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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rends of Nozzle Extension for Liquid Rocket 

Engine
Keum-Oh Lee,* Chul-Sung Ryu**, Hwan-Seok Choi***

ABSTRACT

The combustion chamber and nozzle of a liquid rocket engine need thermal protection against the high

temperature combustion gas. The nozzle extension of a high-altitude engine also has to be compatible with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and several kinds of cooling methods including gas film cooling, ablative

cooling and radiative cooling are used. Especially for an upper-stage nozzle extension having a large

expansion ratio, the weight impact on the launcher performance is crucial and it necessitated the

development of light-weight refractory material. The present survey on the nozzle extension materials

employed in the liquid rocket engines of USA, Russia and European Union has revealed a trend that the

heavier metals like stainless steels and titanium alloys are being substituted with light weight carbon fiber

or ceramic matrix composite materials.

초  록

액체 로켓 엔진의 연소기는 높은 온도의 연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연소실과 노즐은 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고공 엔진의 노즐확장부도 고열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스냉각, 삭마냉각, 복

사냉각등 다양한 방법의 냉각이 적용되고있다. 특히 큰노즐 팽창비를갖는 상단엔진의경우무게가발사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량 내열 소재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서 사용되어

온 노즐확장부 재료를 조사한 결과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합금과같은 무거운 금속 재료에서경량의탄소섬

유강화복합재또는세라믹복합재로바뀌어가는경향이파악되었다.

Key Words : Liquid Rocket Thrust Chamber(액체로켓연소기), Nozzle Extension(노즐확장부),

Composite Materials(복합재료), Cooling Method(냉각방식), Elevated Temperature(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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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액체 로켓 연소기의 노즐확장부

액체 로켓 연소기는 연료와 산화제가 인젝터를 통

하여 연소실에 분사된 후 연소되어 추력을 발생시킨

다. 이때, 연소기챔버에서의가스온도는노즐목에서

3,600K에이르며, 노즐에서의가스온도는팽창하면서

감소하지만일반적으로 1,200K 이상의고온이다. 연소

가스는종모양(bell- shaped)의노즐확장부를통하여

확장되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챔버와 노즐이 열하중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즐에 냉각

기구를설치하거나복사형태로열이외부로빠져나가

도록 해야 한다. 연소기 챔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생

냉각방식은연소장치의노즐부에채널(또는튜브) 구

조를만들어이채널에냉각유체(주로연료)를공급하

여 냉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생냉각 방식은 무게가

무겁고구조가복잡하기때문에팽창비가커지는노즐

확장부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특히 상단 엔

진의경우무게가발사체탑재성능에매우중요한역

할을하므로매우큰 팽창비의노즐에대해무거운재

생냉각 방식보다는 가스 냉각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냉각방식을채택하거나내열성능이좋은재료

을 사용한 복사 냉각 방식의 노즐 확장부를 사용하게

되었다[1].

1.2 노즐확장부 재료들의 변화

역사적으로액체로켓엔진엔진노즐확장부에사용

되었던재료들을표 1에정리하였다. 고전적으로노즐

확장부에 스테인리스 강, 니켈 기반의 초합금, 티타늄

합금, 니오븀(Nb) 합금, 구리합금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재료들은강도와열전도율, 내열성

등에서우수한특성을가지고있으나밀도(8-9g/㎤)가

비교적 높아 중량 면에서 불리하였다. 따라서 1990년

대초반부터[13] 엔진경량화를위해노즐확장부소재

를 무거운 금속재료 대신 경량 고내열 소재인 세라믹

복합재료로대체하기위한시도가본격화되었다[1].

노즐 확장부를 위한 복합재로는 유럽 Snecma

Moteurs사의 Novoltex fabrication 기법으로 제작된

Novoltex Sepcarb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가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으

며[14-17], EADS-Astrium을 중심으로 CMC(ceramic

matrix composite)라고 불리는 세라믹 기반의 복합재

료에대한개발이진행되었다[13]. 내산화성이좋은세

라믹 복합재료의 연신율(elongation)은 세라믹 재료

보다 10배 이상 크며, 밀도(2.0- 2.4g/㎤)도 다른 구조

재료에비해서매우낮다. 밀도당강도를다른금속재

료들과비교하면그림 1과같으며, 상대적으로높은온

도(1,600-1,900K)에서 작동될 수 있다[1]. 세라믹 복합

재료구조물의장점은다음과같다[18].

- 유사연성파괴경향(Quasi-ductile fracture

behavior)

- 높은파괴인성(High fracture toughness)

- 높은열충격저항성(Extreme thermal shock

resistance)

- 낮은열팽창계수

- 저밀도

자료: F. Breede, M. Frieß, "Development of Advanced

CMC Materials for Dual-bell Rocket Nozzles",

Sonder for schungsbereich Transregio 40,

Jahresbericht 2009.

그림 1. 엔진 구조물 재료의 온도에 대한

비강도(밀도에 대한 강도값)

액체로켓엔진의노즐확장부제작을위해개발된세

라믹복합재료는크게두종류로구분할수있다. 첫번

째 종류는 카본섬유(carbon fiber)로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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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엔진모델 발사체 회사 국가 노즐확장부 재료 출처

1963 Aerojet USA Stainless steel [2]

1960s-1

980
Model 8247

Germini Agena D

rocket(Atlas

&Titan)

NASA USA Titanium [3]

1960s Service Module Saturn V Aerojet USA Niobium and Titanium [4]

1960s J-2 Saturn V Rocketdyne USA Niobium C-103 [5]

1960s F-1 Saturn V Rocketdyne USA
Inconel 625, Hastelloy C, 347 CRES,

Inconel 718 [5]

1960s-1

988

TRW TR-201
Saturn V Apollo

Lunar Module/

Delta 2nd Stage

Rocketdyne USA Niobium C-103 [6]

1963 M-1 NOVA Aerojet USA AISI347 stainless steel [7]

1967 Titan C-III Aerojet USA Niobium C-103 [8]

1969
Standard

LR-91-AJ9

Titan 3B

stage 2

Aerospace Corp el

Segundo
USA Fiber-reinforced plastics(composite) [9]

1976 Titan III Aerojet USA Glass/plastic sandwich composite [5]

1970 Block DM Engine Proton-4, Zenit Russia Niobium Alloy [10]

1981 SSME Space Shuttle Rocketdyne USA
A248 stainless steel tubes,

Inconel 718 Jacket
[1]

1988-1

997
Aestus Engine Ariane 5 Astrium EU Haynes 24/Single sheet metal [11]

1997 RD-0146
KBKhA

/Khrunichev
Russia Carbon-Carbon Composite(Heat Resisting) [12]

2000-2

004

Aestus &

Vulcain subscale
Ariane 5 Astrium EU Ceramic Matrix Composite(C/SiC) [13]

2000-2

008
11D58M

RSC "Energia",

SPA "Iskra"
Russia Carbon-Carbon Composite(C-C) [14]

2001 RL10B-2

Upper stage of

Delta III/

Delta IV EELV

launch vehicle

Snecma/

Pratt & Whitney

Space Propulsion

Operations

USA Carbon-carbon composite(C-C) [15]

2003 Vulcain 2 Ariane 5 Volvo EU Inco 600(Square tube wall) [1]

2007 J-2X ARES PWR USA Carbon-Carbon Composite(C-C) [16]

2007 J-2X ARES PWR USA Haynes 230 thermal barrier coated [16]

2009 11D58M Yuzhnoye Ukraine Carbon-Carbon Composite(C-C) [17]

2009 Vulcain 2 Ariane 5 Astrium/EADS EU Ceramic Matrix Composite(C/C-SiC) [18]

2009 Vinci
Ariane 5(ESC-B

Upper Stage)
Snecma/EADS EU C/SiC Material [19]

2009
LO2/LCH4

Engine
Aerojet-GenCorp USA Niobium C-103/Titanium [20]

2009 J-2X ARES I, V PWR/NASA USA
C-C, Haynes 230 or Honeycomb

Aluminum Alloy
[21]

표 2. 주요 엔진의 노즐확장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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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quid Rocket Engine Nozzles", NASA SP-8120,

published by NASA, Washington D.C., 1976

그림 3. F-1 노즐 확장부의 냉각 유체의 흐름 단면도

자료: "Liquid Rocket Engine Nozzles", NASA SP-8120,

published by NASA, Washington D.C., 1976

그림 2. F-1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빈

배기가스 냉각 방식의 노즐 확장부

(reinforced)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복합재

료(C/SiC)이다. 두번째종류는실리콘카바이드섬유

(silicon carbide fiber)로강화시킨실리콘카바이드복

합재료(SiC/SiC)이다. 최근에 개발되는 세라믹 복합

재료인 C/C-SiC는 다공성 카본/카본 프리폼(porous

carbon/carbon preform)을 사용하여 만들며 실리콘

용융침투(Liquid Silicon Infiltration) 또는, 용융침투

(Melt Infiltration)라고부르는방법으로제작한다[18].

하지만 복사냉각 과정에서 고온에 의한 노즐 재료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구조물의 파괴가

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2. 대표적인 노즐확장부 냉각방식

2.1 가스 냉각 방식

미국은 1960년대아폴로계획을수행하면서상단엔

진에적용하기위한다양한노즐확장부를설계하였으

며, Saturn V에사용된 F-1 엔진의연소기챔버에서노

즐팽창비가 10:1까지는재생냉각방식을, 이후 16:1까

지노즐확장부는터빈의배기가스를이용한냉각방식

을 적용하였다(그림 2). 이러한 배기가스를 이용한 냉

각방식을 가스 냉각이라고 하며, 이 냉각방식은 노즐

확장부를냉각하는효율적인방법일뿐만아니라열손

상과후연소(afterburning) 문제도줄여주었다. 터빈의

배기가스는연결부이음새에있는노즐확장부벽을따

라서 분사되며벽의 재료는 모두 Hastelloy C로 만들

어졌다. 노즐확장부는작동온도에서구조적으로안정

되고 연성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Inconel 625,

Hastelloy C, 347 CRES 등과같이고온에서고강도에,

연성도유지되는재료들이후보재료들이후보에올랐

었다. 그림 3에서수직으로각각의채널을형성하고있

는 Z 형태의벽(band)들은 347 CRES로만들어졌지만,

고온에서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하

중이걸리는곳에서는 Inconel 718을사용하였다.

2.2 흡열냉각 방식

Titan III와 같은 몇몇 발세체에서는 흡열냉각

(Ablation-cooled) 방식의 노즐확장부가 사용되었다

[5]. 이방식의노즐확장부는자체냉각이가능하고가

스냉각 방식보다 가벼우며 복사 냉각 방식에 비해 높

은 열 유속에서도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가스냉각방식이나재생냉각방식에비해서제작비용

이저렴하다.흡열냉각방식의노즐부에서는내열재가

숯처럼타들어가는현상(charring)이일어나점진적으

로삭마된다. 이방식에서는열적인뒤틀림, 유동박리

에 따른측면 하중이 발생하여접합부가 파손되는것

을방지하기위하여알루미늄플랜지를배열하여제작

하였다.

내열 삭마 재료는 기계적 강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내부와 외부를 유리/플라스틱 복합재

(glass/plastic composite)를 사용해 벌집구조

(honeycomb structure) 방식으로 노즐부가 구조적으



이금오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9/1 (2011) pp. 139~149 143

자료: "Liquid Rocket Engine Nozzles", NASA SP-8120,

published by NASA, Washington D.C., 1976

그림 4. Titan 엔진의 내열삭마방식의 노즐 확장부

로 안정하도록 보강한다. Titan III 발사체의 노즐확장

부의 경우 노즐 벽에 압력으로 인한 후프 하중(hoop

load)을지탱할수있도록테이프형태(tapewound)로

감은 내열 삭마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소가 시

작되면 천이(transient)구간과 추력벡터제어(thrust

vector control)를 위한 김벌링(gimballing) 과정에서

추가적인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벌집구조샌드

위치 구조물(glass cloth-honeycomb-sandwich

structure)을 사용하여 이를 보강한다. 이 구조물은 전

체 노즐 무게의 20% 정도를차지하고 있다. 1969년에

발표된보고서[9]에따르면 Titan III의 Stage II의노즐

확장부에 열 차폐를 위한 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을사용하는것에대한연구가진행

되기도하였다.

2.3 복사 냉각 방식

액체로켓엔진 노즐확장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작동

조건에서 열적인 하중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비교적 낮은 온도 조건에서는 티타늄 합금AMS 4917

이 좋다[5]. 1093 ℃의 온도 이하에서는 cobalt-base

L-605(AMS 5537A)와 스테인리스 강 N-155(AMS

5532B)가 열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코팅없이잘사용

되어 왔다. 1093 ℃이상에서는 내열성능이 좋은 금속

들이 노즐확장부로 사용되어야 한다. 1500 ℃까지의

복사냉각 방식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는 니오븀(Nb)

기반의 C-103이다. 니오븀합금은용융온도가약 2300

℃이기 때문에 1300~1400 ℃에서 용융되는 니켈 기반

초합금이나스테인리스강보다훨씬높은온도까지사

용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높은온도에서열적인손

상 없이 작동될 수 있는 금속들은 약 350 ℃이상에서

산소와 화학반응 하여 산화물을 생기거나, 가스 생성

물이 발생해서 재료가 취화(brittle)되게 된다. 니오븀

합금인 C-103에서는 산화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알루

미나이드(aluminide) 코팅이나 실리사이드(silicide)

코팅이 적용된다. 티타늄을 사용한 노즐확장부가

C-103을사용한노즐확장부에용접이잘안될때는, 알

루미나이드코팅인 NAA-85코팅을 C-103에서제거해

야좋은품질의용접을할수있다. 이러한내열금속으

로 노즐확장부를 제작할 때 발생되는 문제들은 낮은

온도에서사용되는일반적인금속들에서발생되는문

제보다더많아주의가요망되고있다.

3. 각국에서 사용된 노즐확장부

3.1 미국에서 사용된 노즐확장부

아폴로의서비스모듈(service module)에사용된엔

진(그림 5)은 Aerojet-General Corp.에서 개발하였으

며,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니오븀과 티타늄이며 복사

냉각을 하였다. 이 엔진의 추력은 9.3 톤이며, 총점화

수명이 750초, 최소 점화 시간은 0.4초이다. 50회의 재

점화가 가능하고 산화제로 Nitrogen tetroxide(N2O4)

를, 연료로 Hydrazine (N2H4)을사용한다.

TRW TR-201 엔진은아폴로의달착륙모듈용엔진

(Lunar Module Descent Engine)이다[6]. 이엔진은아

폴로프로그램에서 10회의비행에사용되었으며, 1974

년에서 1988년에 이르기까지 Delta 발사체의 상단 엔

진으로 77회 사용되었다. 5.5톤추력에 재점화가 가능

한이엔진은 50/50의 N2O4/UDMH를연료와산화제

로 사용하였고, 16:1 의 노즐팽창비를 가지고 있는확

대노즐부는 내열 삭마 라이너에 티타늄 합금(6A1-4V

titanium alloy)의 외피로 제작되었으며, 노즐 팽창비

43:1까지의 노즐확장부는 니오븀 합금으로 만들었다.

확대노즐부에서 티타늄의 최고 작동 온도가 4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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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adboo.com/cmnr/servicepropulsion.htm

그림 5. Apollo Command and Service Modules and

Launch Escape System

자료: Walter F. Dankhoff, "The M-1 Rocket Engine

Project", NASA TM X-50854, 1963.

그림 6. M-1 Nozzle Extension

이르지않게하기위해, 내열삭마재료를사용하였다.

Gemini Agena-D 발사체는 우주에서의 랑데부

(rendezvous) 작업과도킹작업을위해발사되었다[3].

Agena-D는 Atlas 발사체의 2단과 Titan 발사체의 3단

엔진에 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Model

8247(XLR-81-BA-13) 엔진은 재점화와 추력벡터제어

가 가능하고 티타늄 노즐확장부를 사용하였다. 최대

노즐 팽창비는 45:1이며, 그 중 재생냉각부분은 13.3:1

까지이고,김벌링의가속도는최대 30rad/sec
2
이다.

M-1 엔진[7]은액체산소와액체수소를사용한추력

680톤의엔진이다. 이엔진은 NOVA라고명명한발사

체의 2단엔진으로개발되었으며, Saturn 발사체이후

에 최적, 고성능 엔진 개발을 위해서 설계되었다[7].

NOVA는 달 착륙이 직접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direct lunar landing), 지구궤도에 181톤급탑재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대형 발사체로 설계 되었으며, 이후

NOVA는 화성까지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으로 계

획이 확장되면서 454톤급 탑재체를올리는것으로 수

정되었다. 이엔진은 40:1의노즐확장부를가지고있으

며, 터빈의 배기가스로 냉각하는 가스 냉각 방식이다.

노즐팽창비 14:1까지는연료를사용한재생냉각방식

을 사용하며, 이후 노즐 팽창비 40:1까지는 터빈의 배

기가스(turbine exhaust gas)가 347 스테인리스 강 튜

브를 통과하여 냉각시킨다(그림 6). M-1 엔진은 최초

의 대형 스케일의 대류 냉각방식 엔진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예산문제로 1964년에폐기되었다.

Boeing Delta III와 Delta IV EELV 발사체는

RL10B-2을 상단용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15], 이

엔진의노즐확장부는세개의콘(cone) 형상의구조물

로구성되어노즐팽창비가최대 285에까지이른다(그

림 7). 이노즐확장부에사용된재료는 Snecma에서개

발한 Novoltex Sepcarb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3

방향으로강화된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로서화학증

기침착(Chemical Vapor Infiltration) 공정을 통해 폴

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 기반의탄소섬유

를카본기지상(carbon matrix)에첨가시켰다.

최근에 NASA에서화성에가기위해계획되었다가

취소된 Constellation Program의발사체 ARES I(그림

8)과 ARES V의 상단엔진으로 개발되었던 J-2X(그림

9)는 Saturn V 발사체에서사용된 J-2와 J-2S가업그레

이드된엔진이다. 아폴로계획이후에 1970년대에 J-2

엔진을단순화하여 J-2S 엔진이개발되었지만, 이엔진

은실제사용되지는못하였다. J-2X 엔진은약 133톤의

추력에 노즐 팽창비는 92:1로 예상되고 있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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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 Pichon, A. Lacombe, P. Joyez, R. Ellis, S.

Humbert, F.M. Payne, "RL10B-Nozzle extension

assembly improvements for Delta IV",

AIAA-2001-3549.

그림 7. RL10B-2의 구성도

자료: NASA's Area I Upper Stage, NASA facts,

그림 9. J-2X Engine

자료: NASA's Area I Upper Stage, NASA facts,

그림 8. Ares I의 상단 구성도

년에 J-2X 엔진의 개발에 관련해서 노즐확장부로서

J-2X 엔진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탄소섬유 강

화 복합재료와 그것의 백업 재료로서 Haynes 230

재료를 고려하였다[16]. Haynes 230 재료는 스피닝

공정을 적용하여 노즐확장부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

고 있었다. 이 재료에 대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는

Haynes 230에 열차폐 코팅을 적용하여 노즐확장부

벽면 온도를 26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J-2X 엔진의 길이는 약 4.7m, 약 3m의 폭을 가

지고 있는데, 노즐확장부를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로 제작하였을 때, 전례 없는 대형 사이즈의 제작에

서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22]. RL10B-2(그림 7)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액체로켓엔진에 이 복합재료를 사용하지만[15],

J-2X 엔진용 노즐확장부는 매우 크기 때문에, 제작

공정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21]에 따르면, 초기에

NASA가 계획했던 복합재료 노즐확장부를 사용하

지 않는 계획들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정부 기관(agency official)에 의해 엔진

성능을줄이고 무게를 증가시키더라도 비용을줄이

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통해 알루미늄 합금을 사

용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알루미

늄 합금 노즐은 복합재료 노즐에 비해 열에 대한 영

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왕복선에 사용된탱크와 구조적으로 비슷

한벌집구조(honeycomb) 형태를사용하였다.

Aerojet과 GenCorp에서 최근(2009년)에 2.5 톤급

메탄 엔진을 개발하였다[20]. 이 엔진은 NASA의

Explo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에 의

해서 개발된것으로서 후에화성탐사에사용될 수있

도록 설계된것이다. 이 엔진은 높은 고도의 환경에서

작동되며, 내열 삭마 챔버와 니오븀으로 제작된 노즐

확장부를사용하였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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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russianspaceweb.com/rd0146.html

그림 12. RD-0146 mockup

자료: http://onorbit.com/node/2178

그림 10. Aerojet과 GenCorp에서 개발한 신형 메탄

엔진의 노즐확장부 연소시험

자료:

http://www.friends-partners.org/oldfriends/jgreen/bl

ockd.html

그림 11. Block DM3 Engine

3.2 러시아에서 사용된 노즐확장부

Block D 로켓은 구소련에서 개발된 부스터로 1967

년처음발사되었다[10]. 비록 1960년대에인간을달에

착륙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 모듈(service module)로

서초기개발되었지만, 다른임무들을위해서 Block D

의다양한버전들이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정지위성

궤도(geosynchronous orbit)와 지구 궤도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사용되는 Block DM 엔진(그림 11)이개발

되었는데, 케로신이나 SYNTIN(synthetic hydro-

carbon of the cyclopropane row)을 연료로, 액체산소

(LOx)를 산화제로 사용한다. Block DM 엔진은

Cosmos 1603과 Cosmos 1656에서 사용되었고(1985),

이후에 Zenit 발사체에도 사용되었다. 이 엔진은 7회

의 재점화가 가능하며, 니오븀 합금으로 만든 복사냉

각방식의노즐확장부를사용하였다[10].

러시아(Russia)에서 개발한 RD-0146엔진(그림12)

은 러시아 최초의 팽창식 사이클(expander cycle) 로

켓엔진으로 복사냉각 방식의 노즐확장부를 사용하고,

재점화가가능한엔진이다[12]. 이엔진은러시아가미

국의 Pratt & Whitney사와 합작하여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외의 국가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엔진이다. 이 엔진은 티

타늄과알루미늄 합금으로 개발되었으며, 노즐확장부

는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로제작되었다[12].

11D58M 엔진(그림13)은 국제 우주 프로그램 ”Sea

Launch"에서 사용되었으며, Energia와 SPA “Iskra"가

제작하였다. 이엔진의노즐확장부는 탄소섬유강화복

합재료를 사용하였으며[14], 우크라이나의 Yuzhnoye

SDO사에서는 이 엔진의 노즐확장부에 대한 고온에서

내산화특성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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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 Potapov, Yu. Shtefan, E. Lichman, "Research of

material for uncooled nozzle extensions of liquid

rocket engines", Acta Astronautica, Vol 64, 2009,

pp. 22-27.

그림 13. 11D58M의 Firing testing

3.3 유럽연합에서 사용된 노즐확장부

Aestus 엔진(그림14,15)은 Ariane 5 발사체의 상단

엔진으로 LEO (low earth orbit), SSO (Sun-

synchronous orbit), GTO (geostationary transfer

orbit)에탑재체를올릴수있다[17]. 또한, Ariane 5 발

사체의 ES-ATV버전으로 유럽 우주국(ESA)의 21톤

ATV (Automated transfer vehicle)를저궤도(LEO)에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Aestus 엔진은 1988-1995

년 동안 Ottobrunn Space Propulsion Centre에서

MMH/N2O4의 이원추진제 엔진으로 개발되어 1997

년에 Ariane 5 flight 502로처음발사되었다.

Aestus 엔진의 연소기 챔버는 그림 14와 같이 내측

에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고, 외측에는 니켈을 전

기도금 하여 제작하였다. 이 엔진의 노즐확장부는

Haynes 25로제작되었으며, 최대벽면온도 1050 ℃까

지 견딜 수 있고, 확대노즐부에 조립과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설계되었다.

EADS Astrium의 Vinci engine(그림 15)은 Ariane 5

의 ESC-B의상단에사용될예정이며, 12톤의페이로드

(payload)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19]. Vinci

엔진은 5회의재점화가가능하며, ESC-A의상단에사

용되었던 HM-7B를 대체할 예정이다. 액체수소와 액

체산소를 사용하는 이 엔진은 팽창식 사이클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노즐확장부는 Snecma에서 공급받는

C/SiC 재료를사용하였다.

자료: A. Potapov, Yu. Shtefan, E. Lichman, "Research of

material for uncooled nozzle extensions of liquid

rocket engines", Acta Astronautica, Vol 64, 2009,

pp. 22-27.

그림 14. Aestus의 연소실과 노즐확장부의 재료 및

작동 조건

그림 15. Aestus(Left) and Vinci(Right) Engine[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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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액체로켓엔진 연소기 노즐확장부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및변화 경향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미국과 러시

아, 유럽에서 개발된 노즐확장부 적용 사례들의 검토

결과스테인리스강과티타늄, 니오븀의금속재료들에

서 가벼운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또는 세라믹 복합재

(CMC)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현재까지

노즐확장부에대표적으로사용되는금속에는 Haynes

230, 니오븀합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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