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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ersonic free jets discharging from an orifice or a nozzle have long been research subject with a number 
of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have mainly been investigated using dry air or other gas without any 
condensation effect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ose supersonic jets are now well known in terms of jet 
pressure ratio and ratio of specific heats of gas. Recently, the supersonic jets of superheated steam or moist air 
are being used in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in which case is expected that the condensation effects might 
alter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dry air je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upersonic moist air 
jet and to clarify the condensation effects on the jet structure. An experiment is carried out using an indraft 
wind tunnel facility. The relative humidity of moist air is controlled at the nozzle supply, and the jet pressure 
ratio is varied to obtain the moderately under expanded flows at the exit of the nozzle. It is found that the 
relative humidity of moist air can change the diameter and location of Mach Disk.  

기호설명 
 

p0  : 정체압력(=대기압) 
p0bb : 배압 
T0 : 정체온도 
De : 노즐직경 
Dm : 마하디스크의 직경 
xm : 노즐출구로부터 마하디스크의 위치 
φ 0 : 초기 상대습도 
 

1. 서 론 

높은 고도에 비행하는 로켓이나 미사일, 초음속 
및 극초음속 비행체의 제트엔진과 스프레이 페인

팅, 가스용접, 레이저 등과 같은 여러 산업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는 노즐로부터 분출되는 고압기체

는 대부분 노즐출구에서 압력이 주위 대기에 비해 
낮은 부족팽창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1)  

 
Fig. 1 Moderately underexpanded jet structure 

 
부족팽창된 제트는 노즐출구로부터 제트 경계의 

폭은 커지고 노즐립(nozzle lip)에서 
팽창팬(expansion fan)이 형성되어 일정압력의 
유선에서 압축파로 반사한다.(2) 반사된 압축파는 
서로 합쳐져 입사충격파(intercepting shoc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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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노즐 중심선에서 반사한다. 또한 노즐의 
작동압력비가 매우 커져 노즐 출구에서의 정압이 
주위 대기압에 비해 매우 높은 부족팽창 초음속 
제트는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입사충격파가 
강해짐에 따라 노즐 충심축 근방에서 삼중점(triple 
point)이 형성되어 마하디스크(Mach disk)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3-9) 일반적으로 
마하디스크 직후의 유동은 아음속이나 
입사충격파와 반사충격파를 통한 유동은 
초음속이다. 또한 두 유동의 유속과 마하수 등은 
다르지만 정압과 방향은 동일하여 두 유동이 
혼합되지 않는 일종의 불연속인 미끄럼 면(slip 
surface)이 발달한다.  
부족팽창된 제트 내에서 발생하는 마하디스크의 

직경과 노즐출구로부터의 발생위치는 노즐의 
정체압력과 배압의 비와 작동기체의 종류 즉 
비열비 등의 함수이며(10,11) 노즐의 기하학적 
형상에 크게 의존하나, 마하디스크의 위치는 
작동기체의 비열비, 노즐립의 형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facility 

 
한편 산업현장에서 노즐의 작동기체로 종종 

고온·고압인 보일러의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습분이 포함된 과열증기가 
초음속으로 급속하게 가속되면 증기분자들의 
자발적인 충돌에 의해 노즐 내에서는 비평형 
과정의 응축이 일어나고, 이 응축에 의한 잠열은 
주위기체로 방출된다.(12-14) 이러한 비평형 응축은 
유동 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국부가열과정으로서 
필연적으로 파동(wave motion)을 수반하고, 파동은 
압력파(pressure wave)를 발생시키고, 종종 이 
압력파의 집적에 의해 유로 내에는 
응축충격파(condensation shock wave)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평형 응축이 노즐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고 초음속 제트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제트 
구조는 응축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 다를 것이며 
노즐의 작동성능도 유동내에 포함된 습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습공기나 습증기가 노즐 내에서나 익 위에서 
초음속으로 가속되어 비평형 응축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된 반면 초음속으로 
가속되어 제트 내에서 비평형 응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제트유동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트 내에서 발생하는 비평형 

응축이 제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음속노즐(sonic nozzle)을 사용하여 초음속 제트를 
발생시키고 노즐 정체실의 초기 상대습도(initial 
relative humidity)를 변화시켜 마하디스크의 직경과 
발생위치를 조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는 Fig. 2 에 보이는 대기간헐 흡입식 

풍동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장치는 크게 
저기조, 진공펌프 및 탱크, 측정부, 슈리렌 광학 
및 압력측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탱크와 저기조의 용량은 각각 5m3 과 
44m3 이며, 진공펌프는 분당 약 9000l 의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Fig. 3 Detailed of test sec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부와 노즐을 Fig. 3 에 
나타내었다. 측정부는 700×400×350mm3 인 
직사각형 덕트이며, 상류에는 노즐 직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직경 250mm 의 원형 관을 
사용하여 노즐 상류의 유동조건을 정체조건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관의 끝단에는 
원형평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 평판의 중심에 
직경이 5mm 이고, 길이가 8mm 인 음속노즐(sonic 
nozzle)을 설치하였다. 또, 제트유동을 슈리렌 
가시화 장치를 사용하여 가시화하기 위해 
측정부의 측면에 200×100mm 의 광학창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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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12.3 

 

 
(b) PR=10.6 

 

 
(c) PR=9.3 

 

 
(d) PR=8.3 

 

 
(e) PR=7.5 

 

 
(f) PR=7.5 

 
Fig. 4 Shadowgrpahs of underexpanded jets(φ0=30%) 

2.2 실험방법 
진공펌프를 작동하여 진공펌프의 압력을 소정의 

압력으로 낮춘 후, 측정부 하류에 설치된 
진공펌프를 개방하면 음속노즐을 통해 초음속 
제트를 발생된다. 이 때 풍동 저기조 내의 
습공기는 히터와 에어컨으로 정체점 온도를, 
증기발생장치로 정체점 상대습도를 조절하고, 
순환팬을 사용하여 풍동 저기조 내의 습공기의 
상태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정체점의 
상태량은 디지털 온·습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초음속 제트유동은 Fig. 2 에 
보이는 1kW 용량- Xe 광원 슈리렌 시스템을 
사용하여 섀도우그래법으로 가시화하였다.  

초기 정체점의 상대습도가 제트구조와 유동장의 
물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한 
정체압력과 온도 p0=1bar, T0=293K 로 일정한 
상태에서 초기상대습도 φ0=30% 70%∼ 까지 
변화시켰다. 또 본 연구에서 노즐 상·하류의 
압력비는 제트 내의 wave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족팽창된 경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상류 정체상태를 대기압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배압을 변화시켜 노즐의 
작동압력비를 PR=3.8 12.3∼ 까지 변화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1 노즐 작동압력비의 영향  
Fig. 4 는 정체점의 초기상대습도가 φ0=30%로 

일정한 상태에서 노즐의 작동압력비가 제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화한 섀도우그래프이다. 
그림의 제트들은 상당히 부족팽창된 상태이므로 
노즐출구에서의 유동은 배압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유동은 노즐출구로부터 팽창파를 통해 
팽창하며, 제트경계는 노즐출구로부터 급격하게 
확장된다. 노즐출구로부터 형성된 입사충격파는 
3 중점에서 마하반사하고, 제트 중심축 근방의 
영역에서는 마하디스크가 발생한다. 또, 
마하디스크와 반사충격파 하류는 미끄럼 면의 
발달이 섀도우 사진으로부터 확인된다.  

한편 노즐의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직경은 점차 증가하며, 발생위치도 
노즐구로부터 점차 하류로 이동한다. 또 제트 
중심축에 대한 입사충격파와 반사충격파 각은 
압력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비에서 입사충격파는 직선에 가까운 
형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비에서 그 
형태는 점차 휘어지는 것이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해석에서 마하디스크는 유입유동에 

 2123

대한기계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4

수직충격파로 취급되지만 실제 제트유동에서 
발생하는 마하디스크의 형상은 완전한 
수직충격파의 형태가 아니라 유한한 곡율을 가진 
궁형충격파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4.0 6.0 8.0 10.0 12.0 14.0
Po/Pb

1.2

1.6

2.0

2.4

Xm
/D

e

Relative humidity

30%

40%

50%

60%

70%

Eq.(1)

 
 

Fig. 5 Location of Mach disk vs pressure ratio 
 

6.0 8.0 10.0 12.0
Po/Pb

0.0

0.4

0.8

1.2

Dm
/D

e

Relative humidity

30%

40%

50%

60%

70%

Eq.(2)

Eq.(3)

 
 

Fig. 6 Diameter of Mach disk with pressure ratio 
 
노즐의 압력비 변화에 따른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와 Ref.(11)에서 제안된 아래의 경험식을 
Fig. 5에 나타내었다. 

 
2/1

0 )/(65.0/ bem ppDD =   (1) 

 

노즐의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는 노즐출구로부터 하류로 이동하며 
그러나 각각의 압력비에서 마하디스크의 발생 

위치는 경험식에 의한 값보다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 결과들이 작게 나타난다. 마하디스크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이전의 
연구결과(8,11)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a) φ0=30% 

 

 
(b) φ0=40% 

 

 
(c) φ0=50% 

 

 
(d) φ0=60% 

 

 
(e) φ0=70% 

 
Fig. 7 Shadowgrpahs of underexpanded jet with 

relative humidity(PR=12.3) 
 
Fig. 6은 마하디스크 직경을 노즐 압력비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각각의 곡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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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Ref.(11)에서 제안된 아래의 경험식 (2)와  
(3)을 사용하여 그린 곡선이다. 
축소노즐의 경우에  
 
 2/1

0 )9.3/(36.0/ −= bem ppDD           (2) 
 

sharp edge를 가진 오리피스의 경우에 
 

2/1
0 )0.5/(31.0/ −= bem ppDD   (3) 

 
식(2)와 (3)은 음속노즐의 부족팽창된 

압력조건에서 제트 내 마하디스크의 직경이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험식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마하디스크의 직경의 크기는 
주로 식(3)의 결과 근처에 위치하며, 노즐의 
작동압력비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커진다.  

 
3.2 초기 상대습도의 영향 
Fig. 7은 노즐의 작동압력비가 PR=12.3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초기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부족팽창된 제트의 섀도우그래프이다. 동일한 
압력비에서 초기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는 노즐 출구로부터 다소 
상류로 동하며 상대습도가 약 70%인 경우에 
노즐출구로부터 가장 가깝게 위치한다. 한편 
마하디스크의 직경도 상대습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직경도 증가한다.  

 

20 40 60 80
Relative humidit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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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8

Xm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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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Fig. 8 Location of Mach disk vs relative humidity 
 
Fig. 8과 9는 초기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와 직경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대습도의 증가와 함께 
마하디스크는 노즐출구쪽으로 이동하나, 
마하디스크의 직경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즐의 작동압력비의 변화에 따라 
노즐출구로부터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와 직경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상대습도의 증가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직경은 증가하나 그 위치는 
노즐 출구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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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ameter of Mach disk vs relative humidity 
 
초음속 제트 내에서 비평형 응축이 발생하면 

잠열이 방출되고, 유동의 전압손실과 국소 정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소정압의 
상승으로 인해 barrel shock과 제트 경계는 응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확장되고, 유동의 
전압손실은 전압의 감소로 인해 마하디스크의 
발생 위치를 상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기조의 초기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축에 의한 영향은 더욱 커져 마하디스크 직경의 
상대적인 증가와 상류로의 이동을 일으킨다.  
상대습도의 영향이 초음속 제트 경계와 바렐 

충격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Kim 
등(15)이 제안한 경험식(4)를 이용하여 압력비가 
PR=12.3 인 경우에 대한 제트 경계와 바렐 
충격파와 함께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Jet boundary: 

)/82.9exp()/00703.087.1( 840.0
00 Rpppp bbb −⋅−=θ   

(4-a) 

Barrel shock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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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exp()/00506.090.1( 584.0
00 Rpppp bbp −⋅−=θ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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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personic moist air jet boundary and barrel 

shock configurations(PR=12.3) 
 

제안된 경험식들은 Kim 등에 의해 부족팽창된 
초음속 제트를 source 유동으로 가정하여 얻은 
식이며, 이 식들은 응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험식에 의한 제트경계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보다 다소 크게 예측되는 반면에, 바렐 
충격파는 다소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에서 얻은 가시화사진으로부터 제트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바렐충격파는 초기 
상대습도의 증가와 더불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평형 응축이 초음속 제트의 
구조 즉 마하디스크의 직경과 위치 및 제트 
경계와 바렐 충격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히 
물리적으로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초음속 제트 내에서 발생하는 습공기의 비평형 
응축이 마하디스크의 거동을 포함한 부족팽창된 
초음속 제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즐의 초
기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위치와 
직경은 노즐 작동압력비의 변화에 따른 거동과 상
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즐 작동압력비

가 증가함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는 하류

로 이동하고 그 직경은 비례하여 증가하나, 상대

습도의 증가에 따라 마하디스크의 발생위치는 노
즐출구쪽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그 직경은 증가한

다. 따라서 노즐의 작동특성은 유동에 포함된 습
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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