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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eramic thermal barrier coating thickness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a 

liquid-propellant rocket engine combustor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combustion/cooling 

performance analysis whose results verified against measured data from hot-firing tests. Also have been 

confirmed the effects of film cooling amount near the face plate on the coolant temperature and on 

the thermal barrier coating surface temperature. Some important points to be considered for designing 

cooling schemes for regeneratively cooled rocket engine combustor have been drawn and reviewed 

from present study and further verification of the analysis tool should be performed in the future.

       록

  액체로켓 엔진 연소기에 한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  연소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내열 

세라믹 열차폐 코  조건에 따른 냉각 성능 변화 경향을 고찰하 다. 연소기 헤드부 근처에서의 막냉

각 용 여부  막냉각 유량에 따른 냉각수 온도  열차폐 코  표면 온도 변화 경향 한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생냉각 방식 로켓 엔진 연소기의 냉각 기구 설계 시 고려 사항이 검토되었으

며, 향후 지속 인 해석 도구 검증이 수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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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켓 엔진 연소기는 발사체의 비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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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추력을 생성하는 표 인 연소장치로, 연소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되는 범  내에서 비추

력 성능을 극 화하고 크기, 량  개발 비용

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사체의 탑재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1]. 고압 조건에서 

작동하는 고성능 연소기일수록 고온의 연소가스

로부터 추력실 내벽을 보호하기 한 냉각 기구

의 설계  용이 요하게 되며, 액체산소/

로신을 추진제로 하는 국내 개발 로켓 엔진 연

소기에서는 연료 재생냉각, 외곽 연료 분사, 연

료 막냉각  열차폐 코 (Thermal Barrier 

Coating, TBC) 등이 선별 으로 용되어왔다

[2-4]. 펌  공  방식의 재생냉각 연소기에서는 

냉각채 에 의한 압력 손실 허용 범 가 터보

펌  토출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연료 막냉각 / 는 열차폐 코  등의 추

가 인 추력실 냉각 기구가 용되기도 한다.

  특히 추진제를 이용한 재생냉각이나 막냉각 

등을 용하는 경우 연소/냉각 성능 간 

Trade-off[4]를 고려하여 냉각 기구 설계를 최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액

체로켓 엔진 추력실의 냉각 성능 측을 해서

는 추력실 내부의 난류 연소 유동과 냉각채  

 채  내부의 냉각유체 유동에 의한 열 달 

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  계

식에서부터 다차원 산유체역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잡도를 갖는 복합 열 달 해석이 시도

되어왔다[5-8]. 본 연구에서는 내열 세라믹 소재

의 열차폐 코 이 용된 로켓 엔진 연소기에 

한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  연소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TBC 용 조건에 따른 

연소기 노즐목부의 냉각 성능 변화 경향을 평가

하 다. 헤드부에서의 막냉각 용 여부  막냉

각 유량이 냉각 성능과 연소 가스에 노출되는 

TBC 표면 온도 변화에 미치는 향 등을 고찰

함으로써 용된 해석 기법의 타당성  추력실 

냉각 기구 설계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 다.

2. 해석 도구  모델

  2차원 축 칭 선회 압축성 난류 연소 유동  

냉각 통합 해석이 가능한 In-house 해석 도구

(KPP2D[4, 9-11])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노즐 유동에 의한 압축성 효과가 고려된  

이놀즈수  난류 모델[12]과 실제 유체 

상태량에 기반을 둔 층류 화염편 연소 모델[13]

이 용되었다.

  추력실 벽면  냉각채 로의 열 달은 1차원 

열 항 모델로 모사되며, 정상 상태에서의 벽면 

열유속 ″은 Eq.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동

장 경계면 온도 를 포함한 각 경계면에서의 

온도 값은 유동장과 난류 열경계층과의 양방향 

해석을 통해 계산된다. Eq. 1에서 는 열 도율, 

는 해석 Cell 는 매질의 두께, 는 온도, 

와 은 각각 냉각채  유로에서의 류 열

달 계수와 핀 효율을 의미하며, 하첨자 는 연소 

가스, 는 유동장의 경계면, 는 유동장 역

의 경계면에 인 한 Cell, 는 냉각 유체를, 상첨

자 는 최근 갱신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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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BC  막냉각 용에 따른 냉각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고려한 TBC는 서로 다른 소재의 

본드 코트와 탑 코트 층으로 구분된다. 추력실 

벽면을 구성하는 속 소재와 탑 코트 간의 결

합 성능을 보장하기 한 본드 코트 소재로는 

NiCrAlY가 용되었으며, TBC의 높은 열차폐 

성능을 보장하기 한 탑 코트 소재로는 매우 

낮은 열 도율을 갖는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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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Yttria-Stabilized Zirconia, YSZ)가 용되었

다. 해석에 필요한 NiCrAlY와 YSZ의 열 도율 

값으로는 온도에 따른 측정값[14]을 사용하 다.

3.1 본드 코트  탑 코트 두께 변화에 의한 향

  연료 막냉각이 용되지 않은 조건에서 본드 

코트(100∼200  )와 탑 코트(150∼300  ) 두

께에 따른 냉각 성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Table 1에 제시한 조건에 하여 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B200-T200  B150-T300에 해서는 

동일한 작동 조건에서의 연소 시험 결과와 비교

하 다. 연소 시험 시제의 실린더부에는 NiCrAlY

와 YSZ가 각각 200   두께로 용되었고, 열

유속이 최 가 되는 노즐목부에 해서만 Table 

1의 코  조건이 용되었다. 연소 시험 시제에

서는 연소  열 으로 가장 가혹한 조건에 노

출되는 노즐목 부 에 한 TBC의 열차폐 성능 

 내구성을 확인하고 코  시제 간 성능 비교

가 가능하면서도 시제 제작 노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즐목부에 해서만 코  조건을 변화

시켰으나, 연소 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해석 조건

에 해서는 실린더부와 노즐목부로 구성되는 

추력실 체에 하여 일정한 두께의 코 이 

용된 것으로 가정하 다.

  연소 시험 시제 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으

며, 직경이 다른 헤드부와 추력실부를 연결하기 

하여 분사면 근처에 원뿔  모양의 공간이 존

재한다. 추력실 내벽에 한 연료 막냉각은 용

되지 않았으나 노즐목부와 실린더부에는 물을 

이용한 채  냉각이 용되었으며, 냉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냉각수 온도가 측정되었다. 연

소/냉각 성능 해석에서는 분사면 근처의 화염 

발달 상을 모사하는 물리  모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헤드부와 실린더부를 연결하기 

한 원뿔  모양의 구간은 해석 역에서 제외하

으며, 해석 결과에는 거의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ID
NiCrAlY

[]

YSZ

[ ]

chamber 

pressure

[bar]

mixture 

ratio

B200-T200 200 200 31.27 2.90

B150-T200 150 200 31.27 2.90

B100-T200 100 200 31.27 2.90

B150-T150 150 150 31.27 2.90

B150-T250 150 250 31.27 2.90

B150-T300 150 300 31.35 2.95

Table 1. Analysis cases with varying coating 

thickness.

Fig. 1 Configuration of model combustor for hot-firing 

test with calculated pressure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B200-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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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olant temperature rise (calculated v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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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ll heat flux with varying coating thickness.

  연소 시험이 수행된 B200-T200  B150-T300 

조건에서의 냉각수 온도 상승분 측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측정값과의 차이가 3∼7℃ 

수 으로 비교  잘 일치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코  조건에 따른 온도 상승 경향 한 타당하

게 측하 다. 탑 코트  본드 코트 두께에 따

른 TBC의 열차폐 성능 변화 경향은 코  조건

에 따른 벽면 열유속 분포 변화를 나타낸 Fig. 3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본드 코트 비 

히 낮은 열 도율을 갖는 탑 코트의 두께가 

TBC의 열차폐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소가 될 것

으로 측되었다. 코  조건별 탑 코트 표면 온

도 분포는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열유속이 최

가 되는 노즐목부 근처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측되었다.

  연료 막냉각이 없고 본드 코트 두께가 150 

인 조건에서 탑 코트의 두께 변화에 따른 냉각

수 온도 상승분  노즐목부 근처에서의 탑 코

트 표면 최고 온도 측 결과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탑 코트 두께가 증가할수록 열차폐 성능이 

향상되어 냉각수 온도 상승분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반면 탑 코트 표면 온도는 높아지

게 되므로, 요구되는 열차폐 성능과 내구성을 동

시에 만족할 수 있는 탑 코트 두께 선정이 필요

할 것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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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face temperature of the top coat (YSZ) with 

varying coating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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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olant temperature rise and surface 

temperature of the top coat at the nozzle 

throat with varying top coat thickness (bond 

coat thickness: 150  ).

3.2 막냉각  막냉각 유량 변화에 의한 향

  본드 코트 두께가 150 로 일정한 조건에서 

탑 코트 두께  연료 막냉각 용에 따른 냉각 

성능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Table 2에 제시한 

조건에 하여 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연소 시험 

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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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YSZ

[ ]

chamber 

pressure

[bar]

mixture 

ratio

film cooling 

mass flow 

ratio[%fuel]

T150-FC10 150 31.93 2.43 10.37

T150-FC07 150 31.88 2.63 6.65

T100-FC10 100 31.67 2.43 10.32

T100-FC06 100 31.73 2.61 6.47

Table 2. Analysis cases with varying film cooling 

amount and top coat thickness of the 

nozzle throat section.

Fig. 6 Film-cooled model combustor with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T100-FC10).

  연소 시험 시제 형상은 Fig. 6에 나타내었으

며, Fig. 1에 제시된 시험 시제의 헤드부에 막냉

각링이 삽입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해석에서는 

헤드부 근처에서의 실린더부 직경 변화는 무시

하고 연소실 체 길이만 동일하도록 변경한 형

상으로 모사하 다. 시험 시제 구성에 따른 한계

로 인하여 연소 시험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막냉각 유량이 증가하면 체 혼합비는 낮

아지는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Fig. 7

의 막냉각 유량 감소에 따른 냉각수 온도 상승

분에는 높아진 혼합비에 의한 향이 함께 반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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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olant temperature rise (calculated vs 

measured).

  노즐목부에서의 냉각수 온도 상승분 측 결

과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측정값과 체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해석에서는 주

어진 조건에서 막냉각 유량보다는 탑 코트 두께 

변화가 냉각 성능에 미치는 향이 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측정된 냉각수 온도 값은 이

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냉각수 온도 상승

분으로부터 냉각 성능의 변화를 측/비교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값이 온도 센서의 정 도 

범  내에서 변화하 을 가능성을 완 히 배제

할 수 있도록 냉각수 유량을 최 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추력실의 열유속 분포 측 결과를 나타낸 

Fig. 8로부터 TBC 두께  막냉각 유량 감소에 

따른 열유속 증가 경향을 정성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 조건에서는 막냉각 감소  그에 

따른 체 혼합비 상승보다는 탑 코트 두께 감

소가 벽면 열유속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

으로 측되었다. 한 Fig. 9에 제시된 탑 코트 

표면 온도 분포 측 결과로부터 탑 코트 두께

가 동일할 경우 막냉각 유량이 을수록 표면 

온도가 상승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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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all heat flux with varying film cooling amount 

and top coa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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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urface temperature of the top coat with 

varying film cooling amount and top coat 

thickness.

  막냉각 유량  탑 코트 두께에 따른 냉각 성

능과 코  표면 온도 변화 경향을 Fig. 10에 제

시하 으며, 막냉각 유량이 증가할수록 냉각수 

온도  탑 코트 표면 온도 상승이 억제됨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막냉각 용은 연소 성능 

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냉각 성능을 

만족하는 수 으로 막냉각 유량을 최 화할 필

요가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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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rface temperature of the top coat and 

coolant temperature rise with varying film 

cooling amount and top coat thickness.

4. 결    론

  액체로켓 엔진 연소기의 연소/냉각 성능 통합 

해석 도구를 이용하여 내열 세라믹 소재의 TBC

가 용된 연소기에 한 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연소 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TBC 용 조건

에 따른 추력실 냉각 성능 변화 경향을 분석하

다. 추력실을 구성하는 속재와의 결합 성능

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본드 코트보다는 탑 코트 

두께가 증가할수록 열차폐 성능이 향상될 것으

로 기 할 수 있으나, 코  표면 온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TBC 내구성 하를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측되었다.

  연소기 헤드부 근처에서의 연료 막냉각 용 

여부  막냉각 유량이 냉각수 온도  탑 코트 

표면 온도에 미치는 향을 고찰함으로써 재생

냉각 방식의 로켓 엔진 연소기에 한 냉각 기

구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 다. 동일한 

두께의 탑 코 이 용되었을 때 막냉각 유량이 

증가할수록 코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막냉각 유량은 연소 성능과 

냉각 성능 간 Trade-off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TBC  막냉각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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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추력실 냉각 성능 변화를 측하고 측정값과 

비교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재의 해

석 모델이 연소기 냉각 기구 설계  최 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향후 개발 정인 TBC 용 

연소기에 한 연소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

여 해석 도구  물리  모델을 지속 으로 검

증/개선해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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