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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bopump is typically an assembly of rotors and casings, and there are a number of joints between 

them. Every joint should be leak-proof, so there is always a seal to accomplish the goal. Among 

various seals, metal seals are advantageous in that they are robust at high pressure, and at wide 

range of temperature. In this study, flange joints using conical seal made of stainless steel, solid flat 

metal seal made of copper and metal C seal made of Inconel 718 were structurally designed and 

analyzed, considering both initial tightening and operating conditions.

       록

  액체로켓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보펌 는 회 체와 이싱으로 이루어진 여러 부품의 조립체로서 각종 

체결 부분에 매질의 설방지를 한 실이 삽입된다. 특히 극 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산화제펌 와 고

온에서 작동하는 터빈 이싱에는 안정 인 설방지를 하여 속 실이 사용되는데, 속 실은 높은 

기 체결력을 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랜지  체결요소의 한 구조 설계가 필수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제펌 에 사용하는 콘형 실(conical seal)  터빈에서 사용하는 속 평 실

(solid metal seal)과 C 실에 하여 한 실 캐비티  랜지 형상을 설계하고, 체결요소의 치수와 

수량을 결정하여 건 한 체결  운 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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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분의 액체로켓엔진과 마찬가지로 액체산

소와 등유(kerosene)를 산화제와 연료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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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액체로켓엔진은 두 매질의 기치 않은 혼합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구간에서 

안정 으로 기 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

다. 엔진의 핵심 구성품으로서 연료와 산화제를 

가압하여 연소실로 공 하는 터보펌 는 극 온, 

고압, 고온, 고회 수의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안 하게 작동하여야 하므로 한 구조 설계

와 설방지 설계가 필수 이며 이에 따른 실의 

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1-4].

  실은 소재별, 형태별, 기능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며, 한국형발사체용 터보펌 에서

도 다양한 실이 사용되고 있으나 극 온부  

고온부에는 주로 속 소재의 실이 사용된다. 

속 실은 고무나 테 론과 같은 비 속 실에 비

하여 높은 압력에서의 기 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재와의 열 팽창율을 고려하여 사용하면 극

온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 이 있다. 

속 실의 단면 형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극 온부에는 스테인리스강 소재의 콘형 실

(conical seal)이 사용되고 있고 고온부에는 구리 

소재의 속 평 실(solid metal seal)  내열강 

소재의 C 실이 사용되고 있다[5-7].

  이와 같은 장 과는 반 로 속 실은 특유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기 을 달성하기 해서는 

높은 수 의 실 표면 압력이 요구된다. 이러

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랜지 연결부의 

랜지 형상  소재, 그리고 볼트와 트 등의 체

결요소들은 충분한 구조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나친 무게 증가를 방지하기 하여 구조

해석을 통한 최 화  결과의 철 한 검증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보펌 에 사용되는 속 실 

 콘형 실, 평 실  C 실에 한 체결과정을 

모사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으며, 2

차원 해석을 통하여 랜지  실 캐비티의 

반 인 구조  건 성을 검토하 고 3차원 

해석을 통하여 체결요소들의 개별 체결력 크

기  체결요소 간격의 성을 검토하 다.  

2. 2차원 해석

Fig. 1 Metal seals considered in the analysis (conical 

seal, flat seal and c seal).

2.1 해석 형상  방법

  먼  해석에서 고려한 세 종류의 속 실  

해당 실을 삽입하기 한 캐비티의 형태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콘

형 실, 평 실 그리고 C 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실에 한 형태의 실 캐비티를 

같이 표시하 다. 세 그림 모두 가로 방향으로 

랜지가 압축되면서 조립된다.

   해석에서 하는 면 사이의 상  운동

에 따른 마찰을 히 모델링하는 것이 요한

데, 본 연구에서는 쿨롬 마찰(Coulomb Friction) 

모델을 사용하 다. 쿨롬 마찰 모델은 한계 단 

응력 를 정의하여 두 면이 이 한계까

지 단 응력을 견디다가 한계 시 에서 미끄러

짐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마찰계수 와 

압력 p가 존재할 때 한계 단 응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3차원 공간에서 두 물체의 면을 따라 직

교 방향의 단 응력을 각각  ,라고 할 때, 

등가 단 응력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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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등가 단 응력이 한계 단 응력보다 작을 

때는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지만, Eq. 3과 같이 

등가 단 응력의 크기가 한계 단 응력에 도

달하면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이 때 면 근처 

내부의 국부 인 미세스 등가응력 한 등가 

단 응력과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미끄러짐이 발

생하면 격히 감소하여 이완되는 경향을 나타

낸다.

         (3)

  본 논문에서는 마찰계수 의 값을 일반 인 

속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 범 에 해당하는 0.2

로 계산하여 Eq. 1에 용하 다.

  이상의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실  실 캐비티 형상을 하게 해석 역으

로 변환하여야 하는데, Fig. 2에 변환된 해석 

역  유한요소 격자 분포를 나타내었다.

  해석 시 하 으로 실제 모델에 용된 체결요

소, 즉 볼트와 트 치수  강도를 고려하여 표

 체결 토크를 계산하 고, 해당 체결 토크에 

따른 체결요소의 개당 체결 축력을 계산하 으

며 이를 고려하여 두 이싱의 착을 한 하

으로 넣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체결 

축력 하 으로 두 이싱 면의 착이 일어

나지 않을 경우, 체결요소 크기  개수의 재조

정을 통하여 체결 축력을 증가시켜 주었다.

  해당 체결 과정의 모사를 통하여 체결력이 

한지, 실 캐비티나 근처 랜지 형상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실 표면에 충분

한 수 의 압력이 발생하는 지 조사하 으

며, 이후 내부에 작동유체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

을 때의 응력  압력의 변화를 찰하

다. 일반 으로 내부에 압력이 발생하면 랜지

의 체결력이 약화되면서 응력  압력이 감

소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Conical 

Seal
Flat Seal C Seal

Material STS316 Copper
Inconel 

718

Young's 

Modulus (GPa)
200 115 203.32

Poisson's ratio 0.3 0.33 0.29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500 221 1240.2

0.2% Yield 

Strength (MPa)
200 69 1033.5

%Elongation (in 

2 inch)
30 48 21

Table 1. Properties of seal materials.

Fig. 2 Finite element meshes on the seals and cavities.

2.2 해석 결과

  Fig. 3은 콘형 실에 하여 체결 후  운  

에 한 실  주변부의 미세스(Mises) 등가응

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좌측의 체결 후 결과

에서, 충분한 체결력으로 인하여 조립면이 잘 

착되어 있고, 실의 소성변형을 통하여 실 캐비티

를 잘 채우고 있음을 확인하 다. 실은 본래의 

설계 의도 로 각선 방향으로 충분히 압축되

어 있으며, 그에 따라 양 끝, 캐비티의 각 부

분 모서리에서 강한 이 일어나 큰 응력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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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von mises equivalent stress for 

the conical seal after assembly(left) and 

during the operation(right).

Fig. 4 Distribution of von mises equivalent stress for 

the flat seal after assembly(left) and during 

the operation(right).

Fig. 5 Distribution of von mises equivalent stress for 

the c seal after assembly(left) and during the 

operation(right).

  조립 후 운  조건에서는 내부에 유체에 의한 

높은 압력이 형성되어 두 이싱 사이의 착면 

 실 캐비티가 벌어지려는 힘을 받게 되고, 이

에 따라 최 응력 기 으로 약 14.5% 정도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거시 인 체결

력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Fig. 4와 5는 구리 평 실  C 실 사용 부 에 

한 체결 후  운   미세스 등가응력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평 실은 콘형 실에 비하여 

 부 가 넓어 최 응력의 크기는 낮은 편이다. 

Fig. 6 Distribution of contact pressure along the 

conical seal surface.

Fig. 7 Distribution of contact pressure along the flat 

seal surface.

  C 실은 이싱 체결에 따라 실 허리 부분의 

굽힘 변형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이유로 허리 부

분의 등가응력이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평 실과 C 실 모두 최 응력은 콘형 실과 마찬

가지로 운   내부압력이 형성되면 체결 직후 

나타났던 수 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응력분포를 살펴본 후 실제 실이 

설방지 기능을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 여부는 압력분포의 조사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 미국 ASME나 국 BS 규격의 압력용기 

부분을 참고하면 실의 소재별, 그리고 형태별로 

기 을 달성하기 하여 추천되는 최소 압

력을 참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

고하여 실제 안정 인 설방지 목 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단하고자 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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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ribution of contact pressure along the c 

seal surface after assembly(left) and during 

the operation(right).

  Fig. 6, 7은 실 단면에서 좌측 상단 기 을 

기 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표면에서의 압

력 분포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 6은 콘

형 실, Fig. 7은 평 실을 나타내며, 각각 지

에서 높은 수 의 압력을 달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결과 모두 운   내부압력이 

가해지면 소폭의 압력 하락이 발생하고 있

으나, 규격에 의한 기  압력으로서 스테인

리스강 소재 콘형 실은 약 196.5 MPa, 그리고 

구리 소재 평 실은 약 400 MPa 수 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C 실 용부에 한 압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C 실은 부 가 명확하고 좁

으므로 분포를 그래 로 표 하기 보다는 그림

에서 범례와 함께 나타내는 것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C 실은 일반화된 표 규격을 찾기

가 어려우므로 실 제작업체에서 추천하는 단  

길이당 체결축력을 하 으로 용하 으며 이 

때 얻어진 400 MPa 근방의 압력을 추천압

력으로 악하 다. C 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우측 그림과 같이 체결 후 내부압력이 분포

하게 되면 압력의 하락이 발생하나 감소량

은 약 8.2%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3차원 해석

3.1 해석 형상  방법

  앞 에서 다루었던 속 실  C 실은 다른 

실에 비하여 은 체결력을 요하므로 랜지 두

께나 체결요소의 크기  개수를 일 수 있어 

랜지의 경량화에 유리하다. 다만 랜지의 두

  Fig. 9 3-dimensional model of c seal

contact analysis.

께가 지나치게 얇으면 체결요소 근처에서는 

착이 일어나고 있으나 내부 실 부분은 착면이 

분리되는 랜지의 휨(flange rotation) 상이 일

어날 수 있으며, 체결요소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

어지면 체결요소 근처에서만 착이 일어나고 

먼 곳에서는 착되지 않는 상(flange bowing)

이 일어나 설의 원인이 되므로 랜지 두께 

 체결요소의 배치, 내부압력  소재 등에 

한 종합 인 최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9]. 이러

한 형상 요소  평균 인 랜지 두께 등은 앞 

의 2차원 해석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하지만 

체결요소의 간격에 따라 원주방향으로 편차가 

생기는 압력의 분포는 3차원 해석을 수

행하여야 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Fig. 1의 C 실 랜지에서 체결요소

의 개수를 결정하기 하여 해석 모델을 3차원

으로 확장하 다. 다만 3차원 해석은 매우 

높은 해석비용을 요구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하여 조립되는 양쪽 랜지가 좌우 칭이라고 

가정하여 C실의 허리 간면을 기 으로 칭모

델 해석을 수행하 다. 이 게 1/2로 모델링된 3

차원 모델을 Fig. 9에 나타내었다. 해당 랜지

의 외경은 약 240 mm 이며, 스터드 볼트들의 

PCD(Pitch Circle Diameter)는 약 230 mm이고 

볼트의 크기는 M6으로 선정하 다. 그림은 볼트 

개수가 36개일 때의 형상이며, 이 때 볼트 사이

의 각도는 10도이고, 해석은 각도 20도짜리 주기 

칭 편을 만들어 진행하 다.

  이 때 실과 랜지 사이 면에  조건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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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실 앙 칭면을 구속 후 모델링된 볼

트 내부에 체결 축력을 설정하여 볼트 길이가 

어들도록 하면 실제 체결과 거의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2 해석 결과

  Fig. 9의 형상에 한 해석을 수행하여 얻

은 미세스 등가응력 분포를 Fig. 10에 나타내었

다. 랜지에는 큰 응력이 분포하고 있지 않으

며, 부분의 응력이 C실에 작용하여 C실을 소

성변형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0에서 왼쪽은 체결 직후, 오른쪽이 운  

으로서 내부에 1 MPa의 압력이 발생하 을 

때를 나타낸다. 2차원 축 칭 해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실의 응력은 내부압력이 걸릴 때 일부 

완화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압

력에 의하여 압력도 동일하게 감소할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Fig. 10 Distribution of von mises equivalent stress 

after assembly(left) and during the 

operation(right).

Fig. 11 Distribution of contact pressure after 

assembly.

Fig. 12 Contact pressure along the seal 

contact line (45 bolts).

Fig. 13 Contact pressure along the seal 

contact line (36 bolts).

Fig. 14 Contact pressure along the seal 

contact line (24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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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은 압력 분포의 한 를 나타낸다. 

체 조립체 모델에서 압력 분포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을 제거하고 면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압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볼트와의 거리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양상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고 있지

만, 실제 면을 따라 원주방향으로 압력

의 변화를 Fig. 12~14에서 그래 로 나타내 보면 

그 계를 잘 알 수 있다. 이를 하여 볼트 개

수를 여러 수 으로 조 하여 해석을 수행하

는데, 볼트 개수 45개, 36개, 24개의 세 수 으로 

진행하 다. 볼트 개수 45개는 랜지와 실의 종

류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으나 NASA의 설계 문

서에서 권장하는 값에 가장 근 한 개수이며, 나

머지 36개와 24개는 설계  제작이 편리한 개

수로 선정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그래 의 곡선  푸른색이 체결 직후, 붉은색

이 운   내부압력에 의하여 압력이 감소

된 상태를 나타낸다. 모든 결과에서 두 개의 스

터드 볼트 주변에서 압력의 최 치를 나타

내고 있으며, 스터드 볼트와 멀어질수록 압

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15는 해석을 수행한 볼트 개수의 세 가지 

조건에서 평균 압력을 비교한 그래 이다. 

앞서 수행한 2차원  해석에서 실 제조업체

에서 추천하는 평균 체결력에 의한 평균 압

력은 작동  약 400 MPa 수 임을 악하 는

데, 결론 으로 볼트 개수 45개와 36개는 이 수

을 상회하지만, 볼트 개수 24개는 이 수 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볼트 개수 증가의 정 인 효과는 Fig. 16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은 체결 직후 

압력 비 운   내부압력 발생에 의한 

압력의 감소량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볼트 배열이 촘촘할수록 내부압

력에 의하여 압력이 감소하는 양이 어들

어 내부압력의 변화에 둔감한 경향을 보인다. 따

라서 랜지에 충분한 개수로 배열된 체결요소

는 구조  강건성을 높이는데 직 으로 기여

하며 이로부터 운   충분한 기 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15 Average contact pressure according to the 

number of bolts.

Fig. 16 Loss of contact pressure during the oper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bolts.

4. 결    론

  터보펌 에서 사용되는 세 종류의 속 실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콘형 실, 평 실  

C 실에 하여 2차원 해석을 통하여 실, 실 

캐비티  랜지의 구조  건 성을 검토하

고 압력을 구하여 압력용기 규정에서 추천

하는 압력 수 과 비교하 다. 해석은 

체결요소에 맞추어 설계된 체결 토크  이에 

따른 체결 축력을 고려하여 수행하 으며, 체결

을 상정한 해석 외에도 이후 내부에 작동유체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 을 때에 한 해석을 수행

하여 운   건 한 체결 유지  설 방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C 실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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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랜지의 량을 이기 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최소의 압력을 유지하기 

한 한 체결요소의 개수를 구하 으며 이

를 통하여 구조 으로 건 하면서도 경량화된 

랜지 체결부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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