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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nsitivity analysis of the liquid rocket engine has been made. A mode analysis program is used 
to predict the performance change due to the variation of rocket engine operating environment. The 
propellant supply pressure and density are the major variables of the operating condition.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turbine driving gas is assumed as the function of mixture ratio. The discrepancies of 
performance change between constant turbine driving gas properties and variable properties are greater 
for the case of fuel pump inlet pressure change than the oxidizer pump inlet press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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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용 액체로켓엔진은 작동조건에 따라 탈

설계점에서 운용될 수 있으며 추진제의 공급조건

에 의하여 성능이 변화된다(1, 2). 엔진의 추력이나 

혼합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지 않더라도 발사체

의 비행에 따른 가속도 변화, 추진제 가압 압력 

편차나 추진제 저장 온도편차 또는 외기 온도 차

이에 의한 추진제 밀도 변화에 의하여 추진제 공

급 조건이 공칭조건과 다를 수 있다. 추진제 공

급조건 변화는 유량과 혼합비 변화를 유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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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indow of mode analysis program

연소특성과 연소생성물의 물성 변화를 초래하여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터빈 구동 가스의 물성변화에 

의한 액체로켓엔진의 성능변화를 고찰하고자 한

다. 본 결과는 로켓엔진의 비행 조건이나 시험조

건 변화에 대한 엔진 시스템의 성능 변화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해석 방법

  연구대상은 별도의 추력과 혼합비 조절 밸브

를 장착하지 않은 액체산소/케로신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이다. 추력 30톤급 엔진에 대하여 문

헌의 조건을 참조하여 기준조건을 선정하였다. 
Table 1에 정격 조건을 정리하였다.

  엔진 시스템의 성능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구

성도를 Fig. 1에 도시하였다. Fig. 1은 본 해석 프

로그램으로 엔진 구성품의 수력학 특성 모델, 하
부 시스템의 성능모델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
한 주요 결과 변수에 대하여 원하는 값을 줄 수 

parameter value
Vacuum thrust, tf

Chamber pressure, bar
CC mixture ratio
GG mixture ratio

RPM
LOx inlet pressure, bar
Fuel inlet pressure, bar

30
60

2.45
0.32

20000
4.75
2.8

Table 1 Referen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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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ump characteristi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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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terial property models of turbine driving 
gas

있는 오리피스 또는 제어밸브의 유동저항 특성에 

대한 수렴해를 구할 수 있다.
  주요 하부 시스템의 성능 모델은 다음과 같

다. 펌프의 양정 특성은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식 (2)와 식 (3)은 펌프 효율과 터빈 효율을 나타

낸다. 식 (4)는 터빈의 분출속도를 나타내며 식 

(5)는 터빈 동력 계산이다. 식 (5)-(7)은 가스발생

기 특성에 관한 모델이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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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펌프 특성을 Fig. 2에 도시하였다. 회전수 변

화에 대한 헤드 상승 특성을 나타내며 동일한 유

동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 궤적을 점

선으로 표시하였다(3).
  가스발생기의 혼합비 변화에 의한 가스물성

과 온도 변화는 혼합비의 함수로 평가하며 기존

의 측정결과(4)를 이용하였다. Fig. 3은 기준 조건

에 대한 물성 변화의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3. 엔진 시스템 성능 변화 고찰

연소기나 가스발생기의 경우 추진제 유량이 증

가함에 따라 연소압 증가요인이 발생한다. 그러

나 추진제의 혼합비에 따라 연소압 증가/감소 요

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유량증가가 산화제

인지 연료인지에 의하여 최종적인 연소압 변화가 

결정된다. 특히 가스발생기의 출력은 엔진 성능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연소압과 

유량은 터빈 출력을 결정하며 터빈 출력은 추진

제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연료의 공급압력 증가에 대한 영향을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연료 공급압력 1 bar 증
가에 대한 엔진 성능의 상대적인 변화량을 비교

하였다. 연료 공급압력 증가에 따라 가스발생기

의 혼합비가 감소하며 이는 터빈구동가스의 온도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터보펌프의 회전수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연소기의 유량과 연소압 감

소를 가져온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회전수, 
가스발생기 유량, 연소기 유량 (압력)의 감소가 

더욱 큰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하부 시스템의 성

능에 관한 모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화제의 공급압력 변화는 연료에 비하여 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Fig. 4에서 연료 

및 산화제 공급압력이 기준 조건에 비하여 1 bar 
증가하였을 때 엔진의 성능 변화를 비교할 수 있

다. 엔진 성능이 산화제 공급 조건에 더욱 민감

한 것은 산화제 공급 증가는 유량 증가와 혼합비 

증가에 의한 성능 향상이 중첩되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할 수 있다(1).
추진제의 밀도 증가는 추진제 공급유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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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pump inlet pressur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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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 of propellant density (%/10kg/m³)

경향이 더욱 크다. Fig. 5는 추진제 밀도가 10 
kg/m³ 증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연료 밀

도 증가는 혼합비 감소 영향에 비하여 유량 증가 

영향이 더욱 커서 회전수와 유량/연소압이 증가

한다. 산화제 밀도가 증가할 경우 엔진 성능 변

화가 더욱 큰 것은 추진제 공급 압력 증가의 경

우와 동일하다.
추진제 유량 변화에 의한 혼합비 변화는 연소

성능과 연소가스의 물성 변화를 함께 가져온다. 
Fig. 6은 연료 공급압력이 증가할 때 연소가스의 

물성 변화를 무시한 결과와 물성 변화를 고려한 

결과를 비교한다. 혼합비 감소에 따라 연소 가스

의 온도 감소와 함께 비열비, 기체 상수 등이 함

께 감소하여 터빈의 구동 동력 감소가 더욱 크게 

평가되는 것이 확인된다. 물성 변화를 무시할 경

우 이러한 영향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평

가를 위해서는 물성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반대로 산화제 공급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터

빈 구동 가스의 물성변화가 터빈 구동 동력 증가

에 기여한다. Fig. 7에서 고 혼합비에서 가스의 

물성 변화에 따라 터빈 회전수가 더욱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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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material properties for increased 
fuel pump inlet pressur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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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material properties for increased 
oxidizer pump inlet pressure (%/bar)

것이 관찰된다. 혼합비에 따른 물성변화에 의하

여 터빈의 동력 증/감이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난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결 론

가스발생기 사이클 로켓엔진에서 추진제 공급

조건에 의한 엔진 시스템의 성능변화를 고찰하였

다. 가스발생기의 연소성능이 저혼합비에서 낮아

지고 고혼합비에서 높아진다. 연소가스의 물성 

역시 터빈 동력에 영향을 주는데 혼합비 변화에 

의한 동력 성능 변화 영향이 연소성능과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며 따라서 저혼합비에서 터빈의 회

전수 저하와 고혼합비에서 회전수 증가 경향이 

증폭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엔진 성능 변화를 정

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연소가스의 물성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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