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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2차원 탐사로켓의 

최고고도를 위한 최적 분사조건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

현 권 휘

  로켓방정식은 비선형이므로 현재까지 해석적으로 적분이 되지 않는다. 최근 논문

으로 1차원움직임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지만 2차원 움직임에 대한 해석은 아

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로켓 방정식을 2차원 해석적 접근으로 해석하

는 것에 대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1-D해석을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D해석을 하였으며 제원과 계

수조건은 1-D논문과 상동하다. 이번 연구에서의 목표는 각도가 주어질 때 최고고

도의 변화와 최적조건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로켓은 연직상방으로 쏘는 경우

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2차원 해석이 필요하며 이 논문을 통하여 해석의 대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사용된 상용 프로그램은 MATLAB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

적 접근으로 유도된 식을 MATLAB를 통하여 계산 하였으며 1차원 해석 후 각도를 

주고 로켓 질량비를 늘려가면서 얻은 데이터와 함께 비교분석하며 데이터를 검증하

였다. 

  분석결과로서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와 주어졌을 때의 뚜렷한 결과를 보였으

며 속도 파라미터 기준에서는 발사각이 증가할 때 마다 최고 고도의 상승, 

Burn-Out 상태에서 속도의 상승을 보였고, 컨트롤 파라미터 기준에서는 발사각이 

증가할 때 마다 최고 고도의 상승, Burn-Out 상태에서 속도의 상승이 증가하고, 

최적 분사조건을 결정짓는 추진제의 유량의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하여 발사각이 주어질 때 해석적 접근으로 로켓의 거동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최고고도의 변화와 최적 분사유량의 변화를 뚜렷하게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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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rocket equation is non-linear, it cannot be analytically integrated 

until now.  Recently, a paper on one-dimensional motion has been presented, 

but there is no analytic solution about two-dimensional motion yet. This paper 

is a paper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ocket equation as a two-dimensional 

analytical approach.

  In this paper, two-dimensional analysis is performed based on the one - 

dimensional analysis, and the specification and coefficient conditions are the 

same as one-dimensional analysis. The goal in this study is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ltitude variation and the optimal condition 

given the angle. The rocket never launches vertically upward. Therefore, a 

two-dimensional analysis is necessary, and this paper can reduce the cost of 

the analysis.

  MATLAB program is used in this study. The equation derived from the 

analytical approach was calculated by MATLAB and the data were ver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the data obtained by increasing the rocket mass 

ratio with angle after one-dimensio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clear result when the angle was 

given or not. Both cases based on the velocity parameter and control 

parameter, the velocity of burn-out state and the highest altitude are 

increased and the mass flow rate which determines the optimal condition is 

decreased at every increase of the launch angle.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behavior of the rocket when the 

analytic approach was carried out when the launch angle was given, and the 

changes of the maximum altitude and the optimal condition could be observed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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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thrust  = static pressure

 = ratio between inertia and 
drag  = temperature

 = gravitational acceleration  = specific heats ratio

 = altitude  = density

 = pseudo drag parameter  = rocket mass ratio between total 
mass and dry mass

 = drag parameter  = rocket mass ratio between 
adjacent intervals

 = Mach number Subscripts

 = rocket mass  = ambient air

 =
rate of rocket mass 
change or mass flow rate 
of propellant jet

 = burn-out state

 =
velocity parameter 
for rocket velocity  = rocket combustor

 = control parameter 
for rocket velocity  = jet condition at rocket nozzle exit

 = time  = optimal condition for maximizing 
altitude

 = velocity of propellant jet

 = rocket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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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

  탐사 로켓(Sounding rocket)은 고도가 알맞은 우주 또는 가까운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과학 장비를 50km에서 300km 이상으로 운반하는 장비를 말한다. 로켓은 과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독창적인 장비이다. 전반적인 시간(5 ~20분)은 짧지만 포물선 궤

도로 이동하며 성공적인 과학 연구들을 수행한다. 로켓 임무는 과학적 측정, 관찰 또

는 실험들이 대부분 로켓고도의 정점 근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정점 근처의 낮은 속

도는 단기간에 우주를 탐사하거나 관찰할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위성이 얻어

낼 수 없는 공간(고도 120km이하의 낮은 전리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켓이란 매개

체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1] 또한 로켓만이 할 수 있는 임무[9] 중에 미세 중력 

임무가 있다. 높은 고도에서 자유낙하를 하며 수행되고, 진동이 없는 이상적인 미세 

중력 환경[1]과 극초음속 환경[2,3,4]을 제공해 준다. 로켓은 궤도로 진입하지 않기 때

문에 부스터 및 추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성과 비교하면 탐사 로

켓은 매우 저렴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

은 기간에 탑재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우주선 기술에 대한 저

가형 테스트로 많이 실험이 되어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귀중한 장비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장비이다. 로켓만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낮은 대기에서 천체, 태양 및 행성에 대한 광학 관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로라, 적도의 전리층, 야광 구름 및 뇌우등과 같은 현장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1] 

  이러한 많은 장점[1,4-13]들로 인해 탐사 로켓의 대한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각국에서는 탐사 로켓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980

년대에는 스페인에서 탐사 로켓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4], 2004년 일본에서 

미세 중력 연구가 진행되었고[15], 1999년에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에서 전리층 연구가 진행되었다[16]. 우리나라에서도 KSR (Korea Sounding 

Rocket)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KSR-Ⅲ에 이르러서는 액체 추진제를 이용한 로켓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반도상공에 전리층 특성, 자외선 및 오존, 자

기장을 연구하였다.[17] 최근에는 NASA Langley Research Center에서 HyShot 연

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탐사 로켓을 이용하여 극초음속 스크렘 제트 이론 연구, 초음

속 연소실험 진행 중에 있다.[2,3,4] 

수직 비행에서 로켓의 고도를 최대화하기위한 최적의 분사조건을 구하는 연구 프로젝

트 Goddard Problem은 variation method, asymptotic approache 또는 optimal 

control theory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18-20] 현재까지 1차원 움직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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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논문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변수를 가정하지 않고 해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1차원 움직임을 해석한 연구를 보면, 많은 

변수(압력추력, 중력, 마하수, 공기역학적 항력)를 가정으로 제거하고 해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제와 큰 차이점을 보이며 예측이 실

패할 가능성이 높다. 1차원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 2차원으로 확장하여 각도에 

따른 고도의 최적 분사유량을 해석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1.2 연구 배경 

  로켓의 움직임은 수직방향으로 보았을 때 추력, 중력, 공기 역학 항력을 포함하는 

1차원 운동량 방정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로켓 질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항력은 

로켓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배 방정식을 비선형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

는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형태의 해석 솔루션을 얻을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적은 가

정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수치 접근법이 

사용된다. 수치 해석과는 반대로 해석 솔루션은 수치 오류 없이 정확하며 시스템의 

동작을 이해하고 중요한 매개 변수를 표시하며 최적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어질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석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해

석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2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로켓을 수직으로 쏘는 경우가 없으므로 2차원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

다.  2차원으로 움직이는 로켓은 1차원의 움직임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발사

후의 Bow Shock로 인하여 로켓이 탄두와 같이 날아가지 않고, 충격파에 기대어 올

라가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충격파가 로켓 전면부에만 생긴다

는 가정을 하고, 바람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략적인 1차원 움직임의 해석적인 해법은 항력을 무시하고 얻을 수 있지만 지면 

근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Taylor Series Expansion, Perturbation Method 

또는 Least Square Method[21]에 대한 근사 해는 있지만 복잡하고 불확실하다.[21] 

항력을 포함하는 로켓 방정식의 정확한 분석적 솔루션은 세 가지 힘이 균형이 잘 맞

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존재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분석적 해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고찰한다.  로켓의 설계 목표는 고도이다. 추진체 제트의 추진력, 로

켓의 궤적 또는 부스트 시간은 최종적으로 로켓 고도를 Burn-Out 상태 또는 정지 

상태가 되는데, 따라서 주어진 발사 조건에서 고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분사 

조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고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분사 조건을 결정할 때 최적 분

사 조건을 계산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편리한 분석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Burn-out 상태 또는 정지 상태에서 고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22,23]을 이용하여 각도가 주어질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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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모델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나 체적력

이 없기 때문에 로켓의 측면 운동을 분석하기가 쉽다. 본 연구에 앞서 공기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일정한 대기에서의 비행을 고려해야 한다. 높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공기 밀도로 인해 전체 비행 범위에서 유효한 분석 솔루션을 얻을 수 없기 때

문이다. 표준 대기에서는 공기 밀도가 감소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역학적 항력

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공기 밀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고도를 과소평가하는 것

을 의미하게 된다. 일정한 대기에서의 비행에 국한하더라도, 본 연구의 접근법은 분석

적 해법을 이용하여 2차원 방정식에서 최적 분사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실제 대기에서의 비행에서 지배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기반이 구축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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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1차원 로켓 방정식

<Figure1> 2차원 로켓 모션 좌표

  2.1.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수직 방향으로의 부스트 상황에서 로켓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1차원 로켓 방정식

으로 설명할 수 있다.[24,25]




                                 (2.1)

로켓의 질량은 추진체의 유량에 의하여 감소하므로 다음과 같다. 

 



                                                          (2.2a)

  


                                                          (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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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유량 은 로켓 질량의 변화량과 같고 질량유량의 방향은 로켓의 진행방향과 반

대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 이  , 항은 각각 추력과 항력이란 의미를 가지

고 로켓 추력은 다음과 같이 2개의 항으로 구성된다.

                                                    (2.3)

  용어 는 로켓 노즐의 출구 평면에서의 면적이고, 용어 는 주위 공기 압력, 

는 노즐 출구에서의 압력이다. 단열 노즐 유동에 대해, 총 엔탈피는 일정하며, 따라서 

제트 속도 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제트 속도의 방향이 로켓 속도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제트 속도는 음의 부호를 갖는다. 따라서 속도 추력  항은 양

의 부호를 갖는다. 

공기역학적 항력 는 항력 계수인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4a)

  

                                                          (2.4b)

  여기서 ,  그리고 은 각각 로켓의 단면적, 공력저항계수, 주위 공기밀도를 

의미한다. 표준 대기의 공기 밀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고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력저

항계수  역시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력저항계수는 일반적으로 특정 마하수 근처

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일부 예비 실험 결과는 Velocity 

Parameter가 음속에 가까워질 때 특정 마하수의 주변에서 이 모델이 심각한 수치 

진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14,25,26] 모든 마하수에서 드래그 계수의 부드

러운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된 모델을 채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3.2에 

나와 있다.

고도 변화로 인한 중력의 변화는 탐사 로켓의 높은 고도로 인해 고려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사용 하였다.

  







                                                      (2.5)

여기서 는 중력 가속도  를 의미하고, 는 해수면 기준 평균 지구 

반지름  ×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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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2.6)

  질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속도의 제곱은 항력에 나타나므로, 지배 방정

식은 비선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해석적인 해를 얻을 수 없다. 그러

나 해석 솔루션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이 속도 매개 변수를 도

입한다.[22]

  




 
                                      (2.7a)

이 속도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b)

이 지배방정식에서 속도 대신에 질량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속도 매개 변수가 일정할 때만 위 방정식의 좌변에 대한 해석적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노즐 유동의 경우 질량 유량은 목 면적 또는 챔버 압력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노

즐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로켓 연소기의 압력에 의해 질

량 유속을 제어하는 것이 더 좋다. 반면에, 질량 유량이 일정하다면, 속도 매개 변수

는 질량의 함수가 되고 따라서 위의 방정식의 좌변은 해석적으로 적분이 될 수 없다. 

좌변이 해석적으로 적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력저항계수가 고도 또는 마하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전체 비행시간에 걸쳐 우변을 해석적으로 적분 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나 질량의 변수들로 명시적인 표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비행시간에 유

효한 해석적인 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

해 분리 정복 전략(Divide-and-Conquer)을 선택하였다. 전체 비행시간을 공력저항

계수와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간격으로 나누고 각 간

격에서 로켓 모션에 대한 분석 접근법을 적용하면 구간 별 해석적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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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8)에서 질량유량을 q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2.9)

이제 이 식을 지상에서부터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2.10)

위 식을 재배열하면

ln
  










                                  (2.11)

그 때 우리는 로켓 속도를 질량의 의한 함수로 얻어낼 수 있다.

 

 
                                                           (2.12a)

  



 






                                               (2.12b)

 

                                                            (2.12c)

 


                                                             (2.12d)

로켓의 질량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3)

식 (2.12b)을 지상과 Burn-Out상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14a)

 









 




 




















 
 






                            (2.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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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 유량식(2.2b)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15)

변수 분리법을 사용하면,




 


                                                         (2.16)

이 식을 지상에서부터 적분을 진행한다.

ln
 



 
 


                                                      (2.17)

그러면 질량의 식을 얻을 수 있다.

  


exp


  


                                   (2.18)

시간은 질량의 식을 재배열하여 얻어진다.

  


 
                                                 (2.19)

Burn-Out상태까지의 시간을 구했으므로 이제 고도는 적분을 통하여 손쉽게 얻을수 

있게 된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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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분사유량이 일정한 경우

  수직 방향으로의 부스트 단계 상승에서 로켓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추력과 공기 

역학적 항력을 포함한 1차원 로켓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2.21a)

                           (2.21b)

  

      (2.21c)

  질량유량 은 로켓 질량의 변화량과 같고 질량유량의 방향은 로켓의 진행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 이번 파트에서는 추진체의 질량유량이 상수인 케

이스에 대해서 연구한다.

  


                                                    (2.22)

로켓의 질량변화는 추진체의 질량유량과 같이 감소한다.

  



                                          (2.23)

상수인 비열비를 사용하면 초음속 노즐을 통과하는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

다.





 

 







                                      (2.24)

여기서 란 로켓 노즐의 목을 뜻한다.

  (2.21b)식에서 용어 는 로켓 노즐의 출구 평면에서의 면적이다. 단열 노즐 유동

에 대해, 총 엔탈피는 일정하며, 따라서 제트 속도 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제트 속도의 방향이 로켓 속도와 반대이기 때문에 제트 속도는 음의 부호를 갖는다. 

  따라서 속도 추력  항은 양의 부호를 갖는다. 노즐 출구의 마하수가 주어진다

면, 온도, 압력, 제트의 속도 그리고 노즐 출구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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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a)

  
 







                                 (2.25b)

                                                (2.25c)

  

 



 






                        (2.25d)

여기서 , 는 각각 연소기 내의 온도와 압력을 의미한다.

  방정식 (2.21c)의 는 로켓의 단면적을 의미하고 , 는 항력계수를 의미한다. 표

준 대기의 공기 밀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고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력저항계수  역

시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력저항계수는 일반적으로 특정 마하수 근처에서 급격하

게 증가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                                    (2.25)

  우리는 모든 마하수에서 계수의 매끄러운 변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정 된 모델을 

채택하였다. 고도 변화로 인한 중력의 변화는 탐사 로켓의 높은 고도로 인해 고려되

어야한다. 

  





                                                     (2.26)

  우리는 2.1.1에서 Velocity Parameter를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2.27a)

  




 




    
                     (2.27b)

  2.1.1에서, 압력 추력은 총 추력에 단지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되었고, 또

한 공식을 조작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2.1.2의 연구에서는 압

력 추력까지 고려된다. 질량 유속이 일정하다면, 방정식 (2.27a)의 좌변은 방정식 

(2.27b)에 나타난 것처럼 Velocity Parameter가 질량, 항력 매개 변수 또는 주위 압

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적분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배 방정식에 



- 12 -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으며, 일정한 Control Parameter로 Velocity Parameter를 

다시 배치함으로써 Pesudo-analytic solution을 얻는 방법을 찾고자한다. 지배 분석 

방정식 (2.27a)의 좌변을 Pesudo-analytic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

지만, 지배 방정식의 우변은 항법 이후 전체 비행시간에 해석적으로 적분 될 수 없

다. 매개 변수는 고도 또는 마하수와 함께 변경된다. 그러므로 "Divide-and- 

Conquer"전략을 선택하였다. 

  

  Velocity Parameter q는 다음 지배 방정식의 좌변을 해석적으로 적분 할 수 있도

록 상수의 Control Parameter r로 대체 할 수 있다.[27]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







 





      (2.28a)

  







              (2.28b)

여기서 r은 Control Parameter을 의미한다. 

  Control Parameter는 지배 방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속도 차원을 가져야

한다. Control Parameter는 지배 방정식에 특이성을 갖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로켓은 Burn-Out 상태에서 최대 속도를 갖기 때문에 Burn-Out 상태에서의 

로켓 속도보다 커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추진체의 최적 질량 유량을 결정하는 것

임을 고려할 때, Control Paramete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29)

  식 (2.29)에서  는 임계 공력저항계수를 뜻하며 임의의 상수이다. 그러나 

  인 관계를 만족하는 임계 공력저항계수를 결정하면 지배 방정식의 매끄러운 

해석을 얻을 수 있고, Burn-Out상태의 로켓 속도보다 큰 Control Parameter를 제

공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2.27b)와 식 (2.28b)로부터 임계 공력저항계수에 대한 다

음의 정의를 취한다.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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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28b)의 변수 J는 로켓의 속도 또는 Velocity Parameter와 함께 변화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해석적인 적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Divide-and-Conquer 전략

을 선택하여 pseudo-analytic적분을 하여야 한다. 그 때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2.31)

변수의 Over-bar가 표시된 것은 특정간격 (n-1)과 (n)까지의 간격에서 평균값을 의

미한다. 이 평균값은 하나의 간격에서 상수가 됨을 의미한다.




                                                       (2.32) 

로켓의 질량비와 특정 간격에서의 Piecewise 질량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33a)

 


                                                       (2.33b)

그 때 지배방정식 식 (2.28a)은 특정간격에서 적분이 가능해진다.





     



  


                                   (2.34)

위 식을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5a)

  exp






  







                                        (2.35b)

간격(n-1과 n)에서 항력계수는 여전히 n에 대해서는 정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복

적인 방법으로 항력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가동시간은 질량의 함수로 표시되어진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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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상태까지의 로켓 고도는 속도를 시간에 관하여 적분하여 얻어지고, 해석적

으로 적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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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최적 Parameter 계산

   2.2.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최적 Parameter 계산

  로켓의 고도는 Velocity Parameter와 로켓 속도가 바뀌어감에 따라 계속 바뀐다. 

우리는 Burn-Out 상태까지의 최고고도를 찾기 위하여 최적 Velocity Parameter를 

구할 것이다. 


 




 





                                                    (2.38)

지상에서부터 Burn-Out 상태까지 적분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다.







 













                                              (2.39)

좌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40)

정리된 좌변에 Velocity Parameter로 미분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2.41)

식 (2.39)의 우변을 Velocity Parameter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2.42)

식 (2.42)에 적분식을 처리하기 위하여 라이프니츠 룰[28]을 이용하면 2번째, 3번째 

항이 소거가 가능하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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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로그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ln   












 




 




                                         (2.44)

이제 최종 정리된 식 (2.43)식의 좌변을 Velocity Parameter로 미분을 진행한다.







 


 










 



 





 



 


          (2.45)

정리하면,







  

 


ln  

  


                       (2.46)

로켓의 질량은 시간과 Velocity Parameter의 함수로 구성된다.

                                                            (2.47)

식 (2.43)의 우변을 계산하기 위해 식 (2.47)의 식으로 나타내어진 질량을 Velocity 

Parameter로 미분을 시행한다.






 






 


                                              (2.48)

우리는 앞서구한 식 (2.18)을 이용하여 Velocity Parameter로 미분을 진행하면 다음

과 같다. 




 

 
 exp






 



 









                         (2.49)




 

 


ex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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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8)을 시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1)

식 (2.51)을 이용하여 식 (2.45)의 첫 번째 항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 





  

 


            (2.52)

  앞서 구한 식 (2.49) ~ (2.52)식을 모두 이용하여, 이제 식 (2.45)의 우변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가 가능해진다.




 




 





 



                          (2.53)

이 방정식은 Trivial이고, Explicit의 형태로 변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미분식을 제안한다.






 



                                                (2.54a)

                                                             (2.54b)

  만약 가 라면, 임계 질량 에서 으로 변화한다. 변수는 로켓의 질량 및 

질량비와 같이 변화하는 변수이다. 이런 이유로 Burn-Out상태에서 최고 고도를 위한 

최적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ln 
 




                                     (2.55a)

  



 



 







 
                               (2.55b)

  이 위에 식 (2.55a), (2.55b)는 해석적인 적분이 불가능하므로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는 Velocity Parameter의 함수이기 때문에 위의 특성 방정식의 

해석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복법으로 계산 해야만 한다. 위의 

방정식 (2.55a), (2.55b)는 다음과 같이 4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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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ln   
 

                                         (2.57)

그 때 우리는 반복법을 이용하여 해를 얻을 수 있다.

 




  
                                       (2.58)

여기서 계수 가 음수가 아닌 경우 제곱근 내부의 항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해를 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방정식의 순서를 변경하고 방정식

의 차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ln    










 or                         (2.59a)

  ln    









                             (2.59b)

특성 방정식을 풀기위한 반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or                     (2.60a) 

 

 ln   








                          (2.60b)

  위 방정식에서의 항 는 감소하고, 계수 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 된 속도 파라미

터 도 감소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수 를 반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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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b)




 







 


 

 


ln  

  




×

 






     (2.62)

식 (2.62)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치적분은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수를 1.0으

로 주었고 이 계수는 계산속도와 수렴성의 영향을 미친다. 너무 크게 주면 불안정해

지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2.2.2 분사유량이 일정한 경우 최적 Parameter 계산

  Velocity Parameter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와 마찬가지로 로켓 고도는 Control 

Parameter와 함께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는 Control Parameter기반으로 최적 분사

조건을 계산할 것이다.

지배방정식을 시간에서 고도를 변수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3)

변수 분리법을 이용하고 지상에서 Burn-Out상태까지 적분을 시행한다.







 


 







                                             (2.64)

위 식의 좌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65)

그 후 Control Parameter로 미분을 시행한다.





 

 




 



                             (2.66)

식 (2.64)의 좌변을 Control Parameter로 미분하면,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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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적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라이프니츠 룰[2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68)

의 식을 로그화 시키면 다음과 같고,

ln  
 



  


                                          (2.69)

식 (2.69)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n 

 


  



ln 

 


                        (2.70)

이제 식 (2.70)에서 J를 Control Paramete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2.71)

정리한 식 (2.71)을 구간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2.72a)

  

 


 

    



      (2.72b)

항력계수는 고도변화와 함께 증가한다. 그러므로 최대고도에서는 함수의 기울기가 0

임을 이용하여야 한다.







  

 


ln  



 
 

  



ln 



                        (2.73)

로켓의 질량은 시간과 Control Parameter의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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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식 (2.74)의 질량을 시간과 Control Parameter로 미분하자.













                                                 (2.75)

이제 각 항들의 편미분 항들을 구해야 한다. 질량을 Control Parameter으로 편미분

을 실시하면,




 










 


 






               (2.76)

이 방정식은 Trivial이고, Explicit의 형태로 변형할 수 없다. Velocity Parameter에

서 사용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2.77)

  방정식 식 (2.77)의 매개 변수 는 균형추의 역할을 한다. 주어진 고도에서의 로켓 

질량은 질량유량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제어 매개 변수에 대한 질량의 미분은 질량 유

량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계수 는 고도를 최대화하기위한 최적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해야한다.

이를 이용하여 식 (2.69)의 우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78)

이제 Burn-Out상태에서 최고고도를 만족하는 특성방정식이 완성된다.

  
 

ln  


                                              (2.79a)

 
  



ln                                                     (2.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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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c)

우리는 특성방정식의 해석적인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법을 이용하여 특성방

정식을 계산하여야 한다. Iterative procedure과정은 Control Parameter와 계수 

에 매우 민감하다. 그때 질량비를 높이게 되면 수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부작용을 분산시키면서 특성 방정식 의 감도를 완화시키는 ad-hoc을 소

개한다. 안정화 매개체인 를 도입하여 수치 불안정을 완화 시킬 수 있다.

  




ln  


                                          (2.80a)

  
  



ln 


                                                (2.80b)

   


  










 




 


             (2.80c)

안정화 매개체는 파라미터 의 함수가 될 것이다.

  


                                                          (2.81)

Control Parameter의 초기 값은 추력이 지상에서의 중력보다 더 커야 한다. 

  



   
                                        (2.82)

  위 식의 변수는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추측된 초기 값은 충분히 커야 한

다. 예비 계산에서 변수가 0.01이었을 때 질량비 6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trol Parameter를 업데이트 한 후 질량 유량 및 임계 항력 계수를 

업데이트해야하고. 임계 항력 계수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질량 유량은 변경되지 않아

야합니다. 따라서 Control Parameter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이 진행되면서 

재조정되어야한다. 따라서 업데이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2.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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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b)

  







                                                  (2.85c)

식 (2.83a)에서 


는 일시적으로 설정한 Control Parameter이다. 계산이 한

번 진행이 되면 수정된 값이 업데이트 된다. 식 (2.77) 직후에 언급 된 것처럼, 변수

가 고도를 최대화하기위한 최적 조건과 일치하도록 결정되면, 최적 제어 매개 변수

를 얻을 수 있다. 식 (2.80c)의 항 는 감소하고 계수 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 된 

제어 매개 변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복법으로 계수 를 결정할 수 있

다.

  



 




 





                                             (2.86)




≈

  
                                        (2.87)

식 (2.87)에서 작은 값을 가진 Control Parameter 이 작을수록 정교해진다. 하지

만 너무 작게 되면 불안정한 값을 가지며 예비 계산에서의 결과에서 0.1%에서 1.0%

까지의 값이 수렴성을 보여줬으며 본 연구에서 계산을 진행할 때 는 0.5%의 값을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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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차원 로켓 방정식

탐사로켓은 연직상방으로 발사하지 않는다. 로켓 회수의 목적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

을 위하여 특정 각도를 주어 발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탐사로켓의 궤적을 2차원으

로 확장하여 수평방향의 수식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하며, 반드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는 1차원의 계산을 진행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며 1차원의 결과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분석할 것이다. 

   2.3.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이산화 2차원 방정식

  질량과 로켓 속도를 초기 상태에서 알게 되면, 초기 이후의 상태에서의 속도는 수

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부스트 단계에서의 로켓 운동의 이산화된 지배 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변형 할 수 있다. (    ⋯ 설정한 간격의 수)

y-방향, 

 
 cos  



 

      (2.88a)

x-방향, 

 
 


                          (2.88b)

     









 









 




                           (2.88c)

여기에서 Over-Bar가 붙은 표시는 특정 간격에서부터 다음 간격까지의 상태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2.89a)

 

  









                      (2.8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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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cos



 
  

 cos 


      (2.90a)



  
 

 
   

 sin   (2.90b)

이 이산화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이 된다.


 








 




   





 cos


 cos


   

      (2.91a)


 








 






 

 sin

        (2.92b)

이 2차 방정식을 초기 이후의 상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3a)

           (2.93b)

  


      (2.93c)

  
 

 sin
        (2.93d)

   


 (2.93e)

   
 

 cos


 cos


                (2.9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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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유량이 일정한 경우 이산화 2차원 방정식

  질량과 로켓 속도를 초기 상태에서 알게 되면, 초기 이후의 상태에서의 속도는 수

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부스트 단계에서의 로켓 운동의 이산화된 지배 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변형 할 수 있다. (    ⋯ 설정한 간격의 수)

y-방향, 

 
  




 

      (2.94a)

x-방향, 

 
 


                          (2.94b)

     
       (2.94c)

    


             (2.94d)

여기에서 Over-Bar가 붙은 표시는 특정 간격에서부터 다음 간격까지의 상태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2.95)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cos


     (2.96a)



  
 

 
   

 sin   (2.96b)

이 이산화 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이 된다.


 








 




 





 cos


cos


   

              (2.97a)


 








 






 

 sin

        (2.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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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차 방정식을 초기 이후의 상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8a)

                                              (2.98b)

  


                                         (2.98c)

  
 

 sin
                                      (2.98d)

   


     (2.98e)

   
 

 cos


cos


                      (2.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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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산 조건

3.1 대기

  로켓 방정식의 해는 주위 공기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항력 계수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실제 대기에서의 로켓 비행에서는 고도에 따른 밀도 변화가 로켓 움직임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밀도는 바람, 위치 또는 시간의 영향을 배제한 표

준 대기에 따라 결정한다. 표준 대기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및 열권으로 구성되

고, 표준 대기의 일반적인 열역학 특성은 Table3-1를 참고한다.[29]

<Figure2> 고도에 다른 밀도 &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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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US Standard atmosphere

layer h(km) T(K) p() layer h(km) T(K) p()

대류권
0 288.15 1.0133E+5

열권

90 186.87 1.8359E-1

11 216.77 2.2699E+4 100 195.88 3.2011E-2

성층권

20 216.65 5.5293E+3 150 634.39 4.5422E-4

32 228.49 8.8906E+2 200 854.36 8.4736E-5

47 269.68 1.1585E+2 300 976.01 8.7704E-6

중간권

51 270.65 7.0458E+1 400 995.83 1.4518E-6

70 217.45 4.6342E+0 500 999.24 3.0236E-7

85 188.89 4.4563E-1 600 999.85 8.2130E-8

  매우 높은 고도까지 열역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은 없다. 따라

서 각 간격 별 연속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준 대기의 경우 각 층의 온도는 고도의 

선형 함수로 표현되고,  (a-1) 층과 (a) 층 사이의 고도에서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얻

을 수 있다.

  

 
                                       (3.1a)

  각 간격의 압력은 고도의 지수 함수로 표현된다. 그러면 (a-1) 층과 (a) 층 사이의 

고도에서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3.1b)

  


 

                                              (3.1c)

그런 다음 이상 기체의 열역학적 상태 함수로 밀도를 고도의 함수로 결정할 수 있다.

  Figure2는 표준 대기에서 얻은 데이터와 현재 연구에서 사용된 기능으로 계산한 

데이터 사이의 고도에 따른 열역학 특성의 변화를 비교한다. 이로써 위의 방정식에 

설명된 모델 함수는 표준 대기와 거의 동일한 밀도를 제공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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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기역학적 항력 계수

  로켓의 단면 직경은 0.6m이다. 공기 역학 항력 계수 는 상수가 아니라 마하수의 

함수이다. 마하수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본 모델은 Ganji의 논문[30]에서 차용

하였다. 그러나 기본 모델은 마하수 1의 근처에서 약간의 불안정한 거동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하수 1 근처의 부드러운 전이를 위해 수정 된 다음 모델[27]

이 채택되었다.

                                                  (3.2a)

  
















 ≤ 
  ≤ 

 
  

                     (3.2b)

  


 
     

                     (3.2c)

  본 연구에서는 바닥 상태 에서의 공기 역학적 항력 계수와 항력 계수의 점프 

비 를 각각 0.8과 1.1로 설정하였다. 상기 식에서 임계 마하수  및 는 각각 

1.2 및 1.325로 설정하고, 계수 는 0.75로 설정하였다. Figure3은 공기 역학적 항

력 계수에 대한 마하수의 영향을 보여준다.

<Figure3> 마하수에 다른 공기역학적 항력 계수 그래프 [23]



- 31 -

3.3 로켓 발사 및 추진 조건

  3.3.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계산조건

  본 연구에서 노즐 출구에서의 분사 속도( )는 1916로 고정되었다. 건질량

()으로는 750을 선정하였다. 또한 500kg과 1000kg의 건질량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질량 또는 추진체 질량은 질량비, 에 따라 결정된다. 질량 비율은 2

에서 6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였고, 이는 로켓 총 질량이 1500kg에서 4500kg 까지 변

화함을 의미한다. 고려 된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 3-2에 열거하였다.

<Table3-2> Total mass

Dry mass

(kg)

Total mass (Kg)

=2 =3 =4 =5 =6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750 1,500 2,250 3,000 3,750 4,5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3.3.2 유량이 일정한 경우 계산조건

  Control Parameter 해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건질량으로는 750을 선정하였

다. 또한 500kg과 1000kg의 건질량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질량 또는 추진

체 질량은 질량비 Ω에 따라 결정된다. 질량 비율은 2에서 6으로 다양한데, 로켓 총 

질량이 1500kg에서 4500kg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KSR III의 발사 조건을 고려하여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연소기 온도와 압력은 각각 2500K와 7500로 고정된다. 노

즐 출구에서의 마하수는 노즐 출구에서의 유동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노즐 출구에서

의 분출 압력이 지표면에서의 주변 압력의 1/3보다 큰 것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즐 출구의 마하수를 4.0으로 고정 하였다. 비열비는 1.27

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 다음 노즐 출구의 온도와 압력은 등 엔트로피 방정식 (2.13a)

와 (2.13b)에 의해 각각 791.1K와 33.47로 결정된다. 노즐 출구에서의 제트 속도

는 방정식 (2.13c)에 의해 2148로 결정된다. 추진체의 질량 유량은 Control 

parameter에 따라 변하므로 Control parameter가 결정되면 식 (2.18)으로 결정된

다. 노즐 목 면적은 식 (2.12c)에 따른 질량 유속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다음 노즐 

출구 면적은 식 (2.13d)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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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치적 계산

  간격의 폭이 좁아지면 수치 솔루션 또는 간격 별 분석 솔루션이 더욱 정확해진다. 

예비 수치 실험에서 부스트 단계의 수치 적분은 간격의 수 가 150만큼 큰 경우, 

사다리꼴 규칙은  Simpson 규칙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보여준다. 부스트 단

계까지 간격은 400으로 고정시켰다. 각 간격 동안의 질량 변화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

한다.

 


                                            (3.3)

일정 간격의 수치 반복의 경우, 상대적인 수렴조건이 솔루션의 


미만이 될 때까

지 반복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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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석 결과

4.1 결과 그래프 (1차원 해석)

  4.1.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본 연구에 앞서 2차원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1차원 데이터 해석을 먼저 실시하였

다. 이후 4.2에서 1차원 해석 데이터와 2차원 해석 데이터의 비교분석을 진행할 것이

다.

<Figure4> =750kg, =2,4의 Velocity - Time 그래프

  Figure4부터 Figure6까지의 데이터는 1차원 로켓 운동방정식을 해석한 결과이다. 

Figure4는 같은 건질량 =750kg을 고정시키고, 질량비를 2와 4로 변화시켜가며 

계산한 시간-속도 그래프이다. 질량비가 증가할수록 가동시간과 Burn-Out속도가 증

가함을 확인하였고 Burn-Out상태 이후 속도는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감소한다. 

Figure5는 질량비를 3으로 고정시키고, 건질량을 500kg와 1,000kg까지 변화시켜가

며 계산한 시간-속도 그래프이다. 건질량이 증가할수록 Burn-Out속도는 증가하며, 

가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urn-Out상태 이후에는 역시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

가 감소한다. Figure6는 질량비를 3으로 고정, 건질량 500kg와 750kg를 변화시켜가

며 계산한 시간-고도 그래프이다. 질량유량이 지상에서부터 분사되어 Burn-Out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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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료할 때 까지 고도가 점점 증가한다. 건질량이 증가할수록 고도가 증가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Burn-Out상태 이후에는 추력이 중단되고 관성에 의하여 고도가 증가

한다.

<Figure5> =3, =500kg, 1,000kg의 Velocity - Time 그래프

<Figure6> =3, =500kg, 750kg의 Height - Tim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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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 =3, =750kg의 Velocity - Height 그래프

Figure7은 질량비 3, 건질량이 750Kg일 때 고도에 따른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7500m까지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매우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며, 7500m이후에서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속도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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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분사유량이 일정한 경우

<Figure8> =750kg, =2,4의 Velocity - Time 그래프

<Figure9> =3, =500kg, 750kg의 Velocity - Tim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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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 =3, =500kg, 750kg의 Height - Time 그래프

  Figure8부터 Figure10까지의 데이터는 1차원 로켓 운동방정식을 Control 

Parameter 기반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Figure8는 같은 건질량 =750kg을 고정시

키고, 질량비를 2와 4로 변화시켜가며 계산한 시간-속도 그래프이다. 질량비가 증가

할수록 가동시간과 Burn-Out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Burn-Out상태 이후 속도

는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감소한다. Figure9는 질량비를 3으로 고정시키고, 건질량을 

500kg와 750kg까지 변화시켜가며 계산한 시간-속도 그래프이다. 건질량이 증가할수

록 Burn-Out속도는 증가하며, 가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urn-Out상태 이후

에는 역시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감소한다. Figure10는 질량비를 3으로 고정, 건질

량 500kg와 750kg를 변화시켜가며 계산한 시간-고도 그래프이다. 질량유량이 지상에

서부터 분사되어 Burn-Out상태가 종료할 때 까지 고도가 점점 증가한다. 또한 가속

도로 인하여 고도가 증가하면서 오목한 그래프 형태를 보인다. 건질량이 증가할수록 

고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Burn-Out상태 이후에는 추력이 중단되고 관성에 

의하여 고도가 증가한다. 



- 38 -

<Figure11> =3, =750kg의 Velocity - Height 그래프

  Figure11은 Control Parameter기반으로 계산한 1차원 운동량 방정식의 해석이다. 

이 그래프를 확인하면 Velocity Parameter 계산결과(Figure7)번과는 다르게 

Burn-Out상태가 완료될 때까지 특정 고도를 넘어가도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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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과 그래프 (2차원)

  4.2.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Figure12> =3, =750kg =0~5일 때 Velocity - Time 그래프

<Figure13> =3, =750kg =0~5일 때 Height - Tim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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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2는 초기각도가 0도에서 5도까지 주어진 경우에서 같은 질량비일 때 속도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Burn-Out까지의 계산을 시행하였으며, 초기각도가 증

가할수록 burn-Out 속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Figure13은 초기각도를 

0도에서 5도로 변화시키고, 건질량 750kg일 때, 고도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초기각도가 증가할수록 최대높이는 증가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Figure12와 Figure13의 그래프 둘 다 각도가 증가할수록 가동시간의 증가를 알 수 

있다.

<Figure14> =3, =750kg =0~5일 때 Velocity - Height 그래프

<Figure15> =3, =750kg =0~5일 때 Mass flow - Tim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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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4는 고도에 따른 속도의 2차원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같은 고도에서 

각도가 증가할수록 Burn-Out상태에서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Figure15는 시간에 따른 질량 유속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해석에서 건질량을 750kg

로 설정하였다. 초기각도를 0도에서 5도로 점차 늘렸을 때 질량유량은 감소해 가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곡선의 급격한 저하는 연소 시간을 나타낸다. 질

량 비율이 증가하면 질량 유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위 그래프와 같은 양상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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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분사유량이 일정한 경우

<Figure16> =3, =750kg =0~5일 때 Velocity - Time 그래프

<Figure17> =3, =750kg =0~5일 때 Velocity - Time 확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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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8> =3, =750kg =0~5일 때 Height - Time 그래프

<Figure19> =3, =750kg =0~5일 때 Height - Time 확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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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6과 Figure17은 =3, =750이고 초기 각도가 0도에서 5도까지의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Burn-Out상태까지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로켓 속도

는 지면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며 또한 로켓 질량이 소진 될 때까지 감소하여 가속도가 

증가한다. 질량비가 높을수록 로켓 속도가 빨라지고 로켓 가동시간이 길어진다. 

Figure18와 Figure19는 =3, =750이고 초기 각도가 0도에서 5도까지의 고도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역시 Burn-Out상태까지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더 

높은 질량을 가진 경우는 약간의 더 높은 속도를 가지게 된다. Burn-Out단계에서 로

켓 고도는 Burn-Out 상태까지 증가하는 속도로 인해 오목한 커브의 형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Control Parameter기반 결과 역시 공통적으로 Figure16, Figure18의 

그래프 모두 각도가 증가할수록 가동시간의 증가를 알 수 있다.

<Figure20> =3, =750kg =0~5일 때 Velocity - Height 그래프

  Figure20의 그래프는 각도가 증가함에 따른 속도-고도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여야 할 특징은 같은 속도일 때 각도가 증가할수록 고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같은 질량비, 건질량에서 발사하였을 때 각도가 증가한다면 가동시간과, 

더 높은 고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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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1> =0~5 Mass flow rate - Mass ratio 그래프

Figure21의 그래프는 =750일 때 를 2에서 6으로 변화시키고, 초기 각도가 0도

에서 5도까지의 추진체 최적 분사유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각도가 증가할수록 분사유

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비교적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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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urn-out 상태까지의 최적 매개변수 계산

  4.3.1 해석적 해가 존재하는 경우

  Velocity Parameter에 따라 Burn-out 상태에서의 고도의 특성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표준화 된 Velocity Parameter와 Burn-out 상태에서의 표준화 된 고도는 다

음과 같이 소개한다.

 

 
                                                             (4.1a)

 


                                                             (4.1b)

<Figure22>    ,   , =0~5, 표준화 매개변수 - 표준화 고도 그래프

  Figure22는 =750kg, =3의 값을 설정하고 각도를 점차 증가시켰을 때의 그래

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정점은 최적 Velocity Parameter를 나타내고, 정점이 

=0일 때 한 점에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도가 증가하면서 변화하였을 

때, 최적의 매개 변수 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각각의 그래프들은 각도가 0도에

서 5도까지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각도가 증가할수록 최적 매개변수의 값은 감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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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22의 그래프는 정규화 된 Velocity 

Parameter에 따른 Burn-Out 상태에서의 표준화된 고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Velocity Parameter는 최적 매개 변수보다 낮은 값 및 높은 값에서의 정규화 된 고

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최적 매개 변수보다 낮은 값에서의 정규화 된 고도가 더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도가 증가할수록 정규화 된 고도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23> =750kg일 때 Optimal velocity parameter - Mass ratio 그래프

<Table4> q, 각도에 따른 최적 속도변수 데이터


Optimal Velocity Parameter

 = 0  = 1  = 2  = 3  = 4  = 5

2 352 352 350 347 344 339

3 394 390 389 385 377 368

4 428 426 421 414 404 390

4.5 443 441 436 427 415 400

5 457 455 449 440 426 409

6 483 480 473 462 447 426

Figure23과 Table.4는 Burn-Out 상태에서 로켓 질량비에 따른 최적 Velocity 

Parameter의 변화를 보여준다. 주어진 로켓 질량비에 대해 최적의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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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는 로켓 질량과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로켓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은 약간 감소한다. 각도가 증가하면 같은 질량비일 때 최적 Velocity 

Parameter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24> q, 각도변화에 대한 질량유량의 변화 그래프

<Table5> q, 각도변화에 따른 최적 질량유량 변화 표

Velocity Parameter, =750kg, 일때

각도0 각도1 각도2 각도3 각도4 각도5

=2 -9.3 -9.3 -9.2 -9.1 -9.0 -8.9

=3 -10.7 -10.5 -10.5 -10.3 -10.1 -9.8

=4 -11.9 -11.8 -11.6 -11.4 -11.0 -10.5

=5 -13.1 -13.0 -12.7 -12.4 -11.8 -11.2

=6 -14.1 -14.0 -13.7 -13.2 -12.6 -11.8

  Figure24와 Table5는 각도 증가에 따른 최적 질량유량 데이터이다. 2차원 로켓 방

정식을 Velocity Parameter 기반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내보았을 때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사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x방향 식의 

영향으로 , 의 벡터성분이 모두 증가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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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분사유량이 일정한 경우

4.3.1과 마찬가지로 Control Pameter에 따라 Burn-out 상태에서의 고도의 특성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표준화 된 Control Pameter와 Burn-out 상태에서의 표준화 

된 고도는 다음과 같다.

 

 
                                                             (4.2a)

 


                                                             (4.2b)

<Figure25>    ,   , =0~5, 표준화 매개변수 - 표준화 고도 그래프

  Figure25는 =750kg, =2의 값을 설정하고 각도를 점차 증가시켰을 때의 

Control Parameter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정점은 최적 Control Para-

meter를 나타내고, 정점이 Phi=0일 때 한 점에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도가 증가하면서 변화하였을 때, 최적의 매개 변수 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또

한 이 그래프는 정규화 된 Control Parameter에 따른 Burn-Out 상태에서의 정규화 

된 고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정점은 최적 Control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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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각각의 그래프들은 각도가 0도에서 5도까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Control Parameter는 최적 매개 변수보다 낮은 값 및 높은 값에서의 정규화 된 고

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최적 매개 변수보다 높은 값에서의 정규화 된 고도가 더 

둔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도의 변화로 인하여 같은 질량비일 때 정규화 

된 고도의 값은 두 가지의 형태를 보인다. 정점 도달 전까지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정

규화 된 고도가 감소하고, 정점을 지난 후 부터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정규화 된 고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26> =750kg일 때 Optimal control parameter - Mass ratio 그래프

<Table6> r, 각도에 따른 최적 제어변수 데이터


Optimal Control Parameter

 = 0  = 1  = 2  = 3  = 4  = 5

2 1,241 1,244 1,240 1,252 1,259 1,269 

3 13,242 13,287 13,426 13,594 13,858 14,199 

4 84,445 84,815 85,659 87,286 89,010 92,755 

5 494,328 497,296 505,192 519,588 539,513 567,262 

6 1,913,842 1,921,929 1,942,388 1,980,160 2,031,219 2,101,736 

  

Figure26과 Table.6은 =750kg값을 설정하고 각도를 점차 증가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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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상태에서 로켓 질량비에 따른 최적 Control Parameter의 변화를 보여준

다. 로켓 질량비가 증가할 때 최적의 Control Parameter 값은 로그스케일 그래프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각도가 증가하면 같은 질량비일 때 최적 Control 

Parameter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27> r, 각도변화에 대한 최적 질량유량의 변화 그래프

<Table7> r, 각도변화에 따른 최적 질량유량 변화 표

Control Parameter, =750kg

각도0 각도1 각도2 각도3 각도4 각도5

=2 -10.1 -10.1 -10 -10 -9.9 -9.8

=3 -13.9 -13.9 -13.9 -13.8 -13.7 -13.6

=4 -17.6 -17.6 -17.5 -17.4 -17.3 -17.1

=5 -21.2 -21.2 -21.1 -21 -20.8 -20.6

=6 -24.7 -24.7 -24.6 -24.5 -24.3 -24.1

  

  Figure27과 Table7은 각도 증가에 따른 Control Parameter 기반 2차원 최적 질

량유량 데이터이다. Figure24와 마찬가지로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사유량이 감소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x방향 식의 영향으로 , 의 벡

터성분이 모두 증가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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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추력, 중력, 공기 역학적 항력을 포함한 2차원 로켓 운동량 방정식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소 상태에서 탐사 로켓의 고도 변화를 위한 최적 분사 조건을 

분석적으로 결정한다.

연직방향 1차원 로켓 운동량 방정식의 결과를 토대로 2차원 로켓 운동량 방정식을 수

치 해석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각도변화에 따른 Velocity Parameter의 변화와, 최적 

분사유량의 변화를 각각 얻어낼 수 있다. 각도가 0도에서 5도로 증가함에 따라 주어

진 질량비에서 최적 Velocity Parameter는 감소하고 고도는 증가한다. 또한 로켓 질

량비에서의 최적 Velocity Parameter는 로켓 질량비와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표준 대기에서 비행하는 로켓의 고도를 최대화하는 최적 분사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적 접근법은 추진체의 질량 유량이 일정한 경우까지 생각하여야 한다. 하지만 질

량 유량이 일정하다면, 우리는 지배 방정식의 해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분할 정복 전략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로켓은 표준 대기에서 비행하며 고도와 

함께 공기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고, 또한 마하수와 함께 공기역학적 항력 계

수의 변화를 고려한다.

Velocity Parameter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1차원 방정식 해석 후에 2차원 방정식을 

계산 하였을 때, 각도 변화에 따른 Control Parameter의 변화와, 최적 분사유량을 

각각 얻어낼 수 있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어진 질량비에서 최적 Control 

Parameter의 값은 고도와 함께 증가한다. 또한 같은 로켓 질량비에서 각도가 증가할 

때마다 최적 Control Parameter의 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Burn-Out상태에서 Velocity Parameter, Control Parameter의 값 모두 최적의 질

량유량이 존재하고, Velocity Parameter와 Control Parameter를 기반으로 한 경우 

모두 각도가 증가할수록 최적 분사 유량이 감소한다. Velocity Parameter 경우는 각

도가 증가할수록 최적 분사유량은 1.1%에서 많게는 6.3%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Control Parameter의 경우에서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많게는 0.9%에서 

많게는 1.2%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oddard Problem에서 시작된 최고도 최적 분사조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실

히 풀리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최고도 최적 분사조건을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

하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각도가 증가할수록 고도가 

증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질량이라면 각도를 주었을 때 가

장 최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운동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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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해석하였을 때 로켓의 무게중심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Burn-Out상

태에서 최대 고도까지의 상태를 계산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로서 무게중심의 이동까

지 고려한 최대 고도를 위한 보다 실제적인 2차원 해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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