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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다공성재란 고체의 내부에 다수의 작은 공극을

갖는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

이 매우 크고 고체 매질 사이의 복잡한 유로와,

유동의 교란으로 인한 유체의 혼합효과가 크다는

특징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

되며 주로 열교환기나 필터 촉매 베드 등에 적,

용된다 내부 구조상 높은 표면적 대 부피비로.

높은 압력강하를 유발하며 따라서 이러한 다공,

성재의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다공성재

의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공성재를 통과한 유체는 압력강하와 동시에 외

부로 유출되며 급격히 균일한 유동으로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을 액체로켓용 분사기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공성재를 액.

체로켓용 분사기에 적용한 예로는 최근 독일우주

센터 에서 소결금속을 이용한 샤워헤드형(DLR)

분사기를 개발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으며,
(1,2) 미국의 R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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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축형 전단 분사기의 액적분포 균일도 및 혼합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한 액체로켓 엔진용 동:

축형 다공성 분사기의 개발에 앞서 다공성재를 분사기에 적용하기 위해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압축성

유체의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였다 유동의 압력강하는 점성력과 관성력으로 인한 손실을. Non-Darcy

포함하는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다공성재의 형상인자인 투과율과 관Forchheimer ,

성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상수를 이용하여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압축성 유체의 압력강하를 예측할Ergun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재의 압력강하 특성을 나타내는 투과율와 상수를 작동유체의 압력. Ergun

강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의 크기에 따라 압력강하를 예측할, pore

수 있는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drop in a compressible fluid through porous

media for application to a porous injector in a liquid rocket engine in order to improve the uniformity of the

drop size distribution and the mixing performance of shear coaxial injectors. The fluid through the porous

media is a Non-Darcy flow that shows a Nonlinear relation between the pressure drop and the velocity at

high speed and high mass flow rate. The pressure drop of the Non-Darcy flow can be derived using the

Forchheimer equation that includes the losses of viscous and inertia resistance. The permeability and Ergun

coefficient represented as a function of the pressure drop and pore size can be applied to the porous injector,

where the fluid through the porous media is compressible. A generalized correlation between the pressure

drop in relation to the pore size wa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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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왕복선주엔진 등의 분사기에는 다공성(SSME)

재가 표면재료로 적용되어 냉각 및 연료 분사에

보조적 역할로 사용된 바 있다.
(3) 그러나 아직 실

용화에 성공한 액체로켓 분사기에 다공성재가 적

극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구조와 우수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등의 대추력 액체로켓 엔진J-1, SSME

과 산업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동축형 전

단 분사기의 액적분포 균일도 및 혼합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고안한 동축형 다공성 분사기(4)의

개발에 앞서 다공성재를 분사기에 적용하기 위,

해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압축성 유체의 압력강하

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다공성. ,

재를 통과하는 유동은 고속대유량으로 다공성재/

를 통과하는 유체가 저속일 때 압력강하가 점성

저항 에 의한 손실만으로 발행하(viscous resistance)

여 를 적용할 수 있는 유동Darcy's law Darcy
(5)이

아닌 관성저항 에 의한 손실이, (inertia resistance)

더해져 압력강하가 속도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나

타나는 유동이다 관성저항의 영향을Non-Darcy .

고려한 유동의 압력강하는Non-Darcy Darcy's law

를 수정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할Forchheimer

수 있으며 다공성재의 형상인자인 투과율,

과 관성력의 영향을 나타내는(permeability) Ergun

상수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공성재를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강하는 비압축성

유체를 작동유체로 선정하거나 유체의 밀도변화,

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을 경우에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여 실험함으로써 측정한다(6) 그러.

나 액체로켓 분사기에 적용할 동축형 다공성 분

사기의 경우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유체가 고속,

의 압축성 유체임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압력강

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결금속 으로 제(sintered metal)

작된 다공성재를 사용하여 구성하, 는 입자(pore)

의 크기가 로 가지인 경우에50, 100, 200 m 3μ

대하여 작동유체로 압축성 유체인 압축공기를 선

정하여 압력강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바.

탕으로 다공성재의 압력강하 특성을 나타내는 투

과율와 상수를 작동유체의 압력강하에 대Ergun

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이를 의. pore

크기에 따라 일반화하여 투과율과 상수를Ergun

압력강하와 의 크기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pore

다.

실험장치 및 방법2.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압축성 유체의 압력강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에 나타낸 개략도와Fig. 1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작동유체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측,

정은 다공성재 전방에 설치한 열전대를T-type ,

압력강하는 의 차압계AUTOROL APT3100-D社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

터는 LabVIEW
TM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획득 처,

리하였다 다공성재 전방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과 유량을 조절하며 실험을 진행하였고 주,

요 측정 데이터는 다공성재 전방의 압력 공기의,

온도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강하 등,

이다.

실험에 사용한 다공성재는 소결금속으로 제작

된 를 고정에 사용된 플랜지powder plate (flange 에)

맞게 가공한 것으로 두께는 이며 의, 3.2 mm , pore

크기는 로 가지를 선정하였다50, 100, 200 m 3 .μ

와 같이 압력강하 측정 시 플랜지와 다공Fig. 2 ,

성재 사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테프론 가스

켓 을 이용하였다 실험조건은 다공(teflon gasket) .

성재 전방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유속이 3~10 m/s

인 범위로 ReK가 인 영역이다 이는 다공10~100 .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ystem

Fig. 2 Photo of porous media and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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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유동에서 가 적용되는Darcy's law ReK≤ 보1

다 큰 영역으로 내부의 압력강하가 속도에 대해

비선형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유동 영Non-Darcy

역에 해당한다.

실험결과 및 고찰3.

3.1 방정식Forchheimer

다공성 분사기의 개발에 앞서 고속의 압축성

유체가 다공성재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압력강하

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저속의 비압축.

성 유동이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경우 압력강하,

는 다공성재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점성저항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의 유동을, Darcy

유동이라 한다 가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유. Darcy

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은 경험식으로부터 유

도된 는 식 과 같이 정의한Darcy's law (1) 다.
(5)

 



∆

(1)

여기서 는 유체의 체적유량Q , P△ 는 압력강하,

는 채널 내에서 흐르는 유동방향에 수직인 단A

면적 은 다공성재의 유동방향의 길이, L , μf는 유

체의 dynamic viscosity를 말한다 또한 식 에서. , (1)

는 다공성재의 형상인자인 투과율이다K . Darcy's

는 일반적으로 식 와 같이 나타낸다law (2) .

∇  


 (2)

여기서 ∇ ∆이며, UD는 다공성재를 통

과하는 내부 유체의 평균속도(superficial velocity)

를 의미한다 고속의 유동이 다공성재를 통과하.

는 경우에 압력강하는 기존의 점성저항뿐만 아니

라 높은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관성저항의 영향,

으로 인해 속도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를 벗어나며 이를 유Darcy's law , Non-Darcy

동이라 한다 저속 유동에서 적용 가능한. Darcy

유동(CE 과=0) Beavers
(7)와 Sparrow

(8)이 실험한 고

속 유동에서의 마찰인자를 투과율 기준 Reynolds

수의 함수로 나타내어 에 비교하였다, Fig. 3 .
(6)

와 는 압력강하를 무차원화한 투Beavers Sparrow

과율 기준 마찰인자(fK 와 투과율 기준) Reynolds

수(ReK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5)

 


 (3)

Fig. 3 Relation between fK and ReK
(5)

와 는 압력강하를 무차원화한 투Beavers Sparrow

과율 기준 마찰인자(fK 와 투과율 기준) Reynolds

수(ReK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5)

 


 (3)

여기서 CE는 고속 유동에서 관성력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강하를 나타내는 상수Ergun

이다 식 에서. (3) fK와 ReK는 각각 식 와(4), (5)

같이 정의한다. 는 유체의 밀도, 는 kinematic

이다viscosity .

 




  
  (4)

 









(5)

에서 마찰인자Fig. 3 (fK 는) ReK≤ 인 영역에서는1

ReK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이후,

의 유동 영역에서는Non-Darcy ReK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값(CE 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유동의 압력강하는 관성저항으로. Non-Darcy

인한 압력강하를 추가하여 를 수정한Darcy's law

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Forchheimer

며 이는 식 과 같이 정의한다, (6) .
(9)

∇  


 





(6)

식 은 투과율과 상수를 도출하기 위해(6) Ergun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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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 relation between ∆ and 

기존의 연구로부터 ∆와 는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8) 식 (7)

에서 절편이 이고 직선의 기울기가y 1/K ,

 임을 이용해 투과율 와 상수(K) Ergun (CE)

를 도출할 수 있다.

압력강하 실험결과3.2

의 크기가 인 가지 경우Pore 50, 100, 200 m 3μ

에 대해 압력강하 실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식 을 계산하여(7) 에 나타내었다Fig. 4 .

식 을 계산하기 위해(7) 다공성재 전방에서 측정

된 공기의 압력 온도에 따른 와, dynamic viscosity

전방의 오리피스 유량계를 통해 유입되는 유량을

이용하여 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계산된 공기의 밀

도를 이용하여 을 도출하였다kinematic viscosity .

로 부터 식 에서의Fig. 4 (7) ∆와
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공성재의 투과율과. Ergun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작동유체로 비압축성 유체

를 이용하거나 밀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 작

동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한

다 이는 작동유체의 일정한 밀도를 식 에 적. (7)

용하여 손쉽게 투과율과 상수를 계산할 수Ergun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체로켓용 다공성 분사.

기는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유체가 기체 즉 압축,

성이므로 유체의 밀도에 따라 투과율과 상Ergun

수가 달라진다 다공성재 전방에서의 유량이 증.

가해 밀도가 커지고 압력이 올라감에 따라 다공,

성재를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강하가 다르게 나타

나게 된다 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의 크기가, pore 50 인 경우를mμ

Fig. 5 Linear relation between ∆ and
 according to pressure drop at pore
size 50 mμ

선정해 결과를 에 비교하였다Fig. 5 .

의 크기가 인 다공성재를 사용한 실Pore 50 mμ

험에서 측정한 압력강하 범위 중 가장 낮은 압력

강하 값인 과 가장 높은 압력강하 값57363.91 Pa

인 을 바탕으로 작동유체를 비압축성119889.28 Pa

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투과율과 상수를 이Ergun

용하여 식 을 계산하여 이를 에 나타낸(7) Fig. 4

실험 측정값과 비교하여 에 나타내었다 압Fig. 5 .

력강하가 실험으로 측정한 범위 중 가장 낮은

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때의 온도57,363.91 Pa

와 압력을 바탕으로 도출한 공기의 물성치를 식

에 적용하여 계산한 값은 영역 과 같이 낮은(7)

압력강하 영역에서는 일치하지만 축을 따라 유, x

속이 빨라질수록 측정된 값과 차이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압력강하가 측정.

한 범위 중 가장 높은 로 일정하다고119,889.28 Pa

가정하고 이 때의 온도와 압력으로 도출한 공기,

의 물성치를 식 에 적용하여 계산한 값은 영역(7)

와 같이 높은 압력강하 영역에서는 일치하지만,

낮은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체의 비압축성 가정은 맞지 않으.

며 유체의 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투과율과 Ergun

상수를 도출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작동유체가 압축성 유체일 때 실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축형 다공성 분사기

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압력강하와 이 때 측,

정된 공기의 물성치를 식 에 대입하여 도출한(7)

투과율과 상수를 정리하여 다시 압력강하에Ergun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의 크기가 인. Pore 50 mμ

경우는 에 나타낸 것과 같다Fig.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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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meability and Ergun coefficient base on
pressure drop at pore size 50 mμ

Fig. 7 Verification of calculated value ∆
&  at pore size 50 mμ

에서 압력강하에 따라 투과율은 감소하Fig. 6

고 상수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Ergun .

한 이를 작동유체의 압력강하에 관한 관계식으로

정리하여 식 에 나타내었다(8), (9) .

  ×   × ∆ (8)

   ×
 ∆ (9)

식 을 이용해 압력강하에 따른 투과율과(8), (9)

상수를 도출하여 식 을 계산해Ergun (7) Fig. 7에

나타내었다 작동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한 결.

과가 실험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압,

력강하에 따른 투과율과 상수를 도출하여Ergun

이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는 실험과 유사한 결과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 크기가 인 경우에 대pore 100, 200 mμ

해서도 압력강하에 따른 투과율과 상수의Ergun

관계를 각각 에 나타내었다Fig. 8, 9 .

의 크기가 일 때와 마찬가지로Pore 50 m , 100,μ

Fig. 8 Permeability and Ergun coefficient base on
pressure drop at pore size 100 mμ

Fig. 9 Permeability and Ergun coefficient base on
pressure drop at pore size 200 mμ

에서도200 mμ 압력강하에 따라 투과율은 감소하

고 상수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rgun . 최

종적으로 의 크기에 따른 투과율과 상, pore Ergun

수의 변화를 파악해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압력,

강하에 따른 투과율과 상수를 의 크기Ergun pore

에 대해 정리하여 각각 Fig. 10, 11에 나타내었다.

Fig. 10, 11로부터 의 크기가 인 경우를Pore 50 mμ

으로 하였을 때 의 크기가base line , pore 배 증

가함에 따라 투과율은  배 상수는, Ergun

 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식 를 일반화하(8), (9)

여 식 에 나타내었다, (10), (11) .

  ×   × ∆ 
× 

(10)

   ×
 ∆ 

× 
(11)

즉 의 크기가 인 경우는, pore 100 m 100/50=2μ 1

에서 n=1, 200/50=4=2
2에서 를 대입하여 계산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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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ermeability based on pressure drop at
pore size 50, 100, 200 mμ

Fig. 11 Ergun coefficient based on pressure drop
at pore size 50, 100, 200 mμ

을 수행한다 또한 의 크기가. , pore 50, 100, 200 μ

일 때 실험으로 측정한 투과율과 상수를m Ergun

식 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10), (12) Fig. 12,

에 나타내었다13 .

에서Fig. 12, 13 실선이 식 로 계산한(10), (11)

결과이며 이를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

여 압력강하와 의 크기에 따라 일반화된 투pore

과율과 상수 도출 관계식의 타당함을 검증Ergun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재의 투과율과.

상수를 압력강하의 함수로 표현하여 다공Ergun ,

성 인젝터에서 연소실로 추진제가 분사될 때 발

생하는 압력강하가 설계 요구조건으로 주어지면,

요구된 압력강하를 만족하는 다공성재의 크pore

기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크기가. Pore

일 때 실험으로 도출한 압력강하50, 100, 200 mμ

에 따른 투과율과 상수의 관계를 바탕으Ergun

로 실험하지 않은 영역인 크기, pore 25, 400 mμ

의 범위에서의 투과율과 상수를 예측해Ergun

에Fig. 12, 13 나타내었다.

Fig. 12 Permeability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at pore size 25, 50,
100, 200, 400 mμ

Fig. 13 Ergun coefficient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at pore
size 25, 50, 100, 200, 400 mμ

결 론4.

액체로켓용으로 고안한 동축형 다공성 분사기

에 적용하기 위해 다공성재를 통과하는 압축성

유체의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결금속을 사용해 크기가. pore 50,

100, 200 인 가지 경우에 대해 작동유체를m 3μ

압축공기로 선정하여 압력강하 실험을 수행했다.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과 압력을 변화시키며 실험

을 진행했으며 각 경우에서의 다공성재 전방의,

압력 공기의 온도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다공성, , ,

재의 압력강하를 결정하는 투과율과 상수Ergun

를 계산하였다 압축성 유체에 대해 압력강하에.

따른 투과율과 상수를 도출하였고 최종적Ergun ,

으로 압력강화와 의 크기에 따라 투과율과pore

상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일반화하여 나타Er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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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며, p 크기가 인 경우를ore 50 m base lineμ

으로 하였을 때 의 크기가, pore 배 증가함에 따

라 투과율은  배 상수는, Ergun  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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