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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냉각시스템의 성능 측기법에 한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Prediction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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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erimental research was conducted to setup a performance prediction logic for the regenerative cooling 
system on a small scale liquid rocket engine using kerosene and LOX. Total heat flux of the combustion gas side 
was determined for the flow rate of the coolant, combustion pressure using the calorimeter thrust chamber. Based 
on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a performance prediction scheme for the regenerative cooling system is setup in 
our own way. A performance prediction logic for the regenerative cool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the 
correction scheme of the combustion gas side. The key parameters determining the temperature limitation of the 
coolant are the mass flow rate of the coolant and the length of the combustion chamber and the nozzle. And the 
parameters to control the limitation of the usable wall temperature are the number of channels and wall thickness.

Keywords : Regenerative Cooling System(재생냉각시스템), Liquid Rocket Engine(액체로켓엔진), Performance Prediction 
Logic(성능 측기법), Kerosene( 로신), Liquid Oxygen(액체산소), Coolant(냉각제), Heat Flux(열유속)

1. 서 론

  최 의 액체로켓은 로켓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

고 있는 미국의 고다드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2차 

세계 의 종료와 함께 미국과 구소련은 V-2 로켓 기

술을 습득하여 앞 다투어 군사  목 으로 액체로켓엔

진의 개발에 력을 기울여 륙간 탄도탄용 액체로

켓엔진을 개발하 다. 주로 군사용  우주탐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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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던 액체로켓엔진은 최근의 정보통신분야의 

속한 성장으로 궤도 성의 궤도진입용 로켓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형화  고성능화와 더

불어 경제성과 안 성이 크게 두되고 있다. 재생냉

각시스템은 액체로켓엔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2차 

세계  이 부터 고려되었던 고 인 시스템 기술

이며, 성능  효율을 증 시키기 한 많은 연구가 

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재생냉각시스템 

성능 측에 가장 요한 변수는 열유속(heat flux)으로, 
이에 한 연구동향을 알아보면, Bartz[1]는 로켓노즐에

서 발생하는 열유속을 측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여 

난류 경계층에서 열유속은 Re수와 Pr수의 함수라는 것

에 착안하여, 로켓노즐에서 발생하는 류 열 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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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연소압력의 0.8승에 비례함을 밝혔다. Preclik[2]은 

추진제로 액체산소와 액체수소를 사용하는 액체로켓의 

연소실에서 열유속을 얻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액체로켓엔진을 용한 발사체를 독자 으로 개발하

려면 반드시 재생냉각시스템 설계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되어 연소하는 과정에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발생하며, 연소실과 노즐을 

거쳐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이때 연소실과 노즐 벽면

에 극심한 열유속이 발생하여 벽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용융온도까지 도달하면 최악의 경우 연소실이 

괴되는 결과를 래 할 수 있다
[3～10].

  본 논문에서는 연소가스 면에서 발생하는 총열유속

에 한 연구를 실험 으로 수행하 고, 이를 사용하

여 자체 으로 성능 측 로그램을 구축하 다. 한, 
개발된 성능 측 로그램을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로신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 액체로켓엔진에 용하

여 주요 변수들이 재생냉각시스템에 미치는 상 계

를 고찰하 다. 액체로켓엔진 재생냉각시스템의 냉각

성능을 측하기 해 연소가스 면의 류 열 달과 

복사 열 달, 냉각제 면의 류 열 달로 구분하여 

용하 다.
  먼 , 연소가스 면에서의 류 열 달 계수를 획득

하고자 연소실  노즐을 개별 으로 물로 냉각하는 

Calorimeter(칼로리미터)를 제작하여 연소실  노즐의 

평균 열유속을 산출하 다. 실험변수는 냉각제(coolant)
로 사용된 물의 유량과 연소압력으로 설정하 다. 다

음으로, 액체로켓엔진용 재생냉각시스템의 성능 측

로그램은 경계층 방정식을 분방법으로 산출하고, 이

를 상기의 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험식과 

보정기법을 용하여 자체 으로 구축하 다. 이를 바

탕으로 재생냉각시스템의 주요변수인 냉각제 유량, 연

소실 길이, 냉각채  수량, 연소실  노즐 벽면의 두

께 등이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가. 실험장치

  Calorimeter chamber 실험장치는 연료로는 로신을, 
산화제로는 액체산소를 사용하는 소형 액체 추진기 , 
추진제 공 장치, 냉각제 공 장치, 연소실험 , 측정

장치  자료처리장치, Calorimeter chamber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추진제 공 방식은 고압탱크에 장된 불활성 기체 

질소를 이용하여 추진제에 직   가압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한 공 배 에는 액체산소와 로신의 

자동개패를 해 솔 노이드 밸 (solenoid valve)를 장

착한 공압 작동밸 , 자동 개폐 on-off 밸 를 설치하

여 추진제의 공 을 자동제어 할 수 있게 하 고, 일

정한 양의 추진제를 안정되게 공 하기 한 캐비테이

션 벤 리(cavitation venturi)를 설치하 다. 연소실험

는 실험 엔진에 공 되어진 추진제의 안 한 화와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로써, Fig. 1은 연소실

험 에 실험용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된 사진이다.

Fig. 1. 액체로켓엔진 연소실험

  자료획득  처리장치는 각 센서로부터 계측 신호를 

증폭하는 신호처리기(signal conditioner), Data Translation
사의 Analog-to-Digital 변환기(DT2831-G)와 자료처리

를 한 소 트웨어가 내장된 개인용 컴퓨터로 구성

되어있다. Fig. 2는 Calorimeter chamber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여 연소실(combustion 
chamber)  노즐을 냉각하는 구조로 연소가스가 생

성되어 외부로 배출되는 연소실과 노즐, 연소실과 

노즐을 구성하는 벽, 그리고 연소실과 노즐을 냉각

하기 하여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 된 냉각제 

유로(coolant passage)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제 유로

는 연소실과 노즐을 구분하여 두개로 구성되어 있다. 
Calorimeter chamber의 연소실과 노즐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304이며, 벽두께는 가공성을 고려하여 1mm로 하

다. 연소실의 냉각유로 두께는 3mm로 하 고, 노즐

의 냉각유로 두께는 1mm로 하 다. 노즐은 Conical 
type을 채택하여 수축반각 30°, 확산반각 15°로 설계하

으며, 연소실과의 조립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랜지 형태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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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칼로리미터 연소실

나. 실험방법

  Calorimeter chamber는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열유속

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가장 표 인 방법이다. 
Calorimeter chamber는 연소실  노즐을 하나 는 여

러 부분으로 분리하여 제작하고 각 부분마다 냉각제가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이때 냉각제의 온도상승을 측정

함으로써 각각의 구역(sec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총열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실험변수는 냉각제 유량과 연소압력으로 설정하

다. 우선 으로 연소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냉각제의 유량을 0.21, 0.31, 0.46, 0.68kg/s로 변화시켰

을 때, 연소실과 노즐부분에서의 냉각제의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고 열유속을 획득하 다. 실험결과를 바

탕으로 실험을 안 하게 수행할 수 있는 냉각제의 유

량을 노즐과 연소실에 하여 설정한 후 일정한 냉각

제의 유량에 해 연소압력을 143.4, 245, 260, 288, 
304psi로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3. 냉각 성능 측기법

가. 성능 측기법

  재생냉각시스템 성능 측은 연소가스 면에서의 류 

 복사 열 달 계산, 벽면에서의 도 열 달 계산, 
냉각제 면에서의 류 열 달 계산 등을 반복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Fig. 3은 재생냉각시스템

의 성능 측기법의 흐름도이다. 주어진 연료와 산화제

의 연소가스 물성을 계산한 후,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를 임의의 온도로 가정하여 연소가스 면에서의 류 

열 달 계산, 복사 열 달 계산, 냉각제 면에서의 류 

열 달 계산 등의 순으로 수행한 후 에 지 평형조건

에 의해 냉각제면 벽면온도  연소가스면 벽면온도를 

재계산한다. 연소가스면 벽면온도가 기 가정한 값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으로 의 과정을 수행한다.

Fig. 3. 성능 측기법 흐름도

  재생냉각시스템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

서는 연소가스의 물성치가 매우 요하며, 연료와 산

화제의 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연소가스에 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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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NASA에서 개발한 CEC(Chemical Equilibrium 
Compositions) Code를 활용하 다[11]. 고온의 연소가스

에 의해 발생하는 복사 열 달은 연료  산화제의 종

류, 연소압력, 그리고 혼합비에 따라 CEC Code에서 산

출한 몰분율을 바탕으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몰분

율  온도에 따른 방사율 자료와 가스의 흡수율 자료 

등을 기 로 하여 Fig. 4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하 다. 
복사 열 달에 민감한 향을 미치는 수증기와 이산화

탄소의 몰분율, 몰분율압력, 온도 그리고 벽면 재질에 

따라 연소가스로부터 벽면으로 유입될 최 의 복사열

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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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복사 열 달 계산 과정

  연소가스로부터 벽면으로 유입되는 류 열 달은 

연소실  노즐을 심부 흐름(core flow)과 경계 흐름

(edge flow)으로 구분하여 심부 흐름은 CEC Code의 

계산 결과를 용하고, 경계 흐름은 러시아의 Leontiev 
-Kutateladze와 Ievlev에 의한 난류 경계층 방정식을 

분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류 열 달 양을 계산

하고, 에서 계산한 복사 열 달을 포함하여 연소가

스 면에서의 총열유속을 산출하며, 실험과 결과분석으

로 획득한 보정기법을 용하여 보정된 총열유속을 산

출하는 방법으로 계산 과정은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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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연소가스 면에서의 계산 과정

  냉각제 면에서의 류 열 달 계수는 경험식을 용

하여 계산하고, 문헌에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

한 냉각채  효율 계산결과를 반 하여 실제의 류 

열 달 계수를 구하며, 계산 과정은 Fig. 6과 같다.
  Fig. 3∼Fig. 6에서와 같은 4개의 주요 계산과정을 

따라 실험 인 방법으로 경험식  보정기법 등을 독

자 으로 구축하 다. 주어진 연료와 산화제의 조건에 

하여 연소가스의 물성을 구한 후, 기 설정된 냉각채

의 형상  수량을 바탕으로 연소실과 노즐을 수십 

개로 구분한 후 연소실로부터 계산을 반복 으로 수행

한다. 성능 측기법의 입력 일의 형태는 계산 방법, 
연소실  노즐 제원, 냉각채  제원, 냉각제 유량,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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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질  두께 등이다. 연소실험을 수행하여 연소실 

 노즐의 벽면외부에 장착된 열 로부터 획득한 총

열유속 값과 성능 측기법으로 측한 류 열 달량 

 총열유속을 비교한다.

Heat balance equation

i = 1, ns

          Reading
- Dimension of the cooling passage
- Flow rate of the cooling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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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냉각제 면에서의 계산 과정

나. 기  액체로켓엔진 제원

  재생냉각시스템 성능 측기법을 활용하여 주요성능

변수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채택한 실험용 소형 

액체로켓엔진은 추력이 250kgf이고, 추진제로는 로

신과 액체산소를 사용하며, 실험용 엔진이므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기  액체로켓엔진 제원

Thrust 250kgf

Chamber pressure 300psi(20atm)

Fuel kerosene

Oxidizer liquid oxygen

Coolant water

Propellant mass flow rate 0.70kg/s

Mixture ratio 2.385

Fuel mass flow rate 0.21kg/s

Inner diameter of chamber ∅70mm

Inner diameter of nozzle throat ∅28mm

Wall material brass

Wall thickness 1.0mm

Channel height 1.5mm

No. of cooling channel
48(chamber)
72/48/72(nozzle)

Coolant flow rate

0.315kg/s(150%)
Gch : 0.195kg/s
Gno : 0.12kg/s

Coolant flow direction forward

L/D of chamber 2.86(Lch : 200mm)

No. of the section 30

  냉각은 연소실과 노즐을 모두 냉각하는 방식이며, 
연소실 내부의 직경은 ∅70mm, 노즐 목의 직경은 ∅

28mm, 추력실 체의 길이는 310mm이다. 노즐에는 냉

각제 유로가 채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다. 냉각제 면

에서의 계산을 해 연소실  노즐을 Fig. 7과 같이 

30등분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i 1 2=

70

200
310

28

3 4 5 6 7 8 29 30

Fig. 7. 연소실과 노즐의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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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액체로켓엔진은 지상실험용 엔진이므로 냉각제

의 공 유량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험 장

치에서 공  가능한 최 유량인 추진제 유량(0.7kg/s)의 

6.5배 수 으로 정하 다. 즉, 연소실의 냉각제 공 유

량은 2kg/s, 노즐의 냉각제 공 유량은 2.5kg/s로 설정

되어 있고, 벽면 두께는 재질의 열 달 특성을 고려하

여 1.5mm로 설정되어 있다.
  비행용 액체로켓엔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특

성을 악하고자 비행용 엔진과 유사하게 냉각제 유량

을 연료의 공  가능한 유량으로 한정하여 연소실 길

이, 냉각채  수량, 연소실  노즐 벽면의 두께 등을 

설정하 다. 로신의 물성치 제약으로 지상실험용 냉

각제로 많이 사용되는 물을 선정하 다. 냉각제는 연

소실과 노즐을 별도로 흐르게 하 고, 연소실  노즐

의 후방부에서 냉각제가 유입되어 방부로 배출되는 

방식이다. 냉각제 유량은 로신 유량의 150%로 설정

하 고, 냉매의 출구 압력은 연소압력 20기압과 인젝

터 출구에서의 압력강하 10기압을 고려하여 30기압으

로 설정하 다.

4. 결과  고찰

가. Calorimeter chamber 실험결과

  냉각제 유량에 따른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연소실에 

설치된 Calorimeter의 출구에서 측정한 냉각제온도는 

Fig. 8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많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량이 0.31 kg/s인 경우에는 온

도차가 14℃ 정도 발생하 다. 냉각제의 출구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원인은 실험 시 안 을 고려

하여 Calorimeter의 재료를 고강도의 SUS 304를 선택하

고, 냉각제 유로를 과도하게 설계하 기 때문에 냉

각제 유로에서 일정한 흐름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한, 열 도도가 낮은 SUS 304의 사용으로 

벽면 도 열 달 양이 크지 않아 정상상태 도달시간

이 2∼3  정도 소요되었다. 냉각제의 유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온도상승이 게 되어 측정오차가 크게 발생

하고, 냉각제의 유량이 은 경우에는 출구온도가 상

승하여 이상연소로 인해 국부 으로 연소실  노즐에

서 기화하여 괴가 일어날 수 있다. Fig. 8은 연소실 

내부 냉각제 유량에 따른 냉각제 출구 온도로서 냉각

제 유량이 0.21kg/s일 경우 냉각제 출구온도가 38℃, 
0.31kg/s일 경우 29℃, 0.68kg/s일 경우에는 17℃까지 상

승하 다. 상기 실험결과로부터 실험 시 안 과 냉각

제 유량에 따른 온도차가 14℃ 정도 발생하는 것을 고

려하여 연소실의 냉각제 유량은 0.31kg/s, 노즐의 냉각

제 유량은 0.46kg/s로 설정하 다.

Fig. 8. 연소실 냉각제 유량에 따른 출구온도(Pc=310psi)

Fig. 9. 연소실에서 열유속과 온도차이

  연소압력에 따른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냉각제 유량

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연소압력을 143psi에서 300psi까
지 증가시키면서 연소실  노즐에 장착된 Calorimeter
를 이용하여 냉각제의 출구온도를 측정하 다. 입․출

구 온도차와 이로부터 총열유속을 계산하 으며, 결과

는 연소실은 Fig. 9, 노즐은 Fig. 10과 같다. 연소압력

에 따른 총열유속이 연소실 내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나 노즐 내부에서는 경향성이 없다. 이는 입․

출구 온도차가 노즐의 경우는 10℃ 이내이고, 냉각채

 유로 내에서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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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연소실  노즐의 길이방향으로 획득한 열유

속 값과 성능 측기법으로 측한 류 열 달량  

총열유속을 비교하 다. 실험결과와 비교분석을 해 

노즐 내 유동장의 추력실 내의 경계층방정식을 분방

식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독자 으로 구축하여 실

험조건에 하여 류 열 달량과 총열유속을 측하

다. 소형 액체로켓엔진의 경우 측한 결과를 보정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치와 측치를 일치시키고, 
연소압력에 비례하는 기울기를 실험결과에 반 하여 

보정계수를 획득하는 방법을 구축하 다.

Fig. 10. 노즐에서 열유속과 온도차이

나. 주요변수에 한 결과

  냉각제 유량에 따른 향을 살펴보면, 주어진 엔진

에 해 냉각제 유량이 0.21kg/s로 한정되어 있지만, 
측결과 냉각제의 출구온도가 기화온도를 과하므로 

냉각채 의 제원을 고정하고 냉각제 유량만 20%, 50%, 
100% 증가시키면서 분석하 다. 냉각제의 출구압력은 

연소실 압력(20기압)과 인젝터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

(10기압)을 고려하면 어도 30기압이상이어야 하고, 
30기압에서 물의 기화온도는 506K(233℃)이므로 냉각

제의 한계온도를 450K로 기화온도보다 56K 낮게 설정

하 다. 냉각제 출구온도가 냉각제 한계온도 보다 높

게 형성되어, 냉각제 출구온도가 냉각제 한계온도이하

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은 결과 냉각제 유량을 50% 증

가시켜야 한다. 이 상태를 성능변수에 한 향을 검

토하는 기 조건으로 설정하 다. 실질 으로 냉각제 

공 유량 증가는 연료 는 산화제의 공  유량 증가

로 이어져 혼합비  엔진 추력이 변경되지만 냉각

에서 냉각제 유량증가 요인만을 분석하기 해 엔진

에 공 되는 연료  산화제 공 유량, 냉각채  형상 

 제원은 고정시켰다. Fig. 11은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Fig. 12는 냉각제면 벽면온도를 치별로 도시하 다. 
Fig. 11을 보면, 연소가스면 벽면온도는 유량증가에 따

라 감소하며, 연소실이 노즐보다 많은 향을 미친다. 
Fig. 12를 보면, 냉각제면 벽면온도는 유량증가에 따라 

연소실에서는 최  950K, 840K, 760K, 700K, 노즐 목

에서는 740K, 700K, 660K, 610K로 감소한다. 냉각제 

공 유량의 증가는 냉각채 내의 냉각제 유속을 증가

시키게 되어 무차원 수인 Re수  Nu수를 증가시켜 

궁극 으로 냉각제면 류 열 달 계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냉각제의 온도상승폭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냉각제면 벽면온도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냉각제 출구온도를 일정 수

이하로 유지하기 해 반드시 한 냉각제 유량공

이 필수 이다.

Fig. 11. 냉각제 유량에 따른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Fig. 12. 냉각제 유량에 따른 냉각제면 벽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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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실 길이에 따른 향을 살펴보기 해 기 조건

에서 50mm 간격으로 축소해 가면서 향을 고찰하

다. 연소실의 경우 직경 변화가 없으므로 연소실 길이

축소는 연소실에서 연소가스에 의한 열유입 면 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13은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Fig. 14는 냉각제면 벽면온도, Fig. 15는 냉각제의 입구

와 출구의 온도 차이를 치별로 도시하 다. 연소실 

길이를 축소했을 경우 연소가스에 의해 유입되는 열

달 면 이 감소하여 냉각채 을 따라 흐르는 냉각제 

출구온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Fig. 13과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가스면 벽면온도와 냉각

제면 벽면온도가 연소실 길이방향으로 길이의 축소에 

따라 아무런 증감이 없고, 다만 Fig. 15와 같이 연소

실 길이축소에 따라 냉각제 온도상승만 145℃, 115℃, 
75℃로 비례하여 감소한다. 결국 고온 고압의 연소가

Fig. 13. 연소실 길이에 따른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Fig. 14. 연소실 길이에 따른 냉각제면 벽면온도

Fig. 15. 연소실 길이에 따른 냉각제 온도차이

스에 하는 길이 축소는 총열유속을 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제 엔진인 경우에는 노즐 확   축

소각에 따라 엔진 효율이 다소 변화하겠지만 냉각

에서는 길이 축소가 매우 요한 변수이다. 냉각제 출

구온도 감소를 해 연소실  노즐 길이 축소는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확인하 다.
  냉각채  수량에 따른 향을 살펴보면, 연소실의 

냉각채  수량을 48개 기 으로 2배수, 0.5배수, 0.25배
수로 하여 냉각채 의 폭을 변경하 고, 두께는 1.5mm
로 고정하 다. 즉, 냉각채  수량은 12개, 24개, 48개, 
96개로 설정하 고, 이에 따라 냉각채 의 폭은 9mm, 
5mm, 2.5mm, 1.1mm로 결정하 다. Fig. 16은 연소가스

면 벽면온도, Fig. 17은 냉각제면 벽면온도를 치별로 

도시하 다. Fig. 16과 같이 연소가스면 벽면온도는 냉

각채  수량증가에 따라 860K, 800K, 750K, 650K로 

감소하고, Fig. 17과 같이 냉각제면 벽면온도도 820K, 
775K, 705K, 625K로 감소한다.

Fig. 16. 냉각채  수량에 따른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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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냉각채  수량에 따른 냉각제면 벽면온도

  벽면두께에 따른 향을 살펴보면, 연소실  노즐

의 벽면두께는 벽면 열 항에 따라 지배 이므로 황

동을 사용한 경우 벽면두께를 5가지 조건(0.5mm, 0.75 
mm, 1.0mm, 1.25mm, 1.5mm)으로 하여 기 조건에 

해 분석하 다. Fig. 18은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Fig. 
19는 냉각제면 벽면온도를 치별로 도시하 다. Fig. 
18과 Fig. 19를 보면 연소가스면 벽면온도와 냉각제면 

벽면온도는 벽면두께에 많은 향을 받음을 볼 수 있

다. 벽면두께의 감소는 연소가스 측  냉각제 측 벽

면온도의 차이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 으로 연소가

스 측 벽면온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벽면

의 용융을 막기 해서는 벽면 재료의 재질뿐만 아니

라 두께도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Fig. 18. 벽면두께에 따른 연소가스면 벽면온도

Fig. 19. 벽면두께에 따른 냉각제면 벽면온도

  재생냉각시스템 성능 측 로그램을 용하여 주요 

성능변수에 한 향을 수행한 결과 냉각제 제한온

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 다. 냉

각제 유량이 증가할수록 냉각제의 온도상승 폭을 감

소시키며, 연소실 길이가 축소됨에 따라 냉각제의 온

도상승이 감소하며, 냉각채  수량이 증가할수록 냉

각제의 온도상승 폭을 감소시키며, 벽면 두께의 감소

는 열 항을 감소시켜 연소가스 측 벽면온도를 감소

시킨다.

5. 결 론

  액체산소와 로신을 추진제로 하는 소형 액체로켓

엔진의 재생냉각시스템 설계를 한 성능 측기법을 

구축하고자 Calorimeter chamber를 이용하여 연소가스

면 열 달 특성을 실험 으로 규명하 다. 실험  연

구에서 경계층 방정식을 분방법으로 구축하여 실

험식  보정기법을 용하여 재생냉각시스템의 성

능 측 로그램을 자체 으로 구축하 다. 재생냉각

시스템 성능 측 로그램을 용하여 주요 성능변수

에 한 향을 수행한 결과 냉각제 제한온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냉각제 유량과 연소실 

 노즐의 길이이고, 벽면 사용온도 한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냉각채 의 수량, 벽면 두께임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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