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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로켓엔진에서 연소압이 비추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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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quid rocket engine performance has been analyzed as a function of combustion pressure with 
LOx/RP-1R. The present method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specific impulse for various combustion 
pressure with given pump head model. The optimal combustion pressure is between 150 bar and 200 
bar for given efficiencies. Both the optimal combustion pressure and the specific impulse increase for 
increased turbine efficiency. The optimal combustion pressure decreases and the specific impulse 
increases for increased combustion efficiency. The pump efficiency and the turbine inlet temperature 
have the same qualitative effect as the turbin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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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체로켓엔진은 추진제를 고압환경에서 연소시

켜 연소가스를 최대한 가속함으로써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추진제의 가압은 터빈과 펌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터빈을 구동한 가스를 주연

소기로 회수하거나 별도의 축소-확대 노즐을 통

하여 초음속으로 배기하는 방식에 따라 스테이지 

사이클과 가스발생기 사이클로 대별된다. 가스발

생기의 연소가스는 터빈을 구동시켜야 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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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s Generator Cycle Liquid Rocket Engine 
System Schematic

로 터빈소재의 허용 최대 온도 이내에서 유지되

어야 하며 3000 K 이상의 초고온 환경이 유지되

는 주연소기에 비하여 낮은 온도가 일반적이다. 
주연소기의 연소압력은 높을수록 연소성능이 증

가하지만 연소압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진

제의 가압동력이 증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발생기의 유량이 증가해한다. 따라서 연소압 

증가는 주연소기의 효율 증가와 터보펌프의 동력 

증가를 수반한다. 후자는 로켓엔진의 성능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손실요인이므로 연소압 

증가에 의하여 효율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동시

에 발생하므로 엔진 시스템의 비추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조건이 존재한다. 한편 스테이지 사

이클 엔진에서는 터빈을 구동한 가스가 주연소기

에서 재연소되어 추력증가에 기여하여 이러한 손

실요인이 상쇄되므로 연소압 증가에 의한 비추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O'Brien과 Ewen(1)은 사

이클, 추진제 등의 조합에 대하여 엔진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LOx/RP-1R을 사용한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에서 비추력 최적 압력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O'Brien과 Ewen의 연구를 확장

하여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의 비추력 최적조건

을 해석할 것이다. 엔진 시스템의 최적 운전조건

은 서브시스템의 효율, 소재의 허용온도, 연소압 

유지를 위한 소요차압 등에 의하여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위에 나열한 인자들이 비추력 최적 

연소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3. 해석 방법

비추력은 추력과 추진제 소모량과의 비로 정의

되며 효율적인 추진제 사용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식은 비추력 관계식이다. 

  

   (1)

비추력 계산을 위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개발된 

KEB(2)가 사용되었다. 
연소기의 이론 특성속도는 CEA(3)를 사용하여 

구하며 연소효율은 연소압의 함수로 정의된다. 
고온/고압 환경에서 작동되는 연소기 내의 추진

제 연소는 평형상태로 가정하며 효율을 곱하여 

연소기의 특성속도와 노즐계수를 구한다. 
가스발생기에서 생성된 터빈구동용 가스의 물

성은 측정결과와 이론적인 경향성을 조합하여 식 

(2)~(4)의 관계로 모사된다. 가스발생기 가스는 터

빈 구동 후 터빈 배기노즐을 통하여 배출되며 이

때 생성되는 추력은 이론적인 관계식 (5)와 식 

(6)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가스발생기의 생성물은 

연료농후 조건의 연소물로서 해석에 의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제시한 LOx/kerosene(4)을 사용한 측정 결과를 사

용하였다. 

      (2)

         (3)

         (4)

   



 



   (5)

  



  

 

 





 
 

 





   
    (6)

펌프의 출구압은 배관, 밸브, 분사기, 재생냉각 

채널차압, 연소압 등을 합한 것이며 엔진의 설계

가 끝나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설계 단계

에서 필요한 차압은 경험적으로 산정하거나 모델

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O'Brien과 Ewen은 

LOx/RP1R을 사용한 재생냉각형 엔진에서 산화제 

펌프와 연료 펌프의 출구압을 연소압의 함수 형

태로 제시하였다. Fig. 2는 펌프의 출구압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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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MIL-spec. RP1을 사용하였을 경우 필요한 

연료 펌프 출구압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를 재생냉각 유체로 사용

할 경우 고온에서 열분해되어 고형의 물질로 변

환되는 코킹현상이 발생한다. 이들은 냉각수 접

촉벽에 침착되며 열저항으로 작용하므로 냉각성

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 냉각성능이 저하

되면 벽온도가 올라가 코킹현상이 가속되므로 냉

각수의 특성에 의하여 허용 가능한 냉각수 접촉 

벽의 최대 허용온도 
가 정해진다. 반면에 연

소실과 접하는 벽면온도의 최대값 
는 연소실 

벽의 소재에 의하여 정해진다. RP-1R의 경우, 

=700 K(1)이다. 지르코늄동의 경우 

=800 

K(1)이다. MIL-spec. RP1이나 kerosene(5)의 경우, 
RP-1R보다 낮은 코킹온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생냉각 차압이 증가한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추력 계산 방법의 정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추력 270 톤급 가스발

생기 엔진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였고 O'Brien과 

Ewen이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소기의 비

추력 효율 97%, ==77%, =70%, 
=80%가 적용되었으며 확대비는 O'Brien과 Ewen
이 제시한 조건과 동일하며 연소압의 함수이다. 
Fig. 3은 연소압에 의한 비추력 변화를 나타낸다. 
연소압 150 bar 이상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

생한다. 정량적인 차이는 터보펌프의 적용 효율

과 가스발생기 연소물의 물성 모델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계산 방법의 오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두 결과는 최적 연소압 6% 및 최대 비추력 

0.2%의 상대오차를 보이며 이로써 본 해석 방법

variable value unit
 70 %
 70 %

 2.8 -
 50, 60, 70, 80 %
 97 %
TIT 1000 K

Table 3 List of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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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한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는 연소압에 의한 비추력 변화를 나타

낸다. 엔진 시스템은 추진제 공급을 위한 가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연소압이 증가하면 펌프

구동 동력이 함께 증가한다. 연소압 증가에 의한 

연소기의 비추력 증가는 점차 포화되는 반면 펌

프동력은 연소압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적정 연소압에서 비추력 최대값을 가지면 

실제 엔진의 경우, 연소압 증가에 따라 냉각 요

구량도 함께 증가하므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Fig. 4에서 터빈 효율이 감소할수록 

최적 연소압도 함께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이는 앞서 설명한 연소압을 증가시키기 위한

손실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
성능의 구성품을 사용할 경우, 최적 연소압이 낮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스발생기 유량은 

터빈 구동 이후에 가속노즐을 통하여 최대의 추

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낮은 연소온도로 

인하여 연소기보다 월등히 낮은 비추력 성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5에서 연소압 증가

에 대한 가스발생기 유량증가가 선형 비례보다 

약간 더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펌프구동

동력 증가와 냉각요구량 증가가 합쳐진 효과로 

볼 수 있다. 펌프구동동력 증가는 연소압에 선형

비례하고 냉각요구증가에 의한 펌프 헤드 상승은 

연소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Fig. 5 역시 

터빈 효율이 낮아질수록 많은 가스발생기 유량이 

소모됨을 나타낸다. 
Figure 6은 주요 성능인자의 변화에 의해서 최

적 연소압과 최대비추력값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를 나타낸다. 효율 1% 포인트 또는 독립변수 물

리량의 1% 변경에 대한 최적 연소압과 최대 비

추력의 상대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연소효율 

가 기준값보다 증가하면 최적연소압은 낮은 값에 

형성되며 비추력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

을 의미한다. 터빈 효율 가 증가하면 최적연

소압은 보다 높은 값으로 옮겨가며 최대비추력 

역시 약간 높아진다. 유동저항을 나타내는 

나 가 높아지면 최적연소압도 낮은 위치에 

형성되고 비추력도 낮아진다. 

5 결  론

LOx/RP-1R을 이용한 가스발생기 사이클 로켓

엔진의 성능변화를 연소압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연소압이 엔진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어진 효율에 대하여 연소압 150 bar~200 bar 사
이에서 최대의 비추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터빈 효율이 증가할 경우, 최적 연소압이 증

가하며 최대 비추력 역시 증가한다. 연소효율이 

증가할 경우, 최적 연소압은 감소하지만 최대 비

추력은 증가한다. 펌프와 터빈입구온도는 터빈 

효율과 동일한 정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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