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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mbustor and Nozzle for
Monopropellant Satellite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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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thermo-fluid dynamic characteristics of hydrazine mono-
propellant reaction in the thruster combustor and nozzle. A 1-D porous model was introduced to simulate 
catalytic reaction by iridium in the combustor while 2-D axisymmetric analysis was applied to predict the 
nozzle flow. The chemical species and temperature variations were predicted by changing the injection pre-
ssure and mass flow rate and their results were validated by comparison with limited experimental data. The 
thrust variation with injection pressure could be estimated using the current 1-D combusto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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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lphabets
ap : Void fraction
a : Particle diameter
Ap : External surface area of the catalyst

particle per unit volume
Cp : Specific heat
D : Diffusion coefficient
G : Mass flow rate
H : Heat of reaction
M : Molecular weight
Q : primitive variables
R : Residual
T : Temperature
W : Conservative variables

Y : Species mass fraction

Greeks
η : Viscosity
ρ : Density
λ : Thermal conductivity

Subscripts
s : Solid particle
g : gas phase

Superscripts
i : species

1. 서 론

인공위성은 소형 추력기를 통해 자세 및 궤도를 

제어하게 된다.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 단일 추진제 
추력기는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이드라진 연

료는 연소기 내부에서 이리듐 촉매와 반응하여 고

온/고압의 가스를 발생시켜 임무에 필요한 추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임무 수행중 연소기 내부의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 촉매 입자가 파손되어 수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추력을 낼 수 없는 일이 발

생한다. 이에 연소기 내부의 현상과 노즐내부의 유

동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
를 위해 위성을 발사하기 전 다양한 조건에서 지상 

실험을 통해 촉매 연소기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

고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 우주환경과 유사한 조건

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의 제한이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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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연소기 내부 촉매 반응 현상을 신뢰

성 있게 예측하는 수치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접근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

로 연소기 내부의 경우 촉매 입자에 대한 반응이므

로 유동장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

이므로 다공매질(porous medium) 에 의한 1-D 모델

을 이용하여 온도, 압력 그리고 화학종의 변화를 예

측한다. Kesten[1]은 추력기 연소실 내부를 1차원 해

석을 통해 주입 압력과 유량에 따른 하이드라진의 

시간에 대한 분해능력과 온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Shankar et al.[2]은 Kesten[1]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상상태에 대한 하이드라진의 분해반응을 해석하

였다. 위의 연구들은 추력기에 많이 사용되는 Shell 
405 촉매 입자에 대한 해석 결과로 입구 압력 및 유

량 변화에 따른 연소실 내부 하이드라진의 분해능

력과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Kushida et al.[3]
은 실험과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서 주어진 연소실 조

건하에 추력기의 추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서는 1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연소기를 구성

하는 이리륨촉매에 대한 하이드라진의 분해능력을 

해석하고 노즐 유동에 대해서는 2차원 축대칭 모델

을 이용한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력을 

예측하게 된다. KARI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개발된 코드를 검증하고 완성된 코드를 이용하

여 연소실 내부 촉매 입자 크기 및 연소기 디자인

에 따른 하이드라진의 분해능력을 예측한다. 이를 

이용하여 향후 위성 추력기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대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촉매 사이즈를 확

인한다.

2. 추력기 해석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추력기의 연소기 내부에

서 이리듐 촉매에 의한 하이드라진 추진제의 분해현

상과 온도상승현상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즐 입구

에 대입하여 2차원 축대칭 모델을 통해 추력을 예

측하였다. 실린더 형태를 가지는 연소기 내부는 수

많은 이리듐 촉매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packing) 상
태로 내부 유동장을 정확히 해석 하려면 모든 입자

들 사이의 공간을 고려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3차원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촉매 입자들의 pack-
ing 상태를 정확히 격자로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입자들 사이의 간격 또한 약 100～300 
µm로 일반적인 해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 1차원 모델을 통해 
연소기 출구에서의 온도, 압력, 화학종에 대한 데이

터를 예측한다. 연소기 내부의 이리듐 촉매에 의한 

하이드라진 분해 반응은 Kesten[1]의 모델을 사용하

여 정상/비정상 상태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다. 노즐

Fig. 1. KARI 위성 추력기.

내부 유동장의 2차원 축대칭 모델은 Weiss and Smith 
[4]의 예조건화(preconditioning) 기법을 이용하여 아

음속 영역과 초음속 영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해석

을 하였다.
Fig. 1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사용되

는 소형 위성 추력기로 pack-bed 타입으로 구성된 

촉매 연소기와 노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소기는 길이 2.6 cm, 직경 1.1 cm의 원통형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약 지름 0.1 cm의 이리듐 촉매 

입자들로 채워져 있다. 노즐 출구의 직경은 1.1 cm
이며 노즐 목에 대한 출구의 면적 비는 50.8이다. 
5.78 atm, 0.57 g/s에서부터 27.21 atm, 2.14 g/s까지의 
추진제 주입 압력과 유량으로 0.9 N에서 4.5 N까지 

추력을 낼 수 있다.

3. 지배 방정식

3.1. 1차원 다공매질 해석

하이드라진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two-step 과정

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의 식과 같다[1].

2N2H4 → 2NH3 + N2 + H2 (1)

2NH3 → N2 + 3H2 (2)

이리듐 촉매에 의한 반응상수는 각각

kN2H4 = 1010 exp(-1389/T), kNH3 = 2.53 × 1012 exp(-27778/ 
T)으로 표현된다.

아래의 식은 Kesten[1], Shankar et al.[2] 촉매 입

자에 대한 온도와 추진제의 분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1차원 방정식이며 4차 Runge-Kutta 혹은 analy-
tic 접근을 이용하여 결과를 예측한다.

촉매 표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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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kar et al.[2]은 정상상태에서 연소기내 기체

상 방정식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연
소기 내부에서 에너지는 하이드라진과 암모니아의 

heterogenous 반응에 의한 열의 발생에 따라 연소기 

축 방향을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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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위의 1차원 방정식은 아래의 식과 같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가정[1]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10)

촉매 표면 방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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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상의 경우

   
 










    


 (12)

로 가정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의 경우 dt 
혹은 dz가 된다.

촉매 표면과 기체상의 열 및 화학종의 전달은 그 

차이에 비례하며 hc와 Kc로 표현되는 열전달 계수

와 질량전달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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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차원 축대칭 조건

연소실에서 생성된 기체는 축소-확장 노즐을 통

과하며 자세제어에 필요한 추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노즐 출구에서의 추력은 수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으며 2차원 축대칭으로 가정하여 계산

한다. 노즐의 경우 아음속과 초음속 영역이 공존하

기 때문에 전 속도 영역에서 수렴성과 안정성이 보

장된다고 알려진 예조건화(preconditioning) 기법을[4] 
이용하며 아래의 지배방정식을 해석하면 격자점에

서의 압력, 속도, 온도, 난류물성치와 화학종의 질

량 분율을 예측하게 된다.










 (15)

 

축대칭 노즐 내부 유동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서 격자 경계면에서의 유속은 전 속도 영역에서 수

렴성과 강건성을 가지는 Liou[5]의 Advective Upwind 
Splitting Method(+)-up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난류 모

델로는 Shear Stress Transport 난류모델[6]을 적용하

였다.
노즐 입구 조건은 연소기 내부의 1차원 모델의 

결과를 대입하며, 벽면에서는 no-slip 경계조건을, 축
에서는 symmetric 조건을 출구는 초음속이므로 직

전의 격자에서 보간하였다.

3.2. 물성치

엔탈피와 비열은 온도의 함수로 Zehe et al.[7]의 

다항식의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17)

Cpi (T )/R = a1,i T -2 + a2,i T -1 + a3,i + a4,i T + a5,i T2 +
a6,i T3 + a7,i T4 (18)

기체상의 열전도도, 점성, 확산계수는 Kee et al. 
[8]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소기내부 비정상해석

개발된 코드의 검증을 위해서 우선 연소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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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 번째 지점 (b) 두 번째 지점

(c) 세 번째 지점

Fig. 3. 온도 비교 그래프.

Fig. 2. 연소기 내부 온도 측정 위치.

촉매 반응에 의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KARI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3에 표시하였다. 연소기 내

부에서 측정된 온도의 위치는 Fig. 2와 같다. 하이드

라진 주입 압력은 27.21 atm에 유량은 2.06 g/s이다.
Fig. 3에 보는 것처럼 개발된 1차원 코드와 실험

결과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b)에서 나타나는 측정 온도의 변화는 연소기 작동

시 촉매 입자의 훼손으로 인해 분해 반응이 불규칙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Fig. 3(c)
에서는 실험값이 더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측

정 위치가 연소기 이후의 지점으로 외부와의 열손

실로 인해 온도가 낮아졌지만 수치해석에서는 촉매 

반응 모델의 맨 마지막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열

손실 효과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 약간의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4.2. 연소기내부 정상해석

연소기 내부 정상해석을 통해서는 길이 방향에 

대한 화학종의 분포와 온도 변화를 확인하고 연소

기 내부 추진제 주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분해특

성을 확인하였다.
Fig. 4와 5는 연소기 내부 축 방향에 대한 화학종

과 온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초기에 하이드라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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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연소기 내부 화학종 변화.

Fig. 5. 연소기 내부 온도 변화.

이리듐 촉매로 인하여 식 (1)에서처럼 분해되며 발

열반응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0.4 
cm 부근에서부터 암모니아가 주위의 열을 흡수하

면서 식 (2)에 표현된 것처럼 N2와 H2로 재 분해되

며 연소기 온도도 내려가게 된다.

4.3. 유량 조건에 따른 내부해석

Fig. 6은 하이드라진 주입 유량에 따른 연소기 중

간과 끝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반응률이 높아져 연소기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1.5 g/s와 2.06 
g/s를 비교해 볼 때 일정 유량 이상에서는 큰 차이

를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0.57 g/s에서는 분해 능력

이 현저히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연소기 중간지

점 (a)까지는 추진제의 분해반응으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분해과정이 끝난 후

반 (b)으로 갈수록 연소기와 외부의 열 교환으로

(a) 연소기 중간 지점

(b) 연소기 끝 지점

Fig. 6. 노즐 내부 온도 변화.

인해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며 낮은 유량일수록 그 

손실도 더욱 커지게 된다.

4.4. 노즐 2차원 축대칭해석

1차원 해석으로 계산된 물성치들은 노즐 입구에

서는 반경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하고 

2차원 축대칭 노즐을 해석하여 위성 추력기의 내부 

현상 및 추력을 해석할 수 있다. Fig. 7은 1차원 연

소기 해석결과를 이용한 2차원 축대칭 노즐에 대한 

마하수 분포를 나타낸다. 2차원 축대칭 모델에 의한 
결과는 추력기 plume 해석시 노즐에 대한 1차원 모

델로는 제공할 수 없는 속도, 온도, 압력 등에 대한 

분포를 제공할 수 있어 plume 해석과 같은 다른 응

용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Fig. 8은 주입 압력에 따른 추력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추력 그래프를 통해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하

이드라진의 압력 및 유량에 따른 추력기의 성능을 

진공에서의 실험 없이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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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노즐 내부 마하수 분포.

Fig. 8. 유입 조건에 따른 추력비교.

4.5. 촉매 입자크기에 따른 성능 예측

위성 추력기의 경우 저온의 진공 상황에서 비연

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소기의 안정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Fig. 9와 같이 촉매 입

자 크기에 따른 추진제의 분해 특성을 압력과 유량 

조건을 달리하며 예측하여 보았다.
촉매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반응 표면적의 증가로 

분해가 빨리 일어나지만 초기의 급격한 온도 상승

으로 인한 열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연소기 내부에서 하이드라진의 분해가 빠르게 이루

어질수록 암모니아 재분해 과정의 흡열반응과 연소

기와 외부의 열 교환으로 인해 Fig. 9에서 보는 것처

럼 후반부로 갈수록 열손실은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9(a)에서 압력과 유량이 작은 상황에서 

촉매의 사이즈를 작게 제작할 경우 반응 영역과 체

류시간의 증가로 연소기 입구에서 다른 조건의 경

우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열

손실의 증가로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촉매의 사이즈가 커질 경우 반응 

속도는 느려지지만 유입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분해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연소기 내부 길이 변화에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연소기 해석시 직경은 고정하고 길이

를 달리하며 결과를 예측한 결과 Fig. 4에서처럼 하

(a) 10 atm, 0.98 g/s

(b) 27 atm, 2.14 g/s
Fig. 9. 촉매 입자 크기에 따른 연소기 내부 온도분포.

이드라진의 분해가 끝나는 지점에서 최대 온도를 보

이며 이후 열 손실로 인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
Fig. 11은 Fig. 10과 같은 주입 조건에서 직경 사

이즈를 변화시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직경이 

클수록 반응 촉매의 증가로 분해 반응이 빠르게 완

료되어 후반부에서 열 손실은 더 크게 일어난다. 직
경이 0.56 cm 경우 반응속도는 느리지만 열손실은 

감소하여 출구에서의 온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위성 추력기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 대해 추력의 

크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촉매의 

사이즈를 작게 할 경우 분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

지만 열적 불안정성도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촉

매 입자 크기 및 연소기 내부 사이즈에 따른 온도 

분포 데이터는 추력기 제작시 원하는 추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연소기의 디자인 변수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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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연소기 길이 변화에 따른 온도 분포(17 atm, 1.5 
g/s, 촉매 : 1.4 mm).

Fig. 11. 연소기 직경 변화에 따른 온도 분포(17 atm, 1.5 
g/s, 촉매 : 1.4 m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라진 단일 추진제의 위성 

추력기 내부 유동 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연구하

여 실험치와 비교하고 다양한 조건에 따른 추력 및 

하이드라진 분해 특성에 대한 현상을 예측하였다. 
1차원 모델을 이용한 연소기 촉매 반응에서 촉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해 능력은 향상 되지만 

연소기 입구에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

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열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적

당한 수준의 촉매 입자 크기로 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즐 내부 유동을 2차원 축대칭 모

델 해석을 통하여 진공 실험장치 없이 다양한 조건

에 대한 추력기의 추력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촉매 입자 크기에 따른 하이드라진 분해 특

성 및 노즐 내부 현상 해석을 통해서 단일 추진제 

추력기 제작시 필요한 디자인 변수를 제공할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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