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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countries in aerospace have been struggle to realize the hypersonic air-breathing system 

since originating the concept of the hypersonic air-breathing propulsion system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t last, NASA’s X-43A Hyper-X did successful Mach 10 flight in November 2004. 

Each countries are running the program to applicate this hypersonic air-breathing propulsion system to 

SSTO(Single Stage to Orbit) or TSTO(Two Stage to Orbit) vehicle or hypersonic missile system at 

present. In this paper, we wrote the history and current issues of the hypersonic air-breathing 

propulsion system and hypersonic flight with the hypersonic air-breathing propulsion system.

초  록

20세기 전반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이래 항공우주기술선진국은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NASA의 X-43A Hyper-X가 마하 10의 극초

음속 공기흡입식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 각 국에서는 이러한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을 

SSTO(Single Stage to Orbit) 또는 TSTO(Two Stage to Orbit) 개념의 재사용 위성 발사체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는 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의 역사 및 현황과 이러한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비행체, 미사일 

개발 연구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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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13년 프랑스의 René LORIN이 램제트에 관한 

특허를 발표하고 1947년 X-1이 세계최초로 초음속 

비행을 수행하고 1960년대에 로켓 엔진을 장착한 

X-15가 최고 마하수 6.72의 극초음속 비행을 수행한 

이래로 극초음속 비행을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극초음속 비행 실현에 있어 첫 번째로 구현해야 할 

시스템은 극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이다.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으로 대표적인 엔진에는 램제트 

엔진,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다. 램제트 엔진은 마하 

2-5에서 구동하며 램 압축을 이용하여 흡입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기가 필요하지 않다. 연소기

에서는 아음속 연소를 하므로 마하 5 이상의 조건

에서는 연소기 입구에서 공기 해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마하 5 이상의 엔진 입구 조건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내부 유동이 초음속 

기류인 상태에서 연료와 공기가 연소되어 극초음속 

영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한 엔진으로 통상적으로 마하 

5-15+영역을 구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램제트, 스크

램제트 엔진은 특정 마하수에 도달하기 전에는 구동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위성발사체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및 이러한 추진시스템

을 적용한 비행체, 미사일 개발 연구를 정리하였다.

2.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개발 역사

초기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1964년에 시작된 NASA의 HRE (Hypersonic 

research engine) 프로그램이 있다. HRE는 가변형, 

수소 냉각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하 4에서 7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듀얼 

모드 축 대칭형 스크램제트 엔진을 개발하여 총 107

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1961년 미 해군은 탄화수소 

계열 연료를 사용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미사일에 적용

하기 위한 SCRAM(Supersonic Combustion Ramjet 

Missile)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붕소 또는 알미늄 등 

저장성이 좋은 연료를 이용하여 선상 발사용 미사일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흡입구, 격리부(Isolator), 연소기, 

연료 타입 및 분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자료 :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2001

그림 1. NASA Hypersonic Research Engine

자료 :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2001

그림 2. SCRAM engine configuration

1970년대 초반에 접어들어 NASA의 Langley 

Research Center(LaRC)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극초

음속 비행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마하수에

서는 터보제트, 고 마하수에서는 스크램제트를 사용

하는 항속 마하수 7의 극초음속 비행 입증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 시험 기법 개발, 사이클 해석, 데이터 

분석 및 전산해석 기법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극초음속 

비행 입증기의 마하 8 공력 풍동 시험 및 측벽 압축 엔진

의 구조 설계, 냉각 자켓을 이용한 재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70년대 중반까지 3가지 

타입의 스크램제트 엔진에 대하여 약 1000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1977년 미 해군은 SCRAM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DCR(Dual Combustion Ramjet)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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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4-6에서 작동하는 방어용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Hy-WADM(Hypersonic Wide-Area Defence Missile)

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데이터

들은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 예측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NASP (National Aerospace Plane) 프로

그램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1986년 미국은 SSTO 비행체 X-30을 개발하기 위한 

NASP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NASP는 마하 25까지 

구동하는 스크램제트 엔진 복합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는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당시의 기술 상태는 마하 7 

이상에서의 스크램제트 엔진 시험을 수행하지 못했고 

마하 10 이상의 비행에 필요한 스크램제트 엔진 성능, 

작동 성능, 하중, 구조해석 기법에 대한 접근이 정립

되지 않은 상태였다. NASP는 극초음속 비행을 실현

하지 못하고 1994년 종료되었으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은 극초음속 추진기관의 설계 방법, 시험 

방법 등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자료 :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2004

그림 3. Russian Kholod first generation HFL(1991-1998)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기초적인 초음속 연소 

시험을 비롯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1991년 

11월 지대공 미사일 SA-5의 선두부(nose)에 스크램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부가 장치를 미사일에 장착한 

통칭 Kholod로 불리는 HFL (Hypersonic Flying 

Laboratory) 비행시험을 수행하여 마하 3.5~6.5의 

영역에서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을 파악

하였다. Kholod는 1992년 프랑스 ONERA의 엔진을 

장착하고 마하 3.5~5.35의 비행을 시험한 바 있으며 

1998년 NASA와 러시아 CIAM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마하 3.5-6.4의 비행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재

사용 우주비행선에 적용할 복합 추진기관 개발 프로

그램인 ORYOL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부터 HRE와 유사한 ESOPE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후속 과제로 SSTO 적용을 위한 

수소 연료 DMR(Dual Mode Ramjet) 엔진 개발 프로

젝트인 PREPHA를 1992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말에 TSTO 비행체 Sanger II 개발을 시작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1995년 중단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복합 사이클 엔진 기술을 적용한 극초음

속 수송기 추진시스템 연구 개발(HTPR : Hypersonic 

Transport Propulsion System Research)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지속하였다. 

3. 미국의 개발 동향

미국은 항공우주분야의 리더 위치를 강건히 하고 

국가안보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와 NASA의 합동 항공

우주 구상인 NAI(National Aerospace Initiatives)를 

정립하고 200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NAI는 고속/

극초음속(HS/H : High Speed/Hypersonic) 추진

기술, 우주진입(SA : Space Access)기술, 우주기술

(ST : Space Technology)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AIAA 2005-4009

그림 4. The National Aerospace Initiative Taxonomy

고속/극초음속(HS/H) 분야는 마하 4 이하와 마하 

4~12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 등 일회성 소모 

시스템과 장거리 타격/정찰 임무나 TSTO의 1단 

비행체에 장착할 재사용 발사체 시스템 연구개발 

분야가 있으며 고속/극초음속 분야의 대표적인 핵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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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Hyper-X 

NASP 계획 중단 이후 NASA는 LaRC와 드라이덴 

비행연구센터와 공동으로 Hyper-X를 1996년 시작

하였다. Hyper-X는 스크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비행 

입증 프로그램으로 엔진 설계 및 시험 기술을 비행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3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01년 6월 B-52로부터의 투하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인 1회를 제외하고 2004년 3월 

마하 7로 약 10초간 동력 비행하였으며 2004년 11월 

16일에 마하 9.8의 동력 비행을 10초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2회의 극초음속 비행을 수행하였다. 

그림 5. X-43 Hyper-X

 

3.2 X-51A Scramjet Engine Demonstrator

미 공군의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연구 프로

그램 HyTech(Hypersonic Technology) 내에서 

1995년 SFSFC(Storable Fuels Scramjet Flow 

path Concepts) 연구가 시작되었다. SFSFC는 마하 

4-8에서 탄화수소 연료 스크램제트 엔진의 작동성능,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흡입구, 연소기, 

노즐의 설계를 비롯하여 재료 선정, 연료 냉각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999년 HySET(Hydrocarbon 

Scramjet Engine Technolog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군은 NASA와 X-43C Hyper-X 비행체에 HyTech 

엔진을 탑재한 비행 시험에 합의하였지만 NASA가 

X-43C Hyper-X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바람에 수행

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군은 자체 예산으로 HyTech 엔진

을 비행 시험하고자 ‘Single Engine Demonstrator’

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2005년 투자를 하면서 

현재의 Scramjet Engine Demonstrator(SED) 프로

그램으로 발전하였다. SED는 미 해군의 HyFLY 같은 

무기 개념보다 NASA의 X-43 Hyper-X에 가까우며 

2005년 7월, X-51A Scramjet Engine Demonstrator 

-Waverider로 프로그램 명칭이 변경되었다.

X-51A의 주된 목표는 흡열성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

하는 HyTech 엔진이 부스터 단계인 마하 4.5에서부터 

비행체를 마하 6~6.5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지를 비행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며 추가 목표로는 이 스크

램제트 엔진의 지상 및 비행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다.

자료 : AIAA 2008-2540

그림 6. X-51A SED

X-51A SED 비행체는 그림에서와 같이 크루저

(Cruiser), 중간 연결단(Interstage), 부스터(Booster)

로 나눠진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Cruiser 하단에 장착

된다. 크루저는 부스터 가속 후 부스터와 분리되어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마하 6까지 도달하는 부분으로 

길이는 14ft, 중량은 1,480lb(연료는 약 265lb)이다. 

부스터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25ft, 총 중량은 약 

3,925lb이다. 스크램제트엔진 내부 너비는 9inch이다. 

X-51A의 비행시험은 2009년 8월부터 총 4회의 

비행이 예정되어있다. 비행 프로파일은 X-43A와 

유사하게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B-52 날개하단에 

매달려 약 5만ft 상공, 마하 0.8에 도달하게 되면 부스터

와 크루저가 결합되어 있는 X-51A 비행체가 분리된다. 

비행체는 약 4초간 자유낙하한 후 고체로켓 부스터가 

점화하고 스크램제트 엔진 작동을 위해 약 35초 동안 

6만 피트까지 상승하면서 마하 4.5에 도달한다. 이 

부스트 단계 동안 스크램제트 엔진의 흡입구가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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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JP-7 연료가 열교환기 내로 흐르면서 스크

램제트 엔진 점화에 필요한 온도로 연료와 엔진 내부가 

예열된다. 부스터 소진 직전에 크루저는 부스터로부터 

분리되고 스크램제트 엔진이 점화되면 예열된 JP-7이 

엔진 내부로 분사되고 약 240초 동안 연료를 소진할 때

까지 동력 비행을 한다. 이 때 비행체 및 엔진의 온도, 

압력, 가속 등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엔진이 꺼지면 약 

500초 동안 무동력 비행을 하면서 하강 감속되어 약 

400마일 떨어진 해양으로 떨어진다. 부스터 점화로

부터 비행 종료까지는 대략 800초가 소요된다. 

3.3 HyFLY(Hypersonic Flight Demonstration)

HyFLY는 극초음속 비행 실증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DARPA와 미 해군(Office of Navar Research)의 지원 

하에 극초음속 비행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입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료 : Aviation week and technology, September, 2002

그림 7. HyFLY

HyFLY의 목표는 첨단의 고온 경량 재료로 구성된 

DCR 엔진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궁극적

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수 백 마일 떨어져 

있는 목표물에 대한 신속한 타격 대응력을 가지려는 

것이다. 최종 개발 목표는 600해리(n mile)의 항속거리, 

최대 순항속도 마하 6을 상회하는 요격 미사일 실증

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스크램제트 추진

시스템의 경량 고온 재료, 극초음속 비행영역에서의 

비행체 유도제어 기술 등을 개발한다. 2007년 9월과 

2008년 1월에 총 2회의 비행시도가 실패하였으나 엔진

으로 인한 실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3

번째 시험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3.4 FALCON(Force Application and Launch 

from Continental United States) Program

2003년 시작된 DARPA와 공군의 Falcon 은 재사용 

위성 발사체 및 광범역 요격 가능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단계적으로 저 지구 궤도에 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Small Launch Vehicle(SLV) 개발, 극초

음속 항속 비행체를 위한 Hypersonic Technology 

vehicle (HTV) 개발, 마지막으로 TBCC(Turbine-based 

Combined Cycle) 엔진을 장착한 최고 항속 마하수 6

(탄화수소), 10(수소)의 극초음속 재사용 위성 발사체 

또는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FaCET, Falcon 

Combined-Cycle Engine Technology)이 그 목적

이다. 

자료 : AIAA-2008-2546

그림 8. Falcon

 

현재까지 언론에 배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설계된 

흡입구가 시험을 통해 HTV-3X 엔진에  필요한 공기 

유량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탄화

수소 연료를 사용한 DMR 엔진에서 연소 안정성을 보여 

주었고 분사노즐의 정적시험을 통해 HTV-3X에 대한 

비연소 흐름 성능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체동력으로 

이착륙 가능한 재사용 비행체의 비행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 설계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행체 

풍동시험 데이터 그리고 다른 복합사이클 개발 계획

(HiSTED 등)의 데이터가 함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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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 외의 개발 프로그램

3.5.1 VAATE(Versatile Affordable Advanced 

      Turbine Engines) Program

VAATE는 공군이 주도하고 육군, 해군, DARPA, 

NASA, 에너지 성(Department of Energy)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속 비행 등 다양한 응용성을 가지

는 첨단 터빈엔진 개발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핵심기술은 미사일용 고속터빈 엔진, TBCC 

엔진에 활용된다. VATTE는 해군의 신속한 장거리 

타격을 위한 RATTLRS 프로그램이나 고속터빈엔진 

실증 프로그램인 공군과 DARPA의 HiSTED 프로그램

과도 연관되어 있다. 

3.5.2 RATTLRS(Revolutionary Approach To Time 

       -critical Long Range Strike) Program

해군의 RATTLRS는 장거리에 위치한 목표물을 

빠른 시간 내에 타격하기 위한 첨단 고속 순항 미사일 

기술 개발이 목표로 극초음속 공기역학, 고온재료, 

고속터빈 엔진 추진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터빈 

출력만으로 마하 3의 순항 상태로 가속시킬 수 있는 

비행체 개발을 위해 터빈엔진, 고온재료와 냉각기법이 

적용되는 흡입구 및 배기구 노즐 요소, 비행 소프트

웨어에 대한 비행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NASA의 혁신 

터빈 가속기 프로그램(RTA : Revolutionary Turbine 

Accelerator), Falcon과 연계하고 있다.

자료 : AIAA 2005-4009

그림 9. Integrated roadmap for high-speed/hypersonic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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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HiSTED(High-Speed Turbine engine  

         Demonstration) Program

공군과 DARPA의 HiSTED는 TSTO의 1단 비행체

의 고속터빈 엔진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으로서 

설계/제작 및 지상실험을 통해 마하 4 이상의 작동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마하 4 이상의 전술무기시스템에 사용될 소모성 추진

시스템 그리고 재사용 TBCC 엔진 개발이 가능하며 

고 마하수 터빈엔진과 극초음속 순항 또는 TSTO의 

1단 비행체 용 탄화수소 연료 스크램제트 엔진을 통합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축적될 것이다.

3.5.4 Hypersonic Engine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육군의 극초음속 엔진 기술 입증 프로그램은 수소 

연료로 마하 10-12에서 구동하는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비행조건과 동일한 환경

에서 엔진 지상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연료/공기 

혼합 증진, 엔진 유로 냉각, 내부 항력 감소, 내부 경계

층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9는 미국이 NAI의 고속/극초음속(HSH) 비행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로드맵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들의 개발 및 비행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4. 유럽의 개발 동향

유럽은 전통적인 가스터빈 엔진 및 비행기 개발 

회사들과 국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20세기 중반부터 

극초음속 엔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EU로 통합된 이후 각국의 협력 하에 LAPCAT 및 

ATTLAS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국에서 독자적 또는 협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들이 있다.

HOTOL(Horizontal Take-Off and Landing)은 

영국의 SSTO 프로젝트로 고도 26-32km까지는 공기 

흡입식 추진을,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로켓으로 구동

하는 프로젝트로 미국의 NASP와 유사한 개념을 띄고 

있으나 1988년 중단되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 

고안된 엔진 개념은 추후 영국에서 개발하는 극초음속 

엔진(Sabre, Scimitar)에 계속되어진다. 

PREPHA(1992-1998)는 프랑스의 Aerospatiale, 

Dassault Aviation, Sep, Snecma 사의 협동 프로

젝트로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재사용 발사체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JAPHAR 프로젝트(1997~2003)는 독일 DLR, 프랑스 

ONERA의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고정 DMR 엔진 개발

을 위한 프로젝트로 마하 4.9, 5.8, 7.5의 비행시험을 

성공하였다.

PROMETHEE 프로그램(1999~2002)은 프랑스 

ONERA와 MBDA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장착될 가변형 DMR 엔진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Hypersonic missile 프로그램(2000~2003)은  EADS 

/LFK와 독일 연방 조달청을 중심으로 마하 6.5 이상

에서 구동하는 공력 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통합 개념의 

엔진 개발을 수행하였다.

Phoenix 프로젝트(2002~2006)는 EADS-Astrium

사와 독일 DLR이 협력한 프로그램으로 우주수송용 

재사용비행체를 위한 유도항법 시스템, 착륙시스템, 

그리고 비행체의 공력특성을 조사하고 풍동실험데이터

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게 1,200kg, 길이 

6.9m, 날개길이 3.9m의 시제기 모델이 제작되어 여러 

번의 성공적인 비행시험이 수행되었다.

4.1 LAPCAT(Long-Term Advanced Propulsion 

Concepts and Technologies)

LAPCAT은 유럽우주국 ESA의 극초음속 연구 프로

젝트로 극초음속 순항 민간 수송기로 브뤼셀에서 시드니

까지 수 시간 내 비행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 1단계인 LAPCAT-I

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 10월부터 LAPCAT II가 

진행되고 있다. LAPCAT-I단계에서 ESA와 산업체 

파트너(이탈리아 CIRA, 독일DLR, 영국 Reaction 

Engiens사, EADS, VKI, Snecma, Cenaero 사, 슈투

트가르트 대학, 로마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들은 극초음

속 비행체에 적용할 수 있는 TBCC 엔진과 RBCC 

(Rocket-based Combined Cycle) 엔진에 대한 여러 

기술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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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erospace America, June 2008

그림 10. LAPCAT A2

LAPCAT-Ⅱ는 4년간 천만유로를 지원받으며 

프랑스 ONERA, MBDA, 브뤼셀 대학이 추가로 참가

하여 6개국 14개 파트너로 진행된다. LAPCAT-II

에서는 1 단계에서 최종 선정된 순항 마하수 5와 8 

비행체를 실현하기 위한 엔진 및 비행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 : http://www.reactionengines.co.uk/

그림 11. Scimitar engine

마하 5 비행체는 영국 Reaction Engiens사의 

Scimitar 엔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cimitar 엔진은 Reaction Engines사의  Sabre 엔진

에서 파생된 엔진으로 SSTO 로켓으로 사용될 Sabre 

엔진에 비하여 경량이다. 

마하 8 비행체에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한 

복합사이클 엔진이 장착될 예정으로 스크램제트 엔진

이 구동할 때까지 에어터보로켓으로 가속하는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4.2 ATLLAS(Aerodynamic and Thermal Load 

Interaction with Lightweight Advanced 

Materials for High-Speed Flight)

ATLLAS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고속비행에 적합

하도록 경량의 첨단 고온 복합 재질을 기체와 엔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력 및 열 하중의 상호작용을 연구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LAPCAT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ATLLAS에는 3년간 총 14개의 파트너(ESA, 네덜란드 

ESTEC, 독일 DLR, 프랑스 ONERA, 스웨덴 국방

연구소, MBDA, EADS, CRC, GDL, ALTA 등)가 참여

하고 있다. 

자료 : Hypersonic Flight and (Re)-Entry in Germany-an Overview

그림 12. ATTLAS Program

ATLLAS는 마하 3이상의 고속 수송 비행에 적합한 

경량의 첨단 고온 복합 재질을 기체와 엔진에 적용

하고 공력-열 하중 하에서의 상호작용 연구를 목표로 

공력-열-재료 간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재료에 대한 

성능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와 열 저항성이 우수한 금속들에 대한 열 하중 및 

산화 특성에 대한 평가 등 재질 연구와 냉각기법, 기체와 

추진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외에 waverider 

형상을 통한 고속비행 수송기의 양항비 증가, 체적 효율성

향상, 소닉붐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4.3 그 외의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LAPCAT과 ATLLAS 프로그램 외에도 

유럽 각국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극초음속 연구 과제

를 진행하고 있다.

4.3.1 Skylon 

영국의 Reaction Engine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비용 무인 재사용 우주왕복선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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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2008년 개념 입증 완료, 개발까지 10년이 

소요될 예정이고 12톤의 화물을 우주로 수송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Sabre 엔진은 

연소실로 고압의 공기를 보내는 예냉각 터보압축기가 

추가된 로켓 엔진으로 연소 과정에서 대기권 산소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 SSTO 로켓과의 차이점이다. 이륙

부터 마하 5까지 공기흡입 모드, 고도가 높아지면서 

공기밀도가 줄어들면 로켓추진 모드로 마하 25까지 

가속된다.

자료 : http://www.reactionengines.co.uk/

그림 13. Skylon

자료 : http://www.reactionengines.co.uk/

그림 14. Sabre Engine

4.3.2 SpaceLiner

독일 DLR의 유럽에서 호주까지 90분 이내로 비행

하는 로켓추진 재사용 우주선 개발을 목표로 하며 50

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우주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 Hypersonic Flight and (Re)-Entry in Germany-an Overview

그림 15. SpaceLiner

4.3.3 SHEFEX

독일 DLR 주도로 미사일 제어용 가변 카나드의 마하 

12 극초음속 비행 시험 연구이다. 2010년에 SHEFEX 

II의 비행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자료 : Hypersonic Flight and (Re)-Entry in Germany-an Overview

그림 16. SHEFEX

4.3.4 LEA

프랑스 ONERA, MBDA가 협력하고 있는 프로그램

으로 마하 10-12에서 비행할 수 있는 DMR 엔진이 

장착된 극초음속 시험기 개발을 위한 것이다. 메탄/

수소 연료의 DMR 엔진으로 2010년부터 마하 4-8의 

범위에서 총 6회의 비행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자료 : EUCASS 2005

그림 17.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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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Sustained hypersonic flight experiment 

영국 국방부와 QinetiQ가 협력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온 재료를 이용한 램제트 엔진 성능의 한계를 입증

하기 위한 연구로 고도 12km, 마하 4에서 발사되어 

고도 32km, 마하 6까지 가속한 후 600km를 비행하는 

시험이 계획되어있다. 

4.3.6 Castor and Pollux

이탈리아 국방부가 주도하는 본 프로그램은 대기권 

재진입 극초음속 비행 연구를 위한 무인 우주 비행체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저마하수 시험을 시작

하였으며 2012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5. 호주의 개발 동향

호주는 UQ(University of Queensland)와 AN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를 중심으로 1970년

대부터 충격파 터널을 이용한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2단 과학 로켓(Terrier- 

Orion MK70)을 이용한 스크램제트 엔진 자유낙하 

비행시험 프로젝트인 HyShot을 수행하여 총 4회의 

비행을 시행하였다. 이중 2회의 로켓 오작동으로 인한 

실패가 있었으나 저비용으로 스크램제트 엔진 비행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AIAA-2008-2580

그림 18. Notional vehicles powered by a) inward-turning 

scramjet engine and b) two-dimensional planar scramjet engine

이에 미국은 호주와 극초음속 협력 프로그램인 

HyCAUSE(Hypersonic Collaborative Australia/ 

United States Experiment)를 2004년부터 착수하여 

2007년 6월 15일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Inward-turning 흡입구를 적용하였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로켓의 자세 제어 불능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Inward- 

turning 흡입구가 통상적인 직사각 단면 엔진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내었다고 한다. 

HiFIRE(Hypersonic International Flight Research 

and Experimentation)는 호주 DSTO(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와 미국 AFRL(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차세대 극초음속 비행시스템 구현에 있어 필요한 극

초음속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

젝트는 극초음속 현상 해석용 전산해석 모델 개발,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 지상시험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모델에 대하여 2012년까지 9회의 비행시험을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행시험은 호주 Woomera 

시험장에서 수행된다.

자료 : AIAA-2008-2581

그림 19. HiFiRE Flight Test Manifest

6. 아시아의 개발 동향

일본 JAXA는 HTPR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TSTO의 

1단 비행체로 사용할 TBCC 엔진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ATREX(Air Turbo Ramjet with hydrogen 

Expansion turbine)로 불리는 이 엔진은 예냉각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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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구에 위치시켜 흡입된 공기를 사전에 냉각시켜 

엔진추력과 비추력을 향상시킨다. 마하 2+ 터보제트 

엔진(S-Engine)으로 불리는 축소형 비행용 엔진에 

대한 지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비행체와 

결합된 엔진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JAXA는 

또 다른 복합사이클 엔진인 RBCC 엔진을 연구하고 

있다. RBCC 엔진은 이젝터 제트 모드, 램제트 모드, 

스크램제트 모드, 로켓 모드, 진입 모드의 총 5개 모드

로 구동되며 현재까지 2kN급 로켓 2개를 장착한 3m 

길이 RBCC 엔진의 이젝터 모드 시험 및 램제트 모드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 : Aerospace America/December 2007

그림 20. JAXA RBCC engine test

중국의 CARDC(China Aerodynamics R&D Center)

와 중국국방과학기술대학은 극초음속 미사일 및 항공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스크램제트 엔진, 펄스데토네이션 

엔진 그리고 TBCC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CARDC의 

공기흡입식 극초음속 연구실은 지난 6년 동안 시험

설비, 스크램제트 엔진, CFD, 기체/추진기관을 결합한 

비행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3개의 시험설비를 

개선 또는 개발하여 극초음속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도의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개발 및 

지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과학로켓을 이용한 비행

시험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 ISRO의 Vikram Sarabhai 

Space Center는 2개의 극초음속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DRDL(Defense R&D Laboratory)

는 탄화수소 연료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고도 

30-35 km에서 20초 동안 마하 6.5로 비행하는 5.6m 

길이의 극초음속 기술 입증기 HSTDV (Hypersonic 

Technology Demonstrator Vehicle)를 개발하고 있다.

7. 한국의 개발 동향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여러 대학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추진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90년대까지는 대학교를 중심

으로 극초음속 추진시스템에 대한 기초연구가 수행

되어왔으며, 2000년에 접어들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서는 메탄연료를 사용한 에어 터보 램제트 엔진 연구

개발을 통하여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 구현

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림 21. KARI Scramjet in T4 shock tunnel

2005년부터 착수한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를 통하여 

HyShot III 참가, 2007년 6월 자체 기술로 제작한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초음속 연소가 

이루어짐을 확인한 바 있다. 2008년에는 일본 JAXA의 

극초음속 추진기관 시험설비인 P 풍동 및 RAMSYS를 

활용하여 스크램제트 엔진 요소 부품의 시험에 성공

하였으며 연소기의 경우 기존 타입에 비하여 최대 

17% 가량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2009년 중순까지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이나 그 요소 부품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설비도 구축하고 있어 

향후 극초음속 추진기관 연구 개발에 큰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2. Scramjet Engine Combust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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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20세기 초 시작된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에 

대한 연구는 100년이 되지 않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으로 2004년 X-43A가 세계 최초로 

마하 10의 비행을 성공한 이래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통하여 극초음속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다.

유럽의 극초음속 엔진 기술 연구도 20세기 중반

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및 대형

시험설비 부재로 인하여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EC의 지속적인 투자와 LAPCAT, 

ATLLAS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진보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는 1980년대 UQ 등을 중심으로 충격파 터널을 

활용한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며 HyShot 등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스크램제트 엔진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시아는 일본,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극초음속 대형 시험설비를 건설하고 극초음

속 추진기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재사용 위성 발사체 개발 및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추진시스템 연구 수준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짧은 시간에 이뤄낸 역량은 여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극초음속 추진시스템 개발

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된다. 이러한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공기 

흡입식 추진시스템 개발 수준도 짧은 시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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