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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 to investigate the internal mixing flow characteristics by recess length of swirl 

coaxial injector for gas generator has propellant of Kerosene-LOx. Recess length is a very 

important element, have influence in spray stability and LOx post damage. The influence of 

recess length was analyzed by visualizing internal flow and measuring liquid film thickness and 

manifold pressures. Also, frequency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liquid film thickness 

measurement with mixing time. 

       록

  본 연구는 Kerosene-LOx를 추진제로 하는 가스발생기용 스월 동축형 인젝터의 리세스 길이에 따른 

내부 혼합 유동의 특성 악을 목표로 하 다. 리세스 길이는 분무 안정성, 내부 LOx post 손상 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액막두께, 매니폴드 압력 측정  내부 유동 가시화를 통해 리세스의 

향을 분석하 고, 추진제 혼합 후의 액막두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주 수 특성을 분석하 다.

Key Words: Swirl Coaxial Injector(스월 동축형 인젝터), Gas Generator(가스발생기), Recess 

Number(리세스 수), Liquid Film Thickness(액막두께), Internal Flow(내부 유동)

1. 서    론

  액체로켓엔진에서 open cycle에 사용되는 가

스발생기는 기본 인 인젝터 설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터보펌 를 구동하는 데 있어 터

빈에 공 되는 연소 가스 온도의 제한으로 인해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비가 조 되어야 한다. 일

반 으로 연소 가스 온도는 터빈의 재질에 의해 

1000K 이내로 제한 받기 때문에 연료 과농

(fuel-rich)이나 산화제 과농(oxidizer-rich) 조건에

서 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스발생기에서 인

젝터의 요성은 주 엔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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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안정성 등에 직 으로 향을 다. 

  동축형 인젝터에서 일반 인 화염부착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리세스는 내부 인젝터가 외부 인

젝터 면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간 형상을 말한

다. Clark과 Dombrowski[1]는 공기역학  불안

정 이론에 근거하여 액막의 분열길이에 한 식

을 유도하 으며, 김동  등[2]은 두 추진제의 

내부 충돌에 의한 ripple의 형성을 확인하고, 리

세스 길이에 따른 ripple의 진폭이 동축 분무의 

분열과정을 지배한다고 하 다. Glogowski와 

Micci[3]는 화염부착기구로 작용하는 리세스 

역 내의 재순환 유동의 존재를 실험 으로 확인

하 다. Sivakumar와 Raghunandan[4]은 액체-액

체 스월 동축형 인젝터에서 리세스 길이에 따른 

미립화 특성을 연구하 으며, 리세스 길이가 증

가함에 따라 미립화 특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언

하 다. 박희호 등[5]은 이  스월 인젝터에서 

분사압력  리세스가 분무각, 출구속도 성분, 

액막두께에 미치는 향에 해 수치 해석  연

구를 수행하 다.

  실제 가스발생기에 한 연구결과로는 송주  

등[6]이 연소시험  내부 LOx post 손상에 한 

원인을 연소불안정, 종단시 purge, LOx 분사기 

유량, 큰 분무각 등으로 분석하 으며, 안규복 등

[7]은 분사기 당 유량에 따른 실물형 가스발생기

의 연소특성을 비교하 으며, 분사기 수가 증가

함에 따라 LOx post 손상이 증가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발생기용 스월 동축형 인

젝터에서 리세스 길이에 따른 내부 유동의 특성

을 주로 살펴보았으며, 지 까지의 연구 결과들

과 달리 노즐 끝단 부근에서의 정확한 액막두께 

측정과 가시화 등을 통해 두 추진제의 내부 충

돌 후의 유동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2. 실험장치  조건

2.1 인젝터 설계  장치구성

  본 연구에서는 Kerosene과 LOx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스월 동축형 인젝터를 설계 제작하

으나, 인젝터 재질이나 실험조건 등으로 인해 유

사 추진제로 물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스

월 동축형 인젝터는 일반 인 수력학  차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내부는 산화제용 인젝터가 

외부는 연료용 인젝터가 치하고 있다. Fig. 

1(a)에서와 같이 내부 산화제 인젝터는 리세스 

길이에 따른 내부 유동을 분석하기 해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외부 연료 인젝터는 가

시화를 시도하기 해 다른 part가 겹치지 않도

록 아크릴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되었다. Fig. 

1(b)는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액막두께 측정 

방식을 나타낸다. 액막두께 측정은 Kim 등[8]의 

기 도도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 으며, 보다 

정 한 측정을 해 극 간격을 1.1 mm로 

반 이상을 축소하 으며, 기존의 오링을 이용해 

기 하는 방식이 아닌 극 면 체의 기 을  

해 테 론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 다. 극

은 오리피스 끝단에서 1 mm 상부에 치하고 

있어 액막두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험장치 구성은 Fig. 2와 같으며, 산화제와 연

료의 각 매니폴드에 유체 공 라인 외에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2 mm의 hole을 추가하 다. 

실제 측정에서는 산화제와 연료의 매니폴드 압

력변화, 액막두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a)

(b)

Fig. 1 Schematic of swirl coaxial injector : 

           (a) overall cross section 

           (b) detail view of electrod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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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apparatus

항 목 Oxidizer Fuel unit

유 량 56.32 175.26 g/s

O/F ratio 0.321 -

△P 7.6 8.5 bar

dnozzle (오리피스 직경) 4 10 mm

μ (discharge coeff.) 0.123 0.081 -

np (홀의 개수) 4 6 -

dp (홀의 직경) 1 1.2 mm

Table 1. Design specification of swirl coaxial injector

  세부 인젝터 설계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O/F ratio가 0.321로 연료 과농형이며, 산

화제와 연료의 유량이 각각 56.32, 175.26 g/s이

다. 설계 유량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30

톤  액체로켓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발생기

에 사용되는 개당 분사기 유량과 유사하게 하

다. 

2.2 실험방법

  리세스 수는 오리피스 끝단으로부터의 리세스 

길이를 내부 산화제 분무가 외부 인젝터 벽면에 

닿는 거리로 나  형태로 결정된다. 내부 산화제 

인젝터의 분무각은 일반 으로 설계시 사용되는 

수력학  이론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이론

에 의한 분무각은 마찰과 성의 향이 고려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세스 길이가 0 mm인 산

화제 단일 분무로부터 계측된 분무각(88.4°)을 사

용한다. 각 경우에 해 액막두께 측정은 산화제 

단일 분무 측정, 연료 단일 분무 측정, 산화제 

연료 동축 분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산화제와 연료의 단일 분무를 측정하는 이유

는 리세스 길이가 산화제 분무뿐만 아니라 연료

의 단일 분무에도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함

이다.  

3. 실험결과

3.1 리세스 길이에 따른 분무각 변화 측정

  Figure 3은 리세스 수에 따른 분무 패턴을 나

타낸다. 리세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무각이 감

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무각 변화의 폭이 체

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인젝터가 

연료 과농형으로 외부(연료) 인젝터의 유량이 내

부(산화제) 인젝터의 유량보다 3배 이상 많기 때

문에 리세스 길이에 따른 분무각 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젝터의 리

세스 길이는 두 추진제의 충돌(혼합) 치를 변화

시키게 되므로 분무특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

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분무 이미지만으로는 외

부혼합에서 내부혼합으로 변경되는 지 을 명확

히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에 리세스 수에 따른 정확한 액막두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천이 지 을 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3.2 리세스 수에 따른 내부 유동의 변화 측정

  산화제, 연료 단일 분무를 통해 리세스 길이가 

RN=1.0
( = 81.6°)

RN=1.3
( = 79.5°)

RN=1.7
( = 77.8°)

RN=2.0
( = 77.0°)

RN=2.3
( = 76.7°)

RN=2.6
( = 76.2°)

RN=3.0
( = 75.9°)

RN=3.3
( = 74.4°)

Fig. 3 Spray patterns with recess number

  



- 16 -

단일 분무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연료 단일 분무에서는 리세스 길이가 증가

함에 따라 액막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는 연료 단일 분무시 유동이 내부 산화제 

인젝터 오리피스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

낸다. 독립 인 에서 인젝터 내부를 볼 때, 

연료 단일 분무는 내부 유동이지만, 산화제 단일 

분무는 외부 유동으로 볼 수 있다. 산화제 단일 

분무 시 오리피스 끝을 떠난 유동이 연료 인젝

터 벽면과 충돌할 때, 충돌지 에서 재순환 역

이 존재함도 알 수 있었다. 

  Figure 4는 연료 과농형 스월 인젝터에서 리세

스의 존재에 따른 내부 혼합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 으로 연료의 유량이 산화제의 유량

보다 3배 이상 많지만, 산화제 유동에 의해 연료 

유동이 향을 받고 있으며, 연료 단일 분무에서

의 액막두께보다 동축 분무일 때의 액막두께가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액막두께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Figure 5는 리세스 수에 따른 추진제 간의 혼

합 후의 매니폴드 압력 변화를 나타낸다. 리세

스 수에 따라 분무각 등은 일정한 변화 경향을 

보이지만, 매니폴드 압력 변화에서는 특정한 경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Fig. 5(b)의 액

막두께 변화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리세스 수가 총 8 경우로 변하는 동안 매니폴드 

압력은 측정된 값을 살펴보았을 때, 진폭 변화 

등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액막두께는 리세스 

수가 변함에 따라 혼합 후의 액막두께 증감 경

향  진폭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Fig. 4 Internal mixing pattern in recessed swirl coaxial 

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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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taneous measurement at RN = 2.6

      (a) pressure variations in manifold 

      (b) film thickness variations in the exit orifice

액막두께 측정결과는 분무 이미지를 통해 추정

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수치 으로 명확하게 살

펴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Figure 6는 리세스 수에 따른 wave의 주 수 

 진폭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6(a)에서는 

추진제 혼합  연료 단일 유동과 혼합 유동 모

두 리세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wave의 주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추진제 혼합 후

의 주 수 역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주 수 분석에서 연료 단일 유동과 혼

합 유동을 비교한 것은 혼합유동에서 발생되는 

주  역이 내부(산화제) 유동에 향을 받는

지의 여부를 단하기 함이다. 실험에 사용된 

스월 동축형 인젝터의 O/F ratio가 0.321로 연료

의 유량이 산화제 유량보다 약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내부 인젝터로부터의 유동이 외부 인젝

터의 유동에 별다른 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Fig. 6(b)에서 볼 수 있듯이, 리세스 길

이가 1 mm 간격으로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

문에, wave의 진폭 값이 리세스 수에 따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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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ave analysis based on mixing point ; (a) wave 

frequency [Hz] (b) wave amplitude [μm]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Wave의 진폭 변화를 보

면, 혼합 과 후 모두 리세스 수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F ratio에 의해 혼합 

과 후의 주 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부(산화제) 유동이 미치는 향은 작지만, 외부

(연료) 유동의 진폭을 약간 이는 결과가 나타

났다.

  Figure 7에서는 연료 단일 분무에서는 리세스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액막두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료 단일 분무 시 유동

이 LOx post tip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

낸다. 앞서 살펴본 분무각 변화에서는 알 수 없

었던 내부/외부 혼합 유무도 정해 볼 수 있다. 
혼합  외부(연료) 인젝터 유동의 평균 액막두

께와 혼합 유동의 평균 액막두께를 비교해보았

을 때, 평균 액막두께가 거의 같은 지 을 내부/
외부 혼합의 천이 역으로 볼 수 있다. 한, 
리세스 길이에 따른 외부(연료) 인젝터 유동은 

일정한 액막두께를 나타내지 않고 일정한 경향

으로 변하는데, 이는 외부(연료) 인젝터 벽면과 

내부(산화제) 인젝터 post tip과의 간격과 리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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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veraged liquid film thickness based on mixing 

point

  

길이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이는 실제 연소 

시 발생하고 있는 LOx post tip 손상과도 유 한 

것으로 여겨지며, 추가 인 실험과 분석이 요구

된다.

4. 결    론

  

  액체로켓엔진의 가스발생기에서 사용되는 연

료과농형 스월 동축형 인젝터에서 리세스 길이

에 따른 내부 유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 까

지 스월 동축형 인젝터에서 내부유동의 특성에 

한 실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앞으로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정확한 분석을 해 

인젝터의 오리피스 끝단 부분에 치하는 극

을 통해 액막두께를 측정하 고, 추진제 혼합 

후의 내부 유동 특성을 주 수  진폭 변화 등

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리세스의 향에 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추진제 간 충돌 이후의 유동 변화를 오리피스 

내부의 가시화, 액막두께 측정을 통해 분석하

으며, 내부(산화제) 인젝터 유동의 향으로 

외부(연료) 인젝터 유동의 액막두께가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유동의 단순 합이 

아닌 O/F ratio  리세스 수에 따라 추진제 

혼합 후의 액막두께 변화가 나타났다.

2. 내부유동을 가시화하는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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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추진제 간 충돌 이후 유동에서 나타

나는 wave의 주 수나 진폭 등의 존재 여부

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으며, 리세스가 유

동의 wave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료 과농형 인젝터에서는 wave의 특성

이 추진제 혼합과정 이 의 외부(연료) 인젝

터 유동에 지배 인 향을 받음을 알 수 있

었다.

3. 추진제 간 충돌 이후의 유량 섭동이 추진제 

공  라인에서의 압력 섭동과 함께 실 연소

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정 주 의 원인

으로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 으

며, 여기에는 추가 인 분석과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연료 과농형 인젝터에서는 리세스 

수에 따라 내부(산화제) 인젝터 유동이 외부

(연료) 인젝터 유동에 거의 향을 끼치지 않

았으며, 이런 결과를 통해 O/F ratio에 따른 

추가 분석  실험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4. 내부 오리피스에서의 액막두께 측정 방법을 

통해 동축 분무뿐만 아니라 추진제 단일 분

무에서도 리세스에 한 향을 알 수 있었

고, 분무 사진이나 분열 길이를 통해 리세스

의 향을 분석하는 방법보다 더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연료 단일 유동이 

산화제 오리피스의 길이 등에 향을 받는 

등의 실험 결과를 통해, 연소시험 시 LOx 

post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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