구에서의 압력이 지나치게 낮게 형

성되면 진공설비의 과부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시험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출구 압력

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부 길이 1 m, 디퓨

저 총 길이 20 m 미만, 디퓨저 출구 지름 2 m, 디퓨저 출구 압력 

5000 Pa 이상, 출구 속도 30 m/s 미만, 출구 온도는 1000 K 미만이

라는 설계 요구조건하에서 설계를 수행하였다.<그림 8> 

 

 
그림 8. 디퓨저 설계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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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수 분석 

 

설계변수 분석은 디퓨저의 설계변수를 상정하고, 그 설계변수를 변

화시켜가며 유동해석 및 성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설계변수의 변화가 내

부유동 및 디퓨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디퓨저 설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설

계변수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4-1. 디퓨저 타입 및 설계변수 

 

본 연구에서는 센터바디 타입과 제안된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의 디퓨

저에 대해 설계변수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였다.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

는 디퓨저 길이 전반에 걸쳐 축을 중심으로 코어콘이 존재하는데, 디퓨

저 입구에서 캐치콘과 더불어 코어콘에서도 경사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

에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도 압력상승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냉각수

가 흐르는 디퓨저 벽면과 유동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냉각이 

용이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음속 영역에서 보다 복잡한 충

격파 구조 및 충격파-경계층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퓨저 출구

에서의 압력회복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제안된 타입 디퓨저의 경우 코어콘이 초음속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보다 간단한 충격파 구조를 발생시키므로 센터바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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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에 비해 디퓨저 출구에서의 압력회복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여러 개의 경사충격파가 길게 분포하기 위해서 보다 긴 디

퓨저를 요구하고 냉각 면적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 초기에는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를 설계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유동 환경에서는 초음속 영역의 코어콘의 

존재가 압력회복 성능을 크게 저하시켰기 때문에 최종형상은 코어콘을 

아음속 영역에만 한정시킨 제안된 타입 디퓨저로 결정하였다. 

<그림 9, 10>에 각 타입 별로 설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

계변수 분석은 비교적 유동에 큰 영향을 주는 설계변수를 중심으로 수행

하였다.  주요 설계변수는 디퓨저 입구의 캐치콘 및 코어콘 각도(α, β), 

디퓨저 목길이(L), 디퓨저 목면적(At2)이다.  몇개의 설계변수들에 대해

서는 설계 요구조건에 의해 고정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가 마하수 7인 고정된 유입류 조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

에 노즐 목면적(At1)은 자연스럽게 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험부 길

이(Lts), 디퓨저 출구 반지름(Rexit)은 각각 모델의 크기, 열교환기 입구 

크기에 맞게 고정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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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 설계변수 

 

 

 

그림 10. 제안된 타입 디퓨저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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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체압력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은 시험부 및 모델을 지나서 디퓨저로 유입된

다.  디퓨저 입구에서부터 일련의 경사충격파가 형성이 되고, 결국 마지

막에는 수직충격파가 형성되면서 유동이 초음속에서 아음속 상태가 된다.  

이후 아음속 영역 디퓨저를 거쳐 디퓨저 출구를 끝으로 유동은 디퓨저를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초기에 낮았던 유동의 압력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압력회복을 높이는 것이 디퓨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압력회복 성능을 가지는 디퓨저를 설계하기 위

해 정체압력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𝑃𝑃0
𝑃𝑃

= �1 +
𝛾𝛾 − 1

2
𝑀𝑀2�

𝛾𝛾
𝛾𝛾−1

 (5) 

 

(식 5)는 압축성 유동에서 정체압력, 정압력 및 마하수의 관계에 대해 

표현한 식이다.  마하수가 0이 될 때 정압력은 정체압력과 같아지는데, 

따라서 각 지점에서의 정체압력은 그 순간 유동이 도달 가능한 압력의 

최대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디퓨저 출구까지 최대한 정체압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높은 배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림 11>는 전형적인 디퓨저의 정체압력 그래프이다.  충격파, 마

찰, 열전달로 인하여 정체압력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100 cm 까지는 시험부이고 이후에 디퓨저가 시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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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없는 상태이다.  충격파가 존재하지 않는 시험부에서도 정체압력 

손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과 시험부의 유동

사이에 전단층(shear layer)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경사충격

파를 지나면서 가파르게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하다가, 수직충격파(600 

cm 지점)에서는 더 급격한 기울기로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후 

유동은 아음속이 되고, 마찰 및 냉각에 의해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초음속 영역에서 대부분의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

하고, 아음속 영역에서의 정체압력 손실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설

계의 측면에서, 정체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음속 영역 보다

는 초음속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그림 12>의 정압력 그래프만을 관찰했을 때는 쉽게 추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정체압력의 변화양상은 항상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압력의 변화에 비해 단조롭기 때문에 보다 해석이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디퓨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압력분포와 

더불어 정체압력 분포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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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디퓨저 길이에 따른 정체압력 분포 

 

 

그림 12. 디퓨저 길이에 따른 정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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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퓨저 목면적 변화 

 

노즐과 디퓨저의 목면적비(At2/𝐴𝐴𝑡𝑡1)는 디퓨저 설계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설계 변수 중 하나이다.  노즐 목면적은 고정된 상태에서 디퓨저 

목면적을 변화시켜가며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논의될 결과는 다양한 

목면적을 가지는 제안된 타입 디퓨저의 해석결과이고, <표 2>에서 주요 

설계변수 값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변수들이 서로 독립된 관계가 아

니기 때문에 목면적비의 변화에 따라 L/D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바로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각 케이스들의 목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L/D의 변화는 디퓨저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L/D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목면적비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양

상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노즐과 디퓨저의 목면적비는 정체압력의 손실만큼

커야한다.  케이스 1의 경우 목면적비가 400으로 요구되는 목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의 압력 분포를 살펴보

면 시험부에 높은 압력이 분포하는데, 노즐을 통과한 질량유량을 디퓨저

에서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유체가 시험부에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압조건을 2500 Pa로 낮춰도 정상적인 풍동운용

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케이스 2, 3, 4의 경우 케이스 1 보다 

배압조건이 3000 Pa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디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케이스 별로 수직충격파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디퓨저의 압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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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압이 높을수록, 정체압력 손실이 

커질수록 수직충격파는 앞쪽에 형성되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시험부 앞

쪽까지 수직충격파가 이동하게 되면서 풍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

게 된다. 

<그림 13>을 보면 목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경사충격파의 반사 거리

가 증가하면서 같은 x 위치까지 형성된 경사충격파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경사충격파로 인한 압력 상승이 작은 것을 뜻한다.  <

그림 15>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목면적비가 넓을수록 

초음속 구간에서 충격파의 개수가 적고 압력이 더 작게 된다.  그런데 

이런 낮은 수준의 압력상승 때문에 종단의 수직충격파의 강도는 더 커지

게 된다. 

이런 차이가 디퓨저의 압력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정체압력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압력회복을 위해

서는, 즉 높은 배압에서 풍동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디퓨저 내에서 정체

압력 손실을 최소화 해야한다.  <그림 17>의 정체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목면적이 넓을 수록 다른 케이스에 비해 경사충격파가 존재하는 구간에

서 정체압력손실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사충격파

의 개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 만큼 수직충격파의 강도는 

증가하였고 수직충격파로 인한 정체압력 손실은 다른 케이스에 비해 훨

씬 크게 된다.  케이스 2, 3, 4중 케이스 4가 가장 낮은 압력회복 성능

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수직충격파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정체압력이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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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유동의 압축은 주로 단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목면

적이 클수록 압력회복에 있어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면적이 작을수록 압력회복 측면에서 유리하다

고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다.  디퓨저 목면적을 줄이는 것은 다른 설계변

수를 불가피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목면적을 줄이기 위

해서 디퓨저 입구에서 축소부 각도를 보다 급격하게 하면, 디퓨저 입구

에서 발생하는 경사충격파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만일 입구에서의 

경사충격파로 인한 정체압력 손실이 과도하게 커지면, 목면적의 감소에

도 디퓨저의 압력회복 성능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디퓨저 

입구에서 발생하는 경사충격파는 높은 마하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체

압력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면적이 작아지면 디퓨저 목

에서 초킹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 넓은 유동범위에서 혹은 더 다양한 

모델을 시험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목면적을 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디

퓨저 내부 유동의 양상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종 디퓨저 설

계 시에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여러 목면적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

행한 뒤 그중 가장 적합한 성능을 내는 디퓨저 형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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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목면적 변화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L/D 𝛂𝛂 𝐋𝐋𝐬𝐬𝐬𝐬𝐬𝐬 

1 400 6.1 6° 0.8 m 

2 600 5.9 6° 0.8 m 

3 900 5.7 6° 0.8 m 

4 1300 5.5 0° 0.8 m 

 

 

그림 13. 목면적 변화에 따른 디퓨저 압력 분포 

 

그림 14. 목면적 변화에 따른 디퓨저 마하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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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목면적 변화에 따른 길이-압력 분포 

 

그림 16. 목면적 변화에 따른 길이-마하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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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목면적 변화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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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퓨저 목 길이 변화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에 대해 설계변수 L/D에서 디퓨저 목직경(D)

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목길이(L)을 변화 시키면서 내부유동 해석 및 성

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세 케이스 모두 배압은 5000 Pa로 세 케이스 

모두 동일하고, L/D를 제외한 설계변수들도 모두 동일하다.<표 3> 

<그림 18>에 나타난 압력 분포를 보면 세 케이스 모두 디퓨저 입구

에서 동일한 강도 및 각도로 경사충격파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세 케이

스 모두 동일하게 충격파가 반사된다.  <그림 19>의 정체압력 그래프를 

통해서도 경사충격파가 형성된 위치에서는 세 케이스 모두 정체압력 손

실 정도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디퓨저의 압력회복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정체압력은 초음속 영역에서의 충격파로 인해 급격하

게 손실된다.  이후 유동은 수직충격파를 지나면서 아음속으로 감속되고, 

아음속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디퓨저 목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초음속 영역에서의 

충격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퓨저의 압력회복에 있

어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18>에서도 디퓨저 목길

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직충격파의 위치는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디퓨저의 목길이가 클수록 아음속 영역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수직충격파가 좀 더 앞쪽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실제로 디퓨저 설계를 할 때

에는 샥트레인을 포함할 수 있는 수준에서 디퓨저 목길이룰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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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퓨저 목 길이 변화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L/D 𝛂𝛂 𝛃𝛃 

1 550 4.9 20° 6° 

2 550 8.9 20° 6° 

3 550 12.7 20° 6° 

 

 
그림 18. 목길이 변화에 따른 압력 분포 

 

 

그림 19. 목길이 변화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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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캐치콘 각도 변화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의 캐치콘 각도에 따른 디퓨저 내부유동 해석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케이스 모두 5000 Pa인 배압조건 하에

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표 4>에 각 케이스 별 주요 설계 변수가 나

타나있다. 

<그림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케이스 모두 수직충격파가 

비슷한 지점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디퓨저의 압력회복 측면

에서 캐치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의 대부분이 캐치콘에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디퓨

저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캐치콘의 형상이 디퓨저 압력회복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모델을 지난 유동이 

캐치콘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캐치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그림 22>의 길이에 따른 압력 분포에서도 세 케이스 간에 약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23>의 정체압력 

분포에서는 세 케이스 간에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캐치콘 

각도가 더 작아질수록 맨 처음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점이 뒤쪽

에 위치해 있다.  이는 캐치콘 각도가 작을 수록 충격파 구조가 더 뒤쪽

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격파 구조가 더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후의 유동 양상

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은 시험부를 

지나면서 팽창하는데, 이 팽창 정도가 커질 수록 디퓨저 입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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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사충격파의 강도가 커지게 된다.  <그림 23>에서도 캐치콘 각도

가 작을 수록 경사충격파를 만나기 전까지 유동이 팽창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디퓨저 입구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그래프의 200 cm 부근에서 캐치콘 각도가 작을 수

록 기울기가 보다 가파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캐치콘 각도를 작게 하면, 초기에 발생하는 경사충격파의 파

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사충격파의 강도를 줄이는데 유리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각도가 과도하게 작아질 경우, 불필요한 유동의 팽창을 

발생시켜 충격파로 들어가는 유동의 마하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

히려 더 큰 정체압력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시에는 이러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히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유동양

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32 

표 4. 디퓨저 캐치콘 각도 변화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L/D 𝛂𝛂 𝛃𝛃 

1 700 4.4 5° 6° 

2 700 4.4 10° 6° 

3 700 4.4 20° 6° 

 

 

 

그림 20. 캐치콘 각도 변화에 따른 압력 분포 

 

 

그림 21. 캐치콘 각도 변화에 따른 마하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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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캐치콘 각도 변화에 따른 길이-압력 분포 

 

 

그림 23. 캐치콘 각도 변화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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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코어콘 각도 변화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에 대해 코어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내부유동 

해석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세 케이스 모두 같은 배압조건 하에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표 5>에서 주요 설계변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의 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코어콘 각도가 클수록 충격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히 코어콘 각도가 20°인 케이스 3의 경우 수

직충격파의 위치가 다른 케이스 보다 앞쪽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6>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코어콘 각도가 클

수록 경사충격파의 강도가 크고, 수직충격파를 지나기 전까지 높은 수준

의 압력을 유지한다.  이후에 발생하는 수직충격파에서의 압력 상승은 

경사충격파를 통해 높아진 압력만큼 작아도 되기 때문에, 코어콘 각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약한 수직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면서, 세 케이스 모두 

동일한 배압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그림 27>의 정체압

력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코어콘 각도가 높을수록 경사충격파

에서는 급격한 정체압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수직충격파에서는 상대

적으로 정체압력 손실의 정도가 작다.  이후에는 아음속 영역이기 때문

에 정체압력 손실은 미미하다. 

위의 내용을 디퓨저 압력회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디퓨저의 압력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압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경사충격파 및 수직충격파로 인한 정체압력 손실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런데 케이스 3 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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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충격파의 강도가 너무 세지면, 경사충격파로 인한 정체압력 손실이 

커지게 된다.  경사충격파의 강도가 커진 만큼 수직충격파 전까지 압력 

상승도 커지므로 수직충격파에서의 정체압력 손실을 작아지지만, 전체적

으로는 정체압력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두 케이스 보다 

압력회복 성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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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디퓨저 코어콘 각도 변화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L/D 𝛂𝛂 𝛃𝛃 

1 700 4.4 20° 6° 

2 700 5.4 20° 12° 

3 700 5.9 20° 20° 

 

 

 

그림 24. 코어콘 각도 변화에 따른 압력 분포 

 

 

그림 25. 코어콘 각도 변화에 따른 마하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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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코어콘 각도 변화에 따른 길이-압력 분포 

 

 

그림 27. 코어콘 각도 변화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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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퓨저 설계 

 

설계변수 분석에서 디퓨저의 주요 설계변수를 변화시켜가며 내부유

동 및 압력회복을 관찰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디

퓨저 설계를 위해 수행 했었던 주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앞장

에서 이미 다루었던 설계변수들에 관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본 장에서 제

외하였다. 

 

5-1. 디퓨저 타입 결정 

 

디퓨저 설계를 위해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와 제안된 타입 디퓨저에 

대해 설계변수 분석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제안된 타입 디퓨저로 

최종 형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센터바디 타입의 경우 다중의 충격파로 

인해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압력상승이 용이할 뿐 아니라 냉각 면적이 

크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복잡한 충격파 구조 및 충격파-경계층 상호작

용으로 인하여 압력회복이 크게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성능평가를 실시

한 수많은 센터바디 타입의 디퓨저의 압력회복은 모델이 없는 경우에도 

7000 Pa을 넘을 수 없었다.  특히 본 연구의 유동환경은 마하수가 높

고, 비열비(γ) 및 레이놀즈수가 작기 때문에 충격파 및 경계층에서의 정

체압력 손실이 크다.  따라서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의 단점이 더욱 부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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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은 다음 두 케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표시된 두 케이스 모두 모델이 없는 상태이고, 케이스 1의 경우 

코어콘이 아음속 영역에만 한정된 제안된 타입 디퓨저, 케이스 2는 센

터바디 타입 디퓨저이다.  케이스 2의 경우 연구에서 성능평가를 수행

했던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한 형상이다.  

<그림 28>의 압력 분포 그림을 보면 제안된 타입의 경우 9000 Pa인 

배압조건에도 수직충격파가 디퓨저 목 끝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9000 Pa 이상의 배압조건에서도 디퓨저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센터바디 타입의 디퓨저의 경우, 6000 Pa인 

배압조건에서도 수직충격파가 디퓨저 목 입구까지 밀려나왔고, 더 이상 

배압을 높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디퓨저 입구에서의 유동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두 타입의 압력회복 

측면에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9>는 두 타입의 디퓨저 입

구에서의 압력 분포를 등고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센터바디 타입 디

퓨저의 경우 캐치콘 및 코어콘에서 충격파가 이중으로 발생하면서 제안

된 타입 디퓨저에 비해 보다 복잡한 충격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0>의 정체압력 그래프에서도 위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디퓨

저 입구에서 센터바디 타입 디퓨저가 제안된 타입 디퓨저보다 훨씬 급격

하게 정체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디

퓨저 출구에서의 압력회복을 작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 형상은 제안된 타입 디퓨저로 결정하였다.  코

어콘을 아음속 영역에만 한정시킴으로써 디퓨저 입구에서 코어콘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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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급격한 정체압력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음속 영역

에 위치한 코어콘을 통해 냉각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표 6. 디퓨저 타입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𝛂𝛂 𝛃𝛃 센터바디 타입 

1 400 20° 6° X 

2 400 6° X O 

 

 

 
그림 28. 디퓨저 타입에 따른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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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디퓨저 타입에 따른 디퓨저 입구 압력 분포 

 

 

 

그림 30. 디퓨저 타입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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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델과 디퓨저의 통합 해석 

 

최종 디퓨저 설계시에는 가상의 모델을 고려하여 디퓨저 설계를 수

행하였다.  모델 모양은 콘 형상이고, 보수적 설계를 위하여 주어진 환

경에서 권장되는 가장 큰 크기로 결정하였다.[13]  폐색률(Blockage 

ratio)은 0.4이고, 반각은 20°이다.  디퓨저 설계에서부터 모델을 고려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 전반에 걸쳐 진행했던 설계 변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초음속 영역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매우 크고, 마

하수가 커질수록 손실 정도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 이었다.  따

라서 디퓨저 설계 시에는 충격파의 파각을 조절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정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정체압력 손실 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충격파 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델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보다 극단적인 양상이 나

타날 수 있는데, 다음 두 케이스를 비교해봄으로써 확인 할 수 있다.  <

표 7>의 두 케이스 모두 디퓨저는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케이스 1

은 모델이 없고 2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31>을 보

면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배압이 9000 Pa인 상태에서도 풍동이 정상적

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2500 Pa이라는 낮은 배

압조건에서도 디퓨저 목에서 초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질량유량은 정체압력에 비례하는데, 두 케이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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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면적을 가지더라도, 케이스 2의 경우 모델로 인해 정체압력 손

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해진 질량유량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림 32>의 정체압력 그래프를 통해서도 모델이 있는 경우에 

이미 앞쪽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델의 유무는 단순히 충격파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

서, 디퓨저 목에서의 초킹 여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퓨저 설계 시에는 모델을 고려하여 설

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표 7. 모델 유무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𝛂𝛂 𝛃𝛃 모델  

1 400 6° 6° X 

2 400 6° 6° O 

 

 

그림 31. 모델 유무에 따른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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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델 유무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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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캐치실린더 추가 

 

모델의 유무의 차이는 캐치콘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델이 존

재하는 경우 노즐에서 분출된 유동이 모델을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굴절

되고, 이후에 대부분의 유동이 캐치콘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모델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유동은 디퓨저 입구로 곧바로 유입되었던 것과 대조

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디퓨저 설계를 위해서는 모델이 존재하는 상

태에서 발생한 충격파 구조에 맞게 캐치콘의 각도 및 형상을 조정해야한

다.  더욱이 모델이 없었던 경우 다소 그 중요성이 떨어졌던 캐치콘의 

역할이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표 8>의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 캐치콘 형상 결정과정에서 고려되

었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케이스는 캐치콘 형상을 제외하

고 다른 설계변수는 동일하다. 

케이스 1의 경우 캐치콘 각도가 15°로 가장 높은 각도를 가지고 있

는데, <그림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퓨저 목에서 초킹이 발생했다.  

이는 캐치콘 각도의 증가로 인하여 경사충격파의 파각이 증가했고, 유동

이 강한 경사충격파를 지나면서 정체압력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모델의 존재로 인한 추가적인 유동 양상의 변화는 <그림 35, 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스 2의 충격파 구조를 보면, 모델로부터 맨 

처음 발생한 경사충격파가 캐치콘에 부딪히고 이후 반사되어 디퓨저 중

심으로 전개된다.  이와 더불어 모델 뒤편으로는 유동의 팽창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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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압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유동이 캐치콘에서부

터 반사된 경사충격파를 만나게 되면, 그 지점에서 역압력구배가 강하게 

형성이 된다.  이 부분에서 모델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든 유동의 역류가 

발생하면서 유동의 순환영역과 더불어 디퓨저 중심에서도 파각이 큰 경

사충격파가 발생한다.<그림 35> 

이렇게 발생된 순환영역과 높은 파각의 경사충격파는 보다 복잡한 

유동구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발생 지점에서 유동을 가로막음으로

써 유동이 실제로 지날 수 있는 단면적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이로 인

하여 모델의 추가는 보다 급격한 정체압력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치실린더라는 구조

를 디퓨저 입구에 추가했다.  케이스 1, 2가 디퓨저 입구에서부터 곧바

로 축소되는 형상인 것과 반대로, 케이스 3의 경우 원통 형태의 캐치실

린더 이후에 축소되는 형상을 띄고 있다.  이 캐치실린더에 모델로부터 

전개된 경사충격파가 반사되면서, 캐치콘에서 반사되는 경사충격파의 파

각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캐치실린더의 추가가 디퓨저 

입구에서의 단면적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순환영역으로 인한 유효 단

면적 감소의 영향을 보다 완화할 수 있었다. 

<그림 35, 36>의 케이스 2와 3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캐치실린더

가 존재하는 케이스 3의 경우가 캐치콘에서 반사된 경사충격파의 강도

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후에 형성되는 역압력 구배

가 완화되었다.  <그림 33>의 정체압력 그래프를 통해서도 캐치실린더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캐치실린더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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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보다 디퓨저 입구에서 정체압력 손실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요약하면 모델로부터 발생하는 경사충격파가 캐치콘에 너무 강한 강

도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통형의 캐치실린더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에 발생하는 경사충격파의 강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킹 위험도 완화할 수 있었다. 

 

표 8. 축소부 형상 변화에 따른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Case No. 𝐀𝐀𝐭𝐭𝐭𝐭/𝐀𝐀𝐭𝐭𝐭𝐭 L/D 𝛂𝛂 캐치실린더 

1 600 8.3 15° X 

2 600 5.9 6° X 

3 600 6.9 6° O 

 

 

그림 33. 축소부 형상 변화에 따른 길이-정체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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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축소부 형상 변화에 따른 압력 분포 

 

 
그림 35. 축소부 형상 변화에 따른 디퓨저 입구 스트림라인 

 

 
그림 36. 축소부 형상 변화에 따른 디퓨저 입구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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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음속 영역 디퓨저 설계 

 

이전까지의 논의는 주로 디퓨저 출구에서의 압력회복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  하지만 디퓨저 설계 시에는 출구에서의 배압조건 이외에도, 

유동의 출구속도 및 온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유동이 너무 빠른 속도나 

높은 온도로 디퓨저를 빠져나가 열교환기로 유입되면, 열교환기의 내구

성 및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열교환기로 들어가는 유동의 속도와 온도

의 감소는 충분한 냉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유동의 냉각은 유동

의 온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의 밀도를 상승시켜 정해진 

유량에 대해 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디퓨저 설계에서는 아음속 영역 설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었다.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의 세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안된 타입 디퓨저에 대해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디퓨저 출구 반지름은 뒤에 연결될 열교환기 

입구에 따라 결정되며 이번 설계에서는 1 m로 고정시켰다.  디퓨저 목 

반지름도 0.35 m로 같다. 

케이스 1에서는 디퓨저 길이가 12 m로 세 케이스 중 가장 작고, 

아음속 영역에 코어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디퓨저 길이가 작은 만큼 냉

각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출구 온도를 가진다. <그림 

39>  게다가 <그림 37>에 나타난 유동의 스트림라인을 살펴보면, 디퓨

저 출구쪽에 순환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동의 

속도가 작은 아음속 영역 벽면에서 유동이 역압력 구배를 이기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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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박리가 발생하면서 순환 영역이 형성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영역의 영향은 <그림 38>의 디퓨저 출구에서의 유동속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디퓨저 출구의 유효 단면적을 감소시켜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속도의 불균일한 분포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운

동량이 충분히 작아진 아음속 영역에서는 단면적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과도한 역압력 구배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케이스 2의 경우 1보다 디퓨저 길이를 증가시키고, 아음속 영역에

서의 단면적 변화를 완화시켰다.  그 결과 순환영역이 크지 않고, 따라

서 출구 유동의 속도도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인다.<그림 38>  그러

나 출구 온도가 대부분 1000 K 이상에서 분포하고 있어 초기에 설정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유입류 조건 및 벽면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출구 온도를 더 낮추

기 위해서는 냉각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

으로 디퓨저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냉각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풍

동의 설치 공간 및 비용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디퓨저 길이

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코어콘을 아음속 영역에 위

치시켰는데, 이를 통해 디퓨저 길이의 증가 없이도 냉각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축을 중심으로 위치한 코어콘에서 보다 열교환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축 방향에 가까워 질수록 유동의 난류점성

이 커지고 코어콘의 곡률이 디퓨저의 바깥벽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스 3과 같은 최종형상에서는 코어콘을 아음속 영역에 

위치시켰고, 이로 인해 디퓨저의 출구온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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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림 39>  뿐만 아니라 유동의 온도 감소로 인한 밀도 증가로 인

해 디퓨저 출구에서의 유동 속도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디퓨저 출구에서의 유동 속도 및 온도 요구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초음속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력회복에 영향을 적게 미

치는 아음속 영역에서의 설계변수 만을 변화시켜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

였다.  주요 목표는 (1) 유동박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2) 충

분한 냉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유동박리가 발

생하지 않는 적정 길이를 결정하고, 코어콘을 추가함으로써 냉각 면적을 

증대시켜 충분한 냉각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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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아음속 영역 디퓨저 주요 설계 변수 

Case No. 𝐑𝐑𝐞𝐞𝐞𝐞𝐞𝐞𝐭𝐭 𝐫𝐫𝐭𝐭𝐭𝐭𝐫𝐫𝐭𝐭 𝐋𝐋𝐭𝐭𝐭𝐭𝐭𝐭𝐭𝐭𝐬𝐬 코어콘 

1 1 m 0.35 m 12 m X 

2 1 m 0.35 m 13 m X 

3 1 m 0.35 m 15 m O 

 

 

 

 

그림 37. 아음속 영역 디퓨저 유동의 스트림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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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디퓨저 출구 유동의 속도 분포 

 

 

그림 39. 디퓨저 출구 유동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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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종 디퓨저 형상정보 및 성능평가 

 

최종 디퓨저 형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 노즐-디퓨저 

목면적비의 경우 디퓨저 출구에서의 압력회복 및 초킹 위험을 고려하여 

값을 결정하였다.  디퓨저 목길이의 경우 샥트레인을 포함하도록 결정하

였고, 디퓨저 축소부 형상은 모델이 존재할 때의 충격파 구조를 기준으

로 설계변수를 조정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었다.  디퓨저의 아음속 영역

은 디퓨저 출구에서의 유동 속도 및 온도 요구조건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코어콘을 아음속 영역으로 이동시키면서 디퓨저의 총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디퓨저 단면적을 점진적으

로 변화시키면서 역압력구배에 의한 유동박리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하였

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디퓨저의 설계변수는 <표 10>, 도면은 <그림 

41>과 같다 

최종 설계된 디퓨저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성능평가 결

과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제작될 풍동의 운용

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그림 42, 43>은 다양한 배압조건

에서의 디퓨저 내부유동의 압력 및 마하수 분포이고, <그림 44, 45>는 

디퓨저 길이에 따른 압력 및 마하수 그래프이다.  <그림 46>은 길이에 

따른 정체압력 분포를 나타내고, <그림 47>은 디퓨저 출구에서의 온도 

및 속도분포이다.  이 그래프는 배압조건 5000 Pa의 결과이다. 

성능평가 결과, 설계된 디퓨저는 5000 Pa의 배압조건 까지 무리없

이 운용이 가능하며 출구 온도 및 속도도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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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의 경우에도 총 길이 14.4 m, 디퓨저 출구 반지름 1 m 등으로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그림 40. 제안된 타입 디퓨저 설계변수 

 

표 10. 최종 결정된 디퓨저 설계변수 

시험부 길이 (Lts) 0.6 m 입구 반지름 (Rin) 0.6 m 

캐치실린더 길이 (Lcyl) 0.8 m 캐치콘 각도 (α) 6° 

목길이-직경 비 (L/D) 5.8 목 반지름 (rthro) 0.4 m 

목면적비 (At2/At1) 600 코어콘 반지름 (rcore) 0.15 m 

출구 반지름 (Rexit) 1 m 디퓨저 총 길이 (Ltotal) 14.4 m 

 

  



 

 

56 

 
그림 41. 최종 결정된 디퓨저 도면 

 
그림 42. 최종 결정된 디퓨저 압력 분포 

 
그림 43. 최종 결정된 디퓨저 마하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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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최종 결정된 디퓨저 길이-압력 분포 

 

 

그림 45. 최종 결정된 디퓨저 길이-마하수 분포 



 

 

58 

 

그림 46. 최종 결정된 디퓨저 길이-정체압력 분포 

 

 

그림 47. 최종 결정된 디퓨저 출구 온도 및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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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는 질량유량 2.07 kg/s, 압력 0.005 bar, 온도 253 K 그

리고 마하수 7의 유입류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디퓨저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설계변수와 디퓨저 성능간의 상관관

계에 관해 파악하는 설계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설계변수 분석

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디퓨

저 형상을 설계하였다.  연구를 통해 디퓨저 내부유동 특성 및 설계 측

면에서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디퓨저 출구에서의 압력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험부 및 디

퓨저 전반에 걸쳐 정체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러한 정체압력 손실은 대부분 초음속 영역의 충격파에서 발생하

고, 아음속 영역에서의 정체압력 손실은 초음속 영역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았다. 

(3) 따라서 디퓨저의 초음속 영역 설계는 정체압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압력회복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음속 영역에서는 냉각

과 같은 다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된다. 

(4) 초음속 영역에서 정체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퓨저 내부의 

충격파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경사충격파와 수직충격파의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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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추가적으로 모델의 유무에 따라 유동 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

문에, 정체압력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은 모델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

로, 즉 모델과 디퓨저의 통합 해석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었다. 

(6) 정체압력 손실은 유동의 마하수가 높아질수록, 점성영양이 커질수록, 

비열비(γ)가 작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유동 특성을 가지

는 본 연구에서도 극심한 정체압력 손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디퓨저의 압력회복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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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High Enthalpy Wind Tunnel 

Diffuser 

Daesan Choi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ign a plasma wind tunnel 

diffuser operated in hypersonic and high enthalpy environment.  

The study consists of design variable analysis and diffuser design.  

In the design variable analysis, we conducted a great deal of 

numerical simulations, in which the design variable was changed in 

a wide range.  The design variables were diffuser throat area, 

throat length, contraction angle and expansion angle, and the effect 

of the change of these variables was investigated.  After that, we 

designed the final diffuser shap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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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nalysis.  This paper describes the major process to 

satisfy design requirements such as backpressure, exit temperature 

and exit velocity.  The inflow conditions were Mach number 7, 

pressure 0.005 bar, temperature 253 K and mass flow rate 2.07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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