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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추진기관은 대기권 내에서 비행할 때 날

개구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궤적을 조정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날개구동장치의 공간 확보를 위

해 토출관 형태의 노즐구조부가 적용되며, 후방

보스단열재(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는 일정한 경사를 가지며 반경이 줄어

든다. 하지만 고추력이 필요하면서도 종횡비에 

의해 추진기관 형상이 제한되는 경우, 후방보스

단열재에서 토출관까지 구간에서 급격한 반경 

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적인 추진

기관보다 해당 부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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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rear ablative material, the combustion test of the solid rocket 

motor with the forward deployed multi-pin grain design was successfully performed twice. However, 

after disassembling the solid rocket motor, a non-uniform ablation pattern was found in the rear 

ablative material. Periodic repetition of local and regional ablation was measured precisely. 

Two-dimensional flow and eddy flow, created by the uneven main-pin flow hitting the rear ablative 

material, were identified as the cause of non-uniform ablation. In addition. when the rear pins were 

removed,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 soundness of the rear ablative material was confirmed as the 

average flow velocity and the standard deviation were lowered.

초       록

후방보스단열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진 배치된 다중 핀 그레인 형상을 적용한 고체추진기

관의 연소시험을 총 2회 수행하였다. 다만 분해 점검 시 후방보스단열재에 불균일 삭마패턴이 관찰

되었다. 국부삭마와 광역삭마의 주기적인 반복을 정밀 계측하였으며, 전방 핀에서 유발된 불균등한 

유동이 후방보스단열재에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2차원 유동 및 맴돌이 유동이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후방 핀을 제거하여 평균유속과 편차를 저감시킴으로 후방보스단열재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Solid Rocket Motor(고체추진기관), Non-uniform Ablation(불균일 삭마), Grain Design 

(추진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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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즐목 삭마가 많이 진

행된 연소후기로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따라서 

연소가 진행될수록 후방보스단열재에 큰 내열부

담으로 작용하여, 후방돔과 토출관 연결부위에 

가스누출이나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후방보스단열재에 가해지는 내열부담

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그레인 형상 설계가 진

행되었다. 먼저 점진증가연소보다는 중립형 프로

파일에 가까운 실린더/다중핀 그레인 형상을 선

정하여 연소 후기의 내열부담을 줄였다[1]. 또한 

다중핀의 위치를 그레인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

는 한계까지 전방으로 전진시킴으로써, 후방보스

단열재가 화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다.

이러한 설계 관점으로 보완하여 제작된 고체 

추진기관의 총 2번의 연소시험을 진행하였다. 연

소시간 동안 추력 섭동은 미약하게 있었지만, 압

력섭동과 음향섭동이 공진하는 연소불안정 현상

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관심 영역이었던 후방

보스단열재 또한 연소 시험 후 잔여 두께가 충

분히 남아있었다.

보통 알루미늄을 내포한 추진제를 사용한 추

진기관에 있어 후방보스단열재의 삭마는 연소가

스의 유속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2]. 다만 후방보스단열재에 이전 추

진기관에서 발견하지 못 했던 특이한 불균일 삭

마패턴이 발생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다중핀 그

레인 형상의 경우 후방보스단열재에선 핀이 있

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위가 많이 삭마되는 단순

패턴이 관찰되었을 뿐이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균일 삭마패턴

의 발생 원인을 현상 계측과 유동해석을 통해 

획득한 내부유동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불균일 

삭마 현상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불균일 삭마 현상 

2.1 연소시험 종료 후 탄분해

연소시험 후 해당 추진기관을 분해하여 점검

Fig. 1 Ablation pattern diagram.

한 결과 축소부내열재와 결합되는 위치의 후방

보스단열재에서 Fig. 1과 같은 불균일 삭마패턴

이 발견되었다. 국부삭마 영역 양쪽으로 광역삭

마 두 부분의 주기적인 반복이 육안으로 관찰되

었다. 따라서 연소 후 전/후방연소관단열재는 45

도 간격으로, 관심영역이었던 후방보스단열재는 

15도 간격으로 삭마두께를 계측하였으나, 데이터 

상으로는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번째 

연소시험에서도 유사한 불균일 삭마패턴이 발견

되었고, 이에 정밀계측을 시도하였다.

2.2 정밀계측

초기 측정이 국부삭마가 계측될 만큼의 분해

능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후방보스

단열재 삭마 두께 계측을 위해 Fig. 2와 같은 기

준을 사용하였다. 각도계측의 기준이 되어야 될 

후방보스의 중심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에, 

후방보스를 48등분한 위치별로 잔여두께를 측정

하였다. 그럼에도 분해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

에 일정영역 내에서 삭마 두께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의 잔여두께는 따로 측정한 후 해당 

각도를 확인하여, 최소한의 계측으로 불균일 삭

마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험 전 초기두께에서 정밀 계측된 잔여두께

를 제하여 Fig. 3과 같이 각도별 삭마두께로 도

시하였다. 푸른색으로 실제 핀이 위치하고 있는 

각도를 표시하였으며, 붉은색으로 육안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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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reference.

Fig. 3 Ablation thickness by angle.

하였던 불균일 삭마패턴의 주기적 반복을 가정

하여 묘사하였다. 핀 사이에 국부적인 삭마가, 

그 양옆으로 광역삭마 일어나는 패턴이 보인다. 

2호기의 257.15도 부근에선 광역삭마가 한쪽으

로 치우치고, 308.58도 부근에선 가운데로 합쳐

져서 상대적으로 삭마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시험과정에서의 편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붉

은색으로 가정한 불균일 삭마패턴과 두 번의 연

소시험 결과가 전체적으론 유사한 모습으로. 추

진기관의 고유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일 삭마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3. 수치해석

3.1 모델 선정 및 해석조건

최대 챔버압력으로 발생유량 및 유속이 최대

인 시점에서 삭마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겠지만, 

그레인 형상 설계상 해당 시점에서는 핀 최대반

경이 연소관 내열재에 접촉하고 각각의 핀 형상

이 서로 충분히 겹쳐 축대칭 형상에 가까워진다. 

이에 구분된 핀 형상이 남아 있으며, 실험결과에

서 vortex shedding 현상으로 인한 추력 섭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정 웹거리의 그

레인 형상을 선택하였다. 해당 시점 부근에서 불

균일 삭마를 유발하는 유동 특성이 가장 잘 나

타나고, 이후 최대압력 및 유속 시간대를 지나면

서 해당 삭마패턴을 경로로 하여 영역을 넓힌 

것으로 가정하였다. Fluent mesh mode를 활용

하여 maximum ortho skew가 7.0e-1 미만의 약 

443만개의 cell로 비정렬 3D 격자를 구성하였다. 

그레인 표면과 후방보스단열재, 축소부내열재, 

토출관, 노즐부, 확대부 형상을 고려하였다.

유동해석 조건은 pressure-based type, steady

이며, 난류 모델로 SST k-omega를 사용하였다. 

해석 유체는 이상 기체 비연소 가스로, 실제 사

용된 추진제 연소가스의 임의 물성치를 사용하

였다. 입력변수는 Table 1과 같으며, 연소시험 

분석을 통해 획득한 특정 시점의 발생유량을 그

레인 표면에 mass-flow inlet 조건으로 입력하였

으며, 확대부 출구면을 pressure outlet으로, 나머

지 면은 wall 조건으로 경계조건을 입력하였다. 

3.2 수치해석 결과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후방보스단열재 부근 

(1mm offset)의 유속을 Fig. 4, 5, 6과 같이 성분

별로 도시화하였다. 먼저, 축방향 유속을 보면 

Mass Flux [kg/m2s] 13.64

Initial Pressure [psi] 1216.7

Temperature [K] 3533

Outlet Pressure [psi] 14.7

Table 1.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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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의 위치에서 최대이며, 핀 사이에서 최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경방향의 경우, 반대로 핀 위

치보다는 핀 사이에서 높은 유속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하게는 핀 사이가 아닌 핀 사이를 빗

겨간 양쪽으로 최댓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보인

다. 각방향 유속의 경우는 핀과 핀 사이에서는 

모두 최저이며, 14등분된 균등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삭마가 가장 덜 되는 핀의 중심에서는 속도 

성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경방향, 각방향 

유속이 현저히 낮다. 광역삭마 패턴은 각방향 유

속 분포와 유사하며, 국부삭마 위치에서 축방향, 

각방향 유속은 최솟값이며, 반경방향 유속은 높

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분별 유속 분포를 보면, 불균일 삭마패턴이 

복합적인 유동으로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핀 형상에서 나오는 추가 유량이 후방보스단

열재에 핀의 중심 위치별로 부딪히게 된다. 이 

때 부딪혀서 아래로 바로 내려가는 유동은 상대

적으로 빠른 축방향 속도를 가지면 코어 유동에 

합류하게 되고,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유량이 적

은 양쪽 각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반경방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Fig. 7과 같이 후방보스단열재에 부딪혀서 외

각 방향으로 솟구친 유동은 맴돌이 영역을 발생

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핀 사이의 경

로만을 이용하여 반경방향으로만 내려가게 된다. 

기존의 실린더/다중핀 그레인에서는 선회류 유

동과 와류튜브가 관찰[5]되었던 것과는 다른 내

부유동으로 불균일 삭마패턴이 생성됨을 확인하

였다. 

Fig. 5 Radial velocity distribution.

Fig. 6 Angular velocity distribution.

Fig. 7 Streamline of rear insulation.Fig. 4 Axial veloc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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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불균일 삭마 저감 방안

유동해석으로 특정 유동 패턴이 불균일 삭마

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2번의 연소시험

에서 후방보스단열재 잔여두께가 여유가 있었고, 

수치상 후방보스단열재 부근의 유속의 절대값이 

큰 편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내열 성능 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유동 관점에서 불균

일 삭마패턴 자체를 저감시키는 개선을 시도하

였다.

Fig. 8에서와 같이 유동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전방 핀 바로 뒤에는 후방 핀이 존재한다. 이는 

전방 핀 최대 반경에 비해 약 48%의 반경을 가

지는 후방 핀으로 분할 코어 이동 경로로서 코

어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유동 관점에서 이러한 후방 핀의 존재가 전방 

핀이 발생시키는 유동특성을 유지 및 강화시킨

다고 가정하여, 후방 핀을 제거한 그레인 형상인 

Circle 모델을 Maximum Ortho Skew가 7.0e-1 

미만의 약 442만개의 cell로 비정렬 3D 격자를 

구성하였다. Fig. 9와 같이 후방 핀 제거로 인한 

연소면적 적분값이 약 0.1% 증가할 뿐, 연소면적 

변화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

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해석을 통해 계산된 후방보스단열재 부근 

(1mm offset)에서의 성분별 유속을 도시화하면 

Fig. 10, 11, 12와 같다. 맴돌이 유동이 빠져나가

는 경로인 핀과 핀 사이에 축방향 유속이 상대

적으로 낮았던 7부분의 경향이 Circle 모델에서

는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 삭마에 지

배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각방향 유속을 

비롯해 성분별 평균 유속 및 편차가 Table 2와 

같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후방 핀을 제거함으로써 확보되는 완전한 원

형 그레인 형상의 존재가 균일한 유동 발달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할코어 제작 및 충전 

후 제거 공정 시에 문제가 없다면 후방 핀을 제

거함으로써, 전방 핀에서 유발된 불균등한 유동

이 해소된다. 이는 후방보스단열재 부근의 2차원 

유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맴돌이 유동 경로 

자체도 없어짐으로써 균등하고 낮은 유속을 확

보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후방보스  

    

Fig. 8 Grain geometry and cross section A-A; 

(a) original model, (b) circle model.

Fig. 9 Comparison of burning area.

Fig. 10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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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radial velocity.

Fig. 12 Comparison of angular velocity.

단열재 삭마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후방 핀이 제거된 완전한 원형 그레인

은 전방 핀 최대 반경의 약 40%에 해당하는 반

경을 가지므로, 동일 시간대에 코어 유동이 후방

보스단열재에 부딪히는 위치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아 내열 성능 관점에서도 이점이 존재한다.

4. 결    론

고추력이 필요하면서도 종횡비가 제한된 토출

관 적용 추진기관의 경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후방보스단열재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한 

전진 배치된 다중핀 그레인 형상을 설계하여 연

소시험을 수행하였지만, 후방보스단열재에 불균

일 삭마패턴이 발견되었다. 이를 유동해석을 통

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X_velocity

(m/s)

R_velocity

(m/s)

θ_velocity

(m/s)

Avg.
Std.

Devs.
Avg.

Std.

Devs.
Avg.

Std.

Devs.

Original 1.31 0.36 5.17 1.26 2.76 1.39

Circle 0.92 0.11 2.98 0.51 0.58 0.54

Table 2. Average velocity and standard deviation by 

direction.

  

축방향, 반경방향, 각방향 별로 상이한 유속 

분포를 보이며, 전방 핀에서 유발된 유량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내포한 주유동이 후방보스단열재

에 부딪히고, 2차원 유동 및 맴돌이 유동을 발생

시키면서 불균일 삭마패턴을 유발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유동특성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후방 핀

을 제거한 그레인 형상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한 

결과, 유동이 균등하게 발달하면서 후방보스단열

재에 부딪히면서 발생될 수 있는 2차원 유동 및 

맴돌이 유동을 해소시킴으로, 속도 성분별로 평

균 및 편차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진 배치된 다중핀 그레인 

형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균일 삭마패턴의 원

인을 유동해석을 통하여 규명하였고, 그레인 형

상 변경을 통해 불균일 삭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비슷한 

그레인 형상을 적용한 추진기관을 설계할 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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