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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이드라진(N2H4)은 수많은 민수/군용 로켓,

위성 및 우주선의 자세제어 시스템(DACS) 그리

고 궤도기동 또는 심우주 탐사와 같은 광범위한 

임무에 사용되고 있다. 하이드라진의 장점은 낮

지 않은 비추력 성능(약 240 sec)을 갖고 있으면

서도, 폭발위험성이 없으며, 사산화이질소(N2O4)

등과 조합으로 점화신뢰도가 높은 접촉발화

(hypergolic)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는 높은 독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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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1960s hydrazine is used as a propellant to power rocket, satellites or deep space

missions. Due to hydrazine’s high toxicity and operating cost, the request for Green Propellant as

energetic ionic liquids(HAN, ADN), nitrous oxide blends is growing. Nitrous Oxide Fuel

Blend(NOFB) having advantage of a bipropellant performance as well as the advantage of a

mono-propellant in respect to the simple propellant tank and feed system. It is worth replacing

traditional hydrazine based propellant system if handled and designed properly.

초       록

1960년대 이후부터 하이드라진(N2H4)은 로켓, 인공위성 또는 심우주 임무용 추진제로 사용되어 왔

다. 하지만 하이드라진의 높은 독성과 운영비용으로 이온성 액체 추진제(ADM, HAN) 및  아산화질

소 연료 혼합물(NOFB)과 같은 친환경 추진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산화질소 연료 혼합

물(NOFB)은 이원추진제가 갖는 높은 성능과 단일추진제의 단순한 공급시스템 장점을 모두 갖는 추

진제로서, 적절한 취급방법과 설계가 적용된다면 전통적인 하이드라진 추진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추진제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Key Words: Liquid Rocket Propellant(액체로켓추진제), Nitrous Oxide Fuel Blend(아산화질소 연료 

혼합물), ALASA(항공기 기반 우주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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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은 추진제 취급에 있어 높은 운영비

용과 안전규정을 요구하게 되어 연료 충전, 운송 

또는 시험 등으로 이어지는 전제 개발과정에서

의 유연성을 제한하게 된다. 최근 유럽에서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후보군으로 

포함되어[1], 향후 하이드라진 자체의 생산과 사

용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변화

된 환경규정으로 우주 선진국들은 하이드라진을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추진제(Green Propellant)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우주개발에 대한 민, 군

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전통적

인 추진기관 개발과 더불어 미래의 친환경추진

제 및 이를 이용한 개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

환경 추진제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미국(NASA,

DARPA) 및 유럽(DLR, ESA)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 검증을 시작한 아산화질소 연료 혼합물

(Nitrous fuel blend)과 같은 질소(N2) 기반의 친

환경 추진제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친환경 추진제 특성

1.1 과산화수소(H2O2)

추진제로서의 과산화수소(H2O2)의 사용은 매

우 성숙되어 있다[3]. 로켓추진제로 사용되는 과

산화수소의 농도 범위는 80~90%이다. 이 범위에

서 과산화수소의 비추력은 약 150sec로 하이드라

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또한 과산화수소 

고유의 자체분해(auto decomposition)특성과 소

재 적합성 문제 그리고 과산화수소 분해를 위한 

촉매성능 및 내구성이 시스템 전체의 운용특성

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추가적인 단점으로 여겨

진다. 최근 Ariane 5EA의 ACS 및 추진제 안정

시스템(Propellant settling system)으로의 적용하

기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이고, 2015년에는 중국의 

장정6호의 3단용 추진기관(엔진 및 ACS 추력기)

으로도 적용되어 발사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한국형발사체(KSLV-2)의 3단 자세제어 추

력기로도 개발되고 있다[4].

1.2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이온성 액체(Ionic Liquid)는 에너지염

(energetic salt), 물 그리고 연료로 구성며,. 에너

지염이 물과 연료에 녹으면서 이온성 액체를 형

성하게 된다. 이 추진제는 낮은 증기압력을 갖으

며 대기조건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가능하다. 독

성에 있어서는 하이드라진보다 낮은 독성을 갖

으면서 비추력 및 밀도 비추력측면에서 우수하

다. 또한 추진제 혼합 시 물 함유량을 통해 연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소재 선정 및 냉각 측면

에서도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

로는 HAN(Hydroxylamine nitrate) 기반의 추진

제가 유럽에서는 ADN(Ammonium dinitramide)

기반의 추진제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1) HAN(Hydroxylamine nitrate) 기반 추진제

미국의 Aerojet社에서는 HAN을 기반으로 한 

단일추진제 AF-153을 GPIM(Green Propellant

Impact Mission)을 위해 개발하였다. 개발된 

HAN기반 추진제로는 AF-153 및 AF-M315등이 

있다. 이 추진제의 비추력은 약 250sec 정도로,

하이드라진의 비추력과 비교하였을 때 10% 크다

[5]. 상대적으로 큰 추진제 자체 밀도 때문에 밀

도 비추력은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추진제의 단

점은 높은 연소온도 (약 2,200K)와 점화를 위해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촉매점화시스템을 

이용한 점화를 위해 370℃까지 가열해야한다.

2017년 GRIM은 5N과 22N의 추진시스템에 대한 

우주에서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2) ADN(Ammonium dinitramide) 기반 추진제

유럽의 ECAPS社에서 개발된 LMP-103S은 대

표적인 ADN 기반 추진제로서 ADN, 물,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의 혼합물이다[6]. 이 추진제를 

적용한 시스템의 비추력은 하이드라진 기반의 

추진기관에 비해 약 6%정도 더 높다. 추가적인 

장점은 공급시스템용 탱크, 배관 및 밸브들을 

COTS(Commercial of the Self)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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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단점은 HAN추진제와 같이 높은 

연소온도와 점화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DN 또한 점화를 위해 300℃까지 가열하여야 

하며, 고온에서의 촉매내구성 등으로 재점화 및 

고추력용으로의 운용 제한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PRISMA 미션을 통해 ADN 기반 

추진제는 기술성숙도(TRL) 9수준에 도달하였다.

1.3 아산화질소 연료 혼합물(NOFB: Nitrous Oxide

Fuel Blend)

아산화질소 연료 혼합물(NOFB)는 아산화질소

(N2O)와 탄화수소(C2H2, C2H4 또는 C2H6 등)의 

혼합물이다. 미국의 Firestar Technology社에서 

개발된 NOFBXTM 가 대표적이다[7]. 이 추진제는 

예혼합(pre-mixed) 이원추진제로서 하나의 공급

시스템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높은 연

소온도로 NASA CEA Code[8] 계산결과 3,000K

이상이다. 이로 인해 연소기에는 능동 냉각 시스

템이 필요하다. 또한 아산화질소(N2) 기반 추진

시스템에 내재된 폭파 위험성을 제어해야한다는 

점은 추가적인 단점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ALASA(Airborne Launch Assist

Space Access) 프로그램용 추진기관으로 적용되

며 주목받고 있다[9].

2. NOFB 성능 특성

아산화질소는 약한 극성을 갖기 때문에 탄화

수소용 용해제로 효과적이다[10]. NOFB 추진제

의 제조 방법은 하나의 성분을 압축하여, 약 

220K까지 냉각시킨 후에 다른 혼합물을 혼합한

다고 알려져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아산화질

소 자체가 갖는 장점 및 단점을 포함하고 있는 

추진제이다.

2.1 특징 및 장점

NOFBXTM로 대표되고 있는 NOFB 추진제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

· 시스템 구성

예혼합(pre-mixed) 형태의 단일추진제로 시스

템 구성 측면에서 단일추진제 시스템과 같이 단

순하다. 단일추진제 시스템 구현을 통해 

avionics, 케이블작업, 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시스템관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비용,

질량 및 전원 활용측면에서 장점을 갖게 된다.

· 성능

고진공 조건에서 320sec 이상의 높은 비추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접촉발화식

(hypergolic) 이원추진제보다도 크고, 하이드라진 

단일추진제 시스템보다 40~50% 높은 값이다.

Hydrazine ADN HAN H2O2 NOFB

Hydrazine AF-M315E
LMP-10

3S
FLP-106

H2O2

(87.5%)
NOFBXTM N2O &

C2H4

Theoretical
Isp [sec]

245 257 244-255 255-261 144 325-345 302*

T_combustio
n [K]

1227 2173 1873 1910 968 3473 3250*

Health
Hazards

high medium low low low low low

E s t i m a t e d
costs

medium medium high high low low low

Ignition
method

hypergolic catalyst, heating (>300℃) catalyst spark plug or ignitor

Table 1. Characteristic parameters for several monopropellant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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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비추력도 다른 접촉발화 추진제 보다 높

지만, 열통제 시스템 요구조건이 없으며 이원추

진제처럼 복잡하지 않다.

· 친환경성

저비용의 안전한 화학적 조성으로 일상복 환

경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며, 과도한 운용조건 및 

위험성 없이 취급 및 운용이 가능하다.

배출 가스(N2, CO, H2O, H2, CO2)는  비독성

으로 오직 물로 응축될 수 있지만 우주 환경에

서는 승화(sublimate)된다.

· 경제성 

비슷한 성능의 현존하는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추력기, 공급시스템 구성품, 추진제 그리고 

지상지원 장비 등의 전체 비용이 낮다. 특히 고

유의 친환경성은 맹독성의 발암물질인 접촉발화 

추진제의 운용(통합, 충전, 시험 등)에서 소요되

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낮은 음향(Low Acoustics) 특성

추진제 특성으로 안정된 연소를 구현하여 매

우 낮은 음향학적 특징을 갖는다. 이는 시스템의 

구조 설계를 간단하게 한다. 특히 발사체, 비상

시스템과 같이 음향성이 탑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 상온저장 및 운용

극저온의 저장온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저장, 운용 및 열관리를 위한 배출이 필요

하지 않다.

–70℃에서 60℃ 이상까지의 넓은 범위에 걸

쳐 운용 및 저장이 가능하다. 접촉발화식 추진제

의 경우 운용 온도는 10℃~ 30℃ 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추진시스템에서 가열장치가 필요 없게 

된다. 가열장치는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과 전원

에서 이슈가 되기도 한다. 또한 NOFB 단일추진

제는 열적 사이클링에서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 넓은 추력조절범위 (Deep throttling range:

100:1)

단순한 압력조절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의 추

력조절 (~1%)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추력조절능

력은 추가적인 추력기나 추진기관 없이 우주선

기동을 위한 정밀제어에 유용하다.

· 다상(multi-phase) 연소

추진제 탱크, 공급시스템, 구성품 그리고 추력

기들은 액체, 기체 그리고 2-phase 상태를 수용

하게 설계되어 이 중 어느 상태에서도 Isp에 영

향을 적게 주면서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추진제 불용량을 감소시켜, 블레더

Table 2. NOFBXTM Propulsion Technology – Feature set comparis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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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der) 또는 추진제 조절장치(PMD:

Propellant Management Device)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게 된다.

· 자발가압

저추력용 단시간 운용 시스템을 위해서 추진

제 자체의 높은 증기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특

징은 추가적인 가압가스(He 등)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해 설계 중량 및 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

시킨다.

· 스파크 점화

인젝터 헤드에 설치된 스파크 원(source)에 의

해 점화가 가능하다. 이는 다른 단일추진제 시스

템에서 사용되었던 촉매베드 또는 히터와 같은 

장치를 배재하고도 제한 없는 반복점화를 가능

하게 한다.

· 폭발방지장치(detonation arrestor)

화염원이 추진제 탱크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화염역류(flashback) 방지 시스템이 요

구된다. 이 시스템은 NOFB 추진제적용 시스템

의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Firestar

Technology社에서 개발된 폭발방지장치는 수천 

사이클에 걸쳐 성공적으로 시험되었으며, 유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알

려져 있다.

2.2 단점 및 검증

대부분의 단점은 아산화질소와 관련된 추진제 

안정성이다. 첫 번째는 아산화질소가 용해제 역

할을 하면서 생기는 실리콘 및 다른 소재들과의 

재료적합성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온도 또는 압

력이 증가된 증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원에 의한 잠재된 폭발현상이다. 높은 연소가스 

온도로 인해 재생냉각과 같은 능동냉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012년 현재 ISPS(International Storage and

Processing System)은 상용품인 NOFBX29TM에 

대한 MIL-STD-2105D(위험성 평가시험)를 수행

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10].

3. NOFB 적용기술 개발 동향

NOFB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다른 친환경 추진제 

연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부터 수행되고 있다.

2.1 미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대표적인 NOFB 추진제인 NOFBXTM 는 

NASA의 화성 미래 기술 프로그램(Mars

Advanced Technology program)에서 처음 개발

되었다[12]. 2012년 최근까지 NASA의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선정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

를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 및 미래의 유/무인 

우주선에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추력조절

(deep throttling)이 가능한 추력기(추력 100lb.f)

를 개발하였다. 이 추력기에는 역화방지 장치

(flash back arrestor)와 다공성 연소기 소재를 적

용한 냉각채널이 적용되었으며, 추진제 저장 및 

공급을 위한 복합재 탱크 인증도 완료되었다

[13].

Fig. 1 NOFBXTM 100 THRUSTER[13]

2.2 미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ALASA(Airborne Launch Assist

Space Access) 프로그램은 저비용(약 11.4억원)으

로 지구 저궤도용 위성(약 45kg) 발사를 위한 연

구로, Boeing社는 F15E을 이용한 공중발사 개념

을 제안하여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1, 2단계

(2012~2016)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서, Boeing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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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공기용 공중 발사체에 적용될 추진제로 아

산화질소(N2O)와 아세틸렌(C2H2)를 혼합시킨 

NOFB를 선정하였다. ALASA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후반부터 2016년까지 12회의 비행이 수

행 되었으나, 지상시험에서 발생한 NOFB추진제

의 폭발문제로 프로그램은 중지되었다[9].

Fig. 2 ALASA(Airborne Launch Assist Space

Access) Program[9]

2.2 독일(DLR, The Institute of Space Propulsion of

the German Aerospace Center)

독일의 DLR에서는 위성추진 모듈로의 적

용을 위해 아산화질소(N2O)와 에틸렌(C2H4) 예

혼합 추진제를 적용한 추진시스템(O/F=5.5~8.7,

Pc=1.0 MPa) 검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산화

질소와 에틸렌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 혼합이 가

능하며, 증발압력이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

스템의 점화는 전기식 점화기(glow plug)와 수

소용으로 개발된 토치 점화기(H2+O2)를 적용하였

으며, 기체 상태의 예혼합 연소를 구현하기 위해 

충돌(impinging), 샤워헤드(shower head)형 등 

다양한 인젝터를 시험하였다. 위험요소인 화염역

류(flashback)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젝터 상류에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을 공급배관 내에 

설치하였다[14, 15].

ESA/ESTEC(European Space Agency /

European Space Research and Technology

Center)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현재 

400~500N급 통신위성용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

는 하이드라진 기반 추진제의 대체 추진제로서

NOFB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연구가 성

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추진제의 저장, 운송 및 재

료 적합성 판단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

다[11].

Fig. 3 N2O/C2H2 Combustion test[2]

4. 결 론 

하이드라진(N2H4)을 대신할 목적으로 개발되

고 있는 친환경추진제들의 주요 특징 및 장단점

들을 조사/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특히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연료 혼합(Nitrous

Oxide Fuel Blend) 추진제에 대한 특징 및 선진

국에서의 개발동향을 소개하였다.

촉매를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자분해 특성 

또는 이온성 액체의 까다로운 운용 및 점화조건

들이 비록 독성일지라도 높은 성능과 친숙함을 

갖는 하이드라진을 대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소개한 아산화질소 연료 혼합물(NOFB) 또한 

완전한 추진제는 아니지만, 이원추진제가 갖고 

있는 높은 성능과 단일추진제의 단순한 공급시

스템 장점을 모두 갖는 추진제로써, 적절한 취급

방법과 설계가 적용된다면 전통적인 하이드라진 

추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추진제 중 하

나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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