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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brief introduction to application of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o domestic development of combustion devices for liquid-propellant rocket

engines. Multi-dimensional flow analysis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flow

uniformity and pressure loss inside the propellent manifold, from which the design

selection can be performed during the conceptual design phase. Multi-disciplinary

performance analysis of the thurst chamber can also provide key information on

performance-related design issues such as fuel film cooling and thermal barrier coating

conditions.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numerical models to resolve the

mixing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LOX/kerosene near the injection face plat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액체산소/케로신 추진 로켓 엔진 연소장치의 국내 개발에 있어서의 전산

유체역학 응용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추진제 공급부에 대한 다차원 유동 해석을 통해

유동 균일성을 확인하고 및 압력 손실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개념 설계 단계에서 추진제 매

니폴드 형상 설계안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다분야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을 통해 로

켓 엔진 연소기의 연료 막냉각 및 열차폐 코팅 조건 등 연소/냉각 성능 관련 설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향후 분사면 근처에서의 추진제 혼합 및 연소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석 모델/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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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은 높은 비추력을 갖는

추진제 조합을 사용할 수 있고 재점화를 포함한

추력 조절이 가능하며, 비행용 엔진에 대한 지상

에서의 연소시험 및 검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

따라 신뢰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장점 등으로 인

해 과학로켓에서 유인 우주발사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1 - 3]. 액체추진제 로

켓 엔진의 연소장치는 추진제의 화학반응에 의하

여 생성되는 연소가스의 운동 에너지로부터 주

추력 또는 터보펌프 터빈 구동력 등을 발생시키

는 핵심 구성 요소로, 연소기 및 가스발생기/예

연소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비용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액체추진제 로

켓 엔진 개발에 있어서 전산유체역학(CFD)을 포

함한 수치해석 방법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

써 하드웨어 제작 및 시험에 소요되는 노력을 경

감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 9].

본 논문은 액체산소/케로신 추진 로켓 엔진 연

소장치의 국내 개발 과정에서 CFD 기법이 활용

된 설계 영역과 in-house/공개소스 해석 도구 적

용 사례를 부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로켓 엔진

연소장치 설계/개발 과정에서의 CFD 적용 범위

와 유용성을 확인하고, 복잡한 물리적 현상에 대

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전산유체해석 모델/도구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연소장치

국내 개발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은 개방 사이

클의 터보펌프 공급 방식으로 작동되며, 이에 따

라 연소장치로는 주 추력을 생성하는 연소기와

터빈 구동에 필요한 연소가스를 생성하는 가스발

생기가 적용된다.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의 연소

장치는 발사체 임무에 따라 결정되는 요구 작동

시간 동안 추진제의 안정적인 연소를 보장함으로

써 하드웨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연소기와 가스발생기는 동일한 조합의 추

진제가 공급배관과 매니폴드로 유입되어 분사기

를 통해 분사된 후 연소실 내에서 혼합/연소되

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나,

기능 요구조건은 매우 다른 연소장치이기 때문에

특히 연소를 포함하는 물리적 현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연소기의 추력실 내부 형상은 추력을 포함한

성능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최대의 비추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연소기에서는 높은

연소효율에 따른 고온의 연소가스로부터 추력실

내벽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

여 연료 재생냉각, 분사면 외곽 연료 분사, 막냉

각 및 세라믹 열차폐 코팅(TBC: Thermal Barrier

Coating) 등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10]. 재생냉

각 방식의 연소기에서 냉각채널은 요구되는 냉각

성능과 제작상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압력

손실은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터빈 구동 가스를 생성하는 가스발생기

는 연소가스에 의해 터빈 블레이드에 열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혼합비가 연소기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연료과잉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가스발생기에서는 터빈 매니폴드 입구 단면에서

최대한 균일한 연소가스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

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생냉각 방식의

연소실부를 적용하는 경우 벽면 열하중 완화 및

연료 온도 상승에 의한 추진제 혼합 촉진을 기대

할 수 있다.

소형위성 발사체(KSLV-Ⅰ) 개발사업 수행 기

간 중 개발된 30톤급 엔진 연소기[11] 및 가스발

생기[12]의 설계점 작동 조건과 외형 등을 표 1

및 그림 1에 각각 예시하였다. 30톤급 엔진 연소

장치 개발을 통하여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

체(KSLV-Ⅱ) 1단/2단 75톤 엔진 및 3단 7톤급

엔진 연소장치의 설계/해석/제작/시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연소기와 가스발

생기는 추진제에 대한 초임계압 조건에서 작동하

기 때문에 추진제 분사, 혼합 및 난류 연소 현상

의 해석에 있어서 실제 유체 기반의 상태량 변화

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초임계압 조건에서 작

동하는 케로신/액체산소 추진제의 연소 현상에

대해서는 실험적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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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높은 신뢰도를 갖는 상세 해석 도구가 개발

될 경우 유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combustor gas generator

chamber pressure, bar 60 57.8

mixture ratio 2.44 0.321

mass flow rate, kg/s 88.8 4.40

- oxidizer(LOX), kg/s 63.0 1.07

- fuel(kerosene), kg/s 25.8 3.33

nozzle expansion ratio 12.0 -

gas temperature, K - 900

표 1. 국내 개발 30톤급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연소기[11] 및 가스발생기[12] 설계 규격

그림 1. 국내 개발 30톤급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연소기(상)[11] 및 가스발생기(하)[12] 시제품 및

연소시험

3. 유동 해석(추진제 공급부)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연소장치에서 산화제와

연료는 연소장치 헤드부의 산화제/연료 매니폴

드로 각각 유입된 후 다수의 분사기 홀을 통해서

연소실로 분사된다. 연소장치에서 매니폴드를 포

함한 추진제 공급부의 내부 형상은 추진제 분포

의 불균일성에 따른 연소 성능 저하 및 hot spot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압력 손실 또한 최소

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차원 유동 해석 기

법을 활용하면 추진제 유입부 형상 변경, 유동

분배판 삽입 및 분사기 배치 등에 따른 매니폴드

내 유동 균일성 및 압력 손실 개선 경향을 예측

함으로써 설계안을 평가/선정할 수 있다. 추진제

매니폴드 유동 해석에서 분사기에 의한 차압은

분사기 내부를 다공성 매질 영역으로 가정하고

다공성 매질에 의한 점성 저항 값을 조정함으로

써 모사 가능하다.

이밖에도 연료 재생냉각 방식의 연소장치에서

냉각/차압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연료 링

을 포함한 연료 공급부의 내부 형상, 연료 공급

홀의 크기/개수 및 냉각채널 분기 구조 등을 설

계하는 과정[13]과 연소기의 횡방향 연소 불안정

성을 제어하기 위한 배플형 분사기의 내부 유로

설계에 따른 냉각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14] 등

에도 CFD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3.1 연소기 산화제 매니폴드 유동 해석[9]

KSLV-Ⅱ 3단에 적용 예정인 7톤급 액체엔진

연소기의 산화제 매니폴드 내 유동 해석을 통해

유동 균일성 제고를 위한 설계 요소를 확인하였

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석 도구로는 공

개소스 CFD toolbox인 OpenFOAM[15]의 표준

solver를 활용하였다. 해석 영역은 그림 2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유입 배관을 포함한 산화제 매니폴

드 및 산화제측 분사기로 설정하였으며, 중심면

에 대한 대칭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analysis tool/solver OpenFOAM-2.1.x/porousSimpleFoam

governing equations 3-D incompressible RANS

turbulence model
realizable k-ε

standard wall function

numerical scheme pressure based(SIMPLE)

spatial discretization
convection term: 2nd order upwind

diffusion term: 2nd order central

injector-induced

pressure drop

viscous resistance of porous media

  







표 2. 유동 해석 도구, 기법 및 가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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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동 해석 영역 형상(OM1)[9]

design alternatives OM1 OM2 OM3 OM4

min. & max. of 
-4.280

2.470

-2.426

2.632

-2.393

1.254

-1.755

1.745

 , %OM2 
176.4

93.8

100.0

100.0

98.6

47.6

72.3

66.3

standard deviation of MFR,

%average
1.902 1.151 0.8219 0.8153

 through the manifold,

bar
2.5242 1.3141 1.4736 0.9564

increase in , %OM1  0.00 -47.94 -41.62 -62.11

표 3. 설계안별 MFR 편차 및 전압력 손실 예측[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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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M4

그림 3. 분사면에서의  분포 예측[9]

기본 매니폴드 형상(OM1)에서 유입 배관 직경

만을 확대한 OM2 형상을 기준으로 수평 분배판

삽입(OM3) 및 배관 접합부 변형(OM4) 등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각 설계안에 대한 목표

질량 유량율(MFR: Mass Flow Rate) 대비 편차

[%]() 및 전압력 손실() 등을 표 3에, 분

사면에서의  분포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산화제 유입 배관 직경 확대 및 접합부 변형을

통하여 OM4에서는 분사기별 MFR 편차를 약

-1.76 ∼ 1.75 %로 감소시킬 수 있고, 전압력 손

실 또한 OM1 대비 약 62 %가 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3.2 가스발생기 연료 매니폴드 유동 해석

X

Y

Z

그림 4. 연료 매니폴드 설계안 KM1 격자계(Blue:

Inlet, Orange: Outlet, Yellow: Symmetry)

X

Y

Z

그림 5. 연료 매니폴드 설계안 KM2 격자계

7톤급 액체엔진을 위한 비냉각형 가스발생기의

연료 매니폴드 내 유동 해석을 통해 분사기 출구

MFR 편차 및 차압 감소를 위한 형상 설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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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기본 매니폴드 설

계안(KM1)에 대한 유동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그림 5에 제시된 KM2로 형상을 수정하였다.

(a) KM1 (b) KM2

그림 6. 분사기 접선홀 관통 수평 단면에서의 정압

분포 예측

KM2에서는 KM1에서 나타난 분사기 간 유동

불균일성을 해소하고자 외곽 분사기 배치 방향

및 방사형 유로의 개수/직경을 변화시켜 외곽

분사기 접선 홀과 방사형 유로 간의 상대 위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였다. 그림 6에서 형상 수정

에 따른 분사기 접선 홀 단면에서의 정압 분포

균일성 향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형

상으로 가스발생기 개발모델을 제작하여 연소시

험을 수행한 결과 헤드면에서의 유동 불균일성으

로 인한 작동성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4.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추력실부)

연소기 추력실부의 초음속 노즐부 형상 설계

및 연소/냉각 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설계 요소

의 영향 평가에는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추력실

에 대한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이 가능하도

록 개발된 in-house 해석 도구(KPP2D[7, 16])를

활용할 수 있다. KPP2D에 적용된 수치적 기법

및 물리적 모델 등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국내

개발 연소기에 대한 연소 시험 결과와의 지속적

인 비교/검증을 통하여 해석 도구의 유용성을

확인/제고하고 있다.

analysis tool KPP2D

governing equations
Navier-Stokes equations for 2-D,

axisymmetric/compressible/swirl flow

numerical scheme
PISO

(extended to flows at all Mach number)

turbulence

low Reynolds number 
model[18](compressibility effect of the

nozzle flow)

combustion[7]
modified laminar flamelet model[6]

with detailed chemistry

propellant mixing

mixture fraction bas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model(non-uniformity induced by film

cooling)

real fluid properties RK-PR equation of state[6]

heat transfer to

wall/cooling channel

1-D thermal resistance model

(two-way coupling with flow solver)

film cooling real fluid mixture model

fuel(kerosene)[7, 16,

17]

combustion: chemical surrogate model

coolant: physical surrogate model

표 4. KPP2D의 수치 기법 및 물리적 모델

4.1 해석 도구 검증[19]

chamber pressure, bar 70

fuel/oxidizer Jet A-1/LOX

mixture ratio 2.45

propellant MFR, kg/s 4.34

fuel MFR, kg/s 1.26

film cooling MFR, kg/s(%fuel) 0.1578(12.5)

vacuum thrust, tonf 1.46

vacuum specific impulse, s 336.44

expansion ratio 94.5

표 5. 7톤급 엔진 연소기 축소형 모델 설계 규격[19]

7톤급 엔진 연소기 축소형 모델의 연소 시험

조건에 대한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을 수행

하고 확대 노즐부 벽면 압력 및 냉각 성능 예측

결과를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써 해석 도구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다. 축소형 모델 연소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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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규격 및 형상은 표 5 및 그림 7에 제시하였

으며, 추력실 벽면에는 물을 이용한 채널 냉각이

적용되었고 별도의 내열/내산화 코팅은 적용되

지 않았다.

그림 7. 연소기 축소형 모델 개요 및 온도/Mach 수

분포 예측[19]

ID 혼합비
연소압,

bar

추진제

MFR,

kg/s

막냉각

MFR,

kg/s

55_DP 2.51 69.7 4.38 0.18

56_OD5 2.44 59.4 3.72 0.16

57_OD5 2.43 59.5 3.72 0.16

58_OD7 2.49 81.7 5.16 0.21

59_DP 2.48 69.1 4.49 0.18

표 6. 연소시험 및 해석 조건[19]

그림 7의 온도 분포도에서 벽면 근처에 저온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헤드부에서의 연료 막냉각

적용에 따른 결과이다. 설계점(DP) 및 설계점과

동일한 혼합비의 저압/고압 탈설계점(OD5/OD7)

작동 조건에 대한 연소시험 및 해석 조건을 표 6

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한 작동 조건에 따른

고팽창비 영역에서의 벽면 압력 분포 예측 결과

를 측정값과 비교하여 그림 8에 제시하였다. 그

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냉각수 온도

변화 또한 추력실 내벽에 생성되는 soot 층에 의

한 열차폐 효과를 고려할 경우 측정값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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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작동 조건에 따른 고팽창비 영역에서의

연소실 벽면 압력 분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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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작동 조건에 따른 냉각유체 온도 상승

예측[19]

4.2 설계 요소에 따른 성능 trade-off 해석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 도구를 활용하여

연소기 추력실부의 다양한 설계 요소가 연소/냉

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성능 개

선에 주효한 설계 요소를 식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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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막냉각 유량 vs 연소/냉각 성능[20]

1100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2500 2700 2900 3100 3300 3500

FC_12

T [K]

Pch= 6.0 MPa
O/Foverall=2.44

2nd film cooling

e =12

1st film cooling

FC_00

그림 10. 연소기 개요 및 막냉각 적용 여부에 따른

온도 분포 예측

(상: 12% 막냉각 적용, 하: 막냉각 미적용)[20]

Film cooling amount (% of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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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막냉각 유량에 따른 특성속도 및 진공

비추력 변화 예측

연료 막냉각이 적용된 연소기에 있어서 막냉

각 유량에 따른 연소/냉각 성능 변화를 예측하

기 위하여 전체 혼합비 및 작동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막냉각 유량만을 변화시키면서 연소/

냉각 성능 통합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연소기는 그림 10에, 막냉각 유량에 따른 특성속

도() 및 진공 비추력() 변화 경향은 그림 11

에 제시하였다. 막냉각 유량이 감소할수록 연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료량은 증

가하게 되어 연소 효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

낸 반면, 냉각 성능은 그림 12에 제시한 바와 같

이 막냉각 유량 감소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그림 12에서 FC_12는 총 연료의 12 %

가 막냉각에 사용되는 작동 조건을, FC_00은 막

냉각이 적용되지 않은 작동 조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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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막냉각 유량에 따른 냉각유체 온도 변화

예측[20]

4.2.2 TBC 조건 vs 냉각 성능[21]

그림 13. 연소시험 시제 개요 및 압력/온도 분포

예측(본드 코트 및 탑 코트 두께 각 200 )[21]

추력실 내벽 보호를 위하여 TBC를 적용한 재

생냉각 방식 액체엔진 연소기의 냉각 성능 및 노

즐목 근처에서의 코팅 층 표면 온도 변화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TBC 조건에 따른 냉각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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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TBC 조건에 따른 코팅

내구성 확인을 위한 연소시험 시제 구성 및 압력

/온도 예측 결과는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그림

14에 제시한 냉각수 온도 상승 정도 예측값은 측

정값과 약 3∼7 ℃ 차이를 나타내었고, 코팅 조

건에 따른 냉각수 온도 상승 경향 또한 타당하게

예측함으로써 해석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에서 B200-T200 조건은 본드

코트(B)와 탑 코트(T)의 두께가 각각 200 임

을, B150-T300 조건은 본드 코트와 탑 코트의 두

께가 각각 150 과 300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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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냉각유체 온도 상승 예측값-측정값

비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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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탑 코팅 두께에 따른 냉각유체 온도

및 TBC 표면 온도 예측[21]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탑 코팅 두께가

증가할수록 TBC에 의한 열차폐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냉각유체의 온도 상승은 억제되는 반면,

추력실 내부로부터 냉각채널로의 열유속은 감소

하기 때문에 코팅 층 표면 온도는 상승하게 된

다. 따라서 요구되는 냉각 성능을 만족하면서도

코팅 표면의 건전성 또한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TBC 두께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막냉각 등 다

른 냉각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TBC

적용에 따른 질량 증가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5. 결 론

국내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연소장치의 설계/

개발에 적용 중인 CFD 방법론 및 해석 도구 활

용 사례를 부분적으로 소개하였다. 다차원 열/유

동 해석 또는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연소장치의 내부 형상 설계, 연소

/냉각/수력학적 성능 예측 및 다양한 설계 요소

에 대한 trade-off 분석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시험 결과와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CFD 기법의

적용 가능성 및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 연소기의 설계 역량 제

고 및 개발 과정 중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개발 비용 절감 및 일정 단축을 위해서는 연소성

능, 연소안정성 및 열전달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요소인 분사기와 관련된 복잡한 물리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

험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초임계압 조건에

서의 케로신/액체산소 분사 및 연소 현상에 대

하여 높은 신뢰도를 갖는 상세 해석 도구를 개발

하기 위한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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