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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달탐사용 원자력전지의 긴급 재진입 상황에서의

열방어 구조물의 성능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프로세스는

재진입 궤적 해석, 유동 해석, 온도 및 삭마 해석, 성능 평가 단계

로 구성되어있다. 재진입 궤적 해석은 SAPAR 코드를 사용해 수

행되었으며 유동 해석은 2차원 비평형 유동 해석 코드를 사용해

계산되었다. 온도 및 삭마 해석은 1차원 축대칭 삭마 해석 프로그

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개발된 프로세스를 임의의 원자력 전지 열

방어 구조물 모델과 재진입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성능 평가 결과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린더형 원자력 전지 열방어 구

조물의 성능 평가를 위한 온도분포와 삭마량을 구하기 위해 유동

과 구조를 순차적으로 해석해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 형상의 열방어 구조물의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재진입,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열방어 시스템, 삭

마

학 번 : 2016-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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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이하 원자력전지)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제벡 효과(Seebeck effect) 또는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

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부피와 질량이 작지만 오

랜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달 탐사 등의 장기간 우주임무에 적합하다.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연료와 연료를 감싸는 차폐체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 형태의 PuO2 연료와 이를 실린더 형태로 감싸는

형태의 원자력전지 모델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 General-Purpose Heat Source Modu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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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방어 시스템

열방어 시스템(Thermal Protection System, TPS)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로부터 물체를 보호하는 구조물 등을 의미한다. 특히 재진입

물체 및 비행체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시의 마하수가 10 이상이므로 극

심한 공력가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방어 시스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열방어 시스템은 Reusable TPS와 Ablative TPS로 구분된다.

Reusable TPS는 열전도도가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재진입 비행체 내부

로의 열전달을 최소화한다. 비교적 적은 공력가열이 발생하는 상황에 사

용하며 재사용 가능하다. Ablative TPS는 공력가열로 인해 화학적·기계

적 삭마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재진입체 내부로의 열전달을 줄이는 역할

을 한다. 비교적 큰 공력가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형 원자력 전지를 덮어씌울 수 있도록 속

이 빈 실린더 형태의 열방어 구조물을 가정하였다. 이 열방어 구조물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가장 바깥쪽이 에어로셸(Aeroshell)로 발

사체 폭발 시 파편으로부터 원자력 전지를 보호하는 역할과 삭마를 통해

원자력 전지 내부로의 열전달량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층은 단

열층으로 열전도도가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원자력 전지 내부로의 열전

달을 최소화한다. 가장 안쪽 층은 Graphite Impact Shell(GIS)로 원자력

전지의 지면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해 원자력 전지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에어로셸과 GIS의 경우 충격에 강해야 하므로 강도 높은

고밀도 재료로 구성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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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배경

우주 탐사선 및 발사체 등에 탑재되는 원자력전지는 발사체가

상승하는 중에 폭발 등의 사고를 겪는 경우 높은 고도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 대기권에 재진입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충분히 높은 고

도에서 높은 초기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 하는 경우 극심한 공력가열이

발생하여 원자력전지가 파괴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 전지 내부의

방사성 원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 전지에 열방어 구조물이 필

수적으로 부착되어야한다.

원자력전지의 열방어구조물의 성능은 충격에 대한 반응, 공력가

열에 대한 열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공력가열에 대해 열방어 구조물 내부의 온도와 표면 삭마량을 통해

열방어 구조물의 열방어 성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열방어 구조물의 열방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열방어 구조물에 공력가열을 가할 수 있고, 전산해석을 통해 열방어 구

조물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의 경우 원자력전지가 받는 공력가

열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수 MW/m2의 공력가열을 가해야하므로

플라즈마 풍동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

된다. 또한 재진입 상황에서의 대기 환경을 모사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산해석을 통한

열방어 구조물의 성능 평가가 필수적이다. 전산해석의 방법을 통해 성능

을 평가하는 경우 원자력 전지의 재진입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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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실험 시 사용될 실험 조건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전산해석을 통하여 원자력전지 열방어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

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는 원자력전지의 형상을 단순화 한 후

간단한 이론식 및 실험식을 통하여 공력가열을 계산하여 열방어 구조물

의 내부 온도분포와 표면 삭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3, 4]. 이 방법

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간단한 모델링으

로 계산된 방법이므로 삭마량 예측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진입 궤적 해석, 유동 해석, 삭마

및 온도 해석으로 구성되는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

였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유동 해석 단계에서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의 화학종 분포 등이 고려되므로 삭마량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면서 실험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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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평가 프로세스

2.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능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된

다. 최종 목표는 열방어 구조물의 온도 분포와 삭마량 예측을 통해 열방

어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2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는 재진입 궤적 해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원자

력전지의 재진입 궤적을 해석하여 재진입 상황에서의 자유류 조건과 열

방어구조물 표면 온도를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유동 해석 단계로 전

산유체해석을 통해 열방어 구조물에 가해지는 열전달량을 계산하고 열방

어 구조물 표면에서의 화학종 분포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는 온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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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마 해석 단계로 시간에 따른 열방어 구조물 내부의 온도 분포와 표면

삭마량 해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성능 평가 단계로서

앞선 단계에서 예측된 삭마량과 온도 분포를 통해 열방어 구조물이 공력

가열로부터 원자력 전지를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위 프로세스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원자력 전지 모델은 실린

더형 모델이다. 실린더형 원자력 전지가 원주방향으로 회전하며 옆면으

로 낙하하는 경우에 대해 해석을 하는데 이는 원자력 전지의 옆면이 곡

률반경이 가장 작은 부위이므로 가장 큰 공력가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를 기준으로 삼아 보수적인 기준에서 성능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5].

그림 3 원자력 전지 낙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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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진입 궤적 해석 단계

2.2.1 재진입 궤적 해석 개요

재진입 해석 단계에서는 유동해석단계에서 사용될 자유류 조건

과 벽면 온도 조건을 도출한다. 재진입 해석 단계에서는 서울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동 개발한 SAPAR(Survivability Analysis

Program for Atmospheric Reentry) 코드를 사용하였다[6]. SAPAR 코드

는 자유류 조건 도출을 위해서 3자유도 운동방정식을 해석하여 시간에

따른 원자력전지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위치로부터 대기 밀

도, 압력, 온도를 도출할 수 있으며 계산된 속도로부터 마하수를 도출할

수 있다. 벽면 온도 조건 도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전지 내부를 여러 개

의 노드로 나누어 온도 방정식을 계산하여 가장 표면 노드에서의 온도를

계산한다.

2.2.2 지배방정식

SAPAR 코드는 운동 방정식과 온도 방정식으로 구분된다. 운동

방정식은 재진입 물체의 운동 관련 정보를 해석하며 온도 방정식은 온도

와 같은 열적 정보를 해석한다.

2.2.2.1 운동 방정식

재진입 궤적 해석 시 원자력 전지의 시간에 따른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운동방정식을 계산한다. 운동방정식은 3축의 병진운동을

고려한 3자유도 운동방정식으로 관성좌표계인 ECI(Earth-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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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ia) 좌표계 상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2)

이 때, 옆면으로 낙하하는 실린더의 경우 누센수(Kn)에 따라 항

력을 계산할 수 있다. 고고도의 자유 분자 구간인 Kn>10 영역에서는 자

유분자운동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력계수가 계산된다.

 




 

 


(3)

Kn<0.0001인 연속 기체 구간에서는 modified Newtonian law를 적용하

여 다음과 같이 항력계수가 계산된다.

  


m ax   (4)

0.0001<Kn<10인 천이구간에서는 누센수에 따른 연결함수를 사용해 항

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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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온도 방정식

열 해석은 다음의 온도방정식을 계산하여 진행된다. 온도방정식

은 전도에 의한 열전달과 재료의 내부에너지 변화가 평형을 이룬다는 가

정으로부터 유도된 식이다.







 (5)

 


(6)

이 때, 경계조건으로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전달량을 적용

해야한다. 열전달량은 공력가열량과 복사냉각량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7)

실제 온도 벽면에서의 열전달량은 벽면 온도가 214K이라고 가정

했을 때 가해지는 열전달량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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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가 희박한 자유 분자 구간(Kn>10)에 대해서는 정체점 열전

달량이 정체 엔탈피와 질량유량에 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연속 기체 구간(Kn<0.0001)에 대해서는 다음 Detra-Kemp

-Ridell 식을 사용하여 정체점 열전달량을 계산한다.

 

× 
 





 


(10)

천이구간(0.0001<Kn<10)인 구간에서는 누센수에 대한 연결함수

를 사용하여 정체점 열전달량을 계산한다.

복사냉각량은 Steffan-Boltzmann 방정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11)

2.2.3 수치기법

3자유도 운동방정식은 결국 1차 상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4차 Runge-Kutta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식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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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12-1)

  (12-2)

  


 


 (12-3)

  


 


 (12-4)

    (12-5)

온도방정식 해석을 위해서는 실린더 형상을 반지름에 따라 여러

개의 노드로 분할한 후 지배방정식을 적분형으로 변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3)

그림 4 실린더 노드 분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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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동 해석 단계

2.3.1 개요

유동 해석 단계에서는 앞선 재진입 궤적 해석 단계에서 얻어진

자유류 조건과 벽면 온도 조건을 토대로 원자력 전지로 가해지는 공력가

열량과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의 화학종 분포를 계산한다. 재진입 궤적

해석 단계에서 얻어진 공력가열량은 이론식과 실험식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공력가열량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다음 단계인 온도 및 삭마

해석 단계에서 삭마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고려해야하므로 유동해석을 통해 열방어 구조물 표

면에서의 화학종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3.2 지배방정식

2.3.2.1 유동 해석 방정식[7,8]

원자력 전지가 재진입 하는 경우 낙하 속도가 마하수 20 이상으

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비평형 유동현상을 고려해야한다. 비평형 유동

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화학종 방정식, 진동

에너지 방정식, 상태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다.

ⅰ) 연속방정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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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동량 방정식
















(15)

이 때,

  





 





  




 

















  





 






ⅲ) 에너지 방정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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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각 항은 다음과 같다.

 












 


  



 


 



   

 

  ∆  


 

  


  


  



   

ⅳ) 화학종 방정식










 

 



  

(17)

ⅴ) 진동에너지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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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ⅵ) 상태방정식

     




  (19-1)

 




 

(19-2)

     




  
 

(19-3)

2.3.2.2 미끄럼 경계 조건[9]

고고도에서는 대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평균 자

유행로가 증가하여 더 이상 일반적인 연속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영역

이 존재한다. 이 때 벽면에서 유동의 속도가 0이 되는 점착 조건이 성립

되지 않으며 벽면 온도와 벽면 근처 유동의 온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

한다. 따라서 0.001<Kn<0.5 정도의 희박 유동에서는 미끄럼 경계조건을

고려해야한다. 미끄럼 경계조건은 속도 미끄럼과 온도 미끄럼으로 구성

되는데, 미끄럼 조건을 모사하는 방법으로는 Maxwell 미끄럼 경계조건

이 잘 알려져 있다. Maxwell 미끄럼 경계조건에서의 속도 미끄럼과 온

도 미끄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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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속도 미끄럼 경계조건

 

  


(20)

ⅱ) 온도 미끄럼 경계조건

  

 

 Pr


∂ 

∂ 
(21)

미끄럼 경계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벽면에서의 온도구배가 작아

지며 경계층 내에서의 속도구배가 작아지므로 전도와 소산에 의한 에너

지 전달량이 작아져 벽면으로의 열전달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3.2.3 촉매 재결합 경계 조건[10]

산소, 질소 원자는 재결합하여 산소, 질소 분자가 될 수 있다. 고

온의 탄소계열 벽면의 경우 산소, 질소 원자의 재결합 반응에 촉매 역할

을 하여 재결합 반응률을 높인다. 이 반응을 촉매 재결합 반응이라고 하

는데, 촉매 재결합 반응 시 아래 화학반응 식과같이 열이 방출되므로 이

를 고려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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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촉매 재결합 반응을 일으키는 산소, 질소원자의 비율은 고온 벽

면의 재질과 온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 탄소 계열의 벽면의 경우 다

음과 같이 촉매 재결합 계수가 주어진다.

  
 



exp

  (22)

벽면의 재질에 따른 효과는 위 식에 포함되어있는 세 개의 상수값 통해

반영된다.

이 때, 촉매 재결합에 의해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산

소, 질소 원자의 질량 플럭스는 다음과 같다.


  



  


 

 
 


  



  


 

 
 

열방어 구조물 표면으로의 열전달량은 온도 구배에 의한 전도항

과 엔탈피 확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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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치 기법

2.3.3.1 수치 플럭스 기법

수치 플럭스 계산 기법으로는 AUSMPW+를 사용하였다[11,12].

AUSMPW+의 경우 충격파 근처와 벽면 근처에서 발생하던 물리량의 비

물리적인 진동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유동에서

정확성, 강건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극초음속 비평형

유동 해석에 적합하다. 1차원 유동에서 AUSMPW+ 기법을 적용하여 계

산한 수치 플럭스는 다음과 같다.

 











 (24)

이 때,  ,  이며 밑첨자 과 은 각각 셀

경계면 좌, 우에서의 물성치를 의미한다. 셀 경계면에서의 마하수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25)

셀 경계면에서의 마하수를 기준으로 


, 


이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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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 경우









×


 (26-1)






× (26-2)

ⅱ)  ≦인 경우






× (27-1)









×


 (27-2)

이 때, 와 는 비물리적인 진동을 제거하기 위한 압력 가중 함수로써

다음과 같다.

 min




  (28)

   minminmin
  ≠

 
(29)

이 때, 는 셀 경계에서의 압력값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0)

그리고 마하수, 압력 분할 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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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

± ±∓±  ≦

± 
(32)

는 0와 3/16 사이의 실수이다.

셀 경계면 좌우에서의 마하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3)

이 때, 는 셀 경계면에서의 음속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ⅰ) 


 인 경우

  
max  (34-1)

ⅱ) 


 인 경우

  
max  (34-2)

이 때, 는 셀 경계면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음속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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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

 (36)

2.3.3.2 고차 정확도 내삽 기법

고차 공간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차 MUSCL 내삽 기법을

사용하였다[12]. 이 때 비물리적인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minmod 제한

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셀 경계면에서의 보존 물리량 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37-1)

  (37-2)

maxmin (38)

2.3.3.3 시간 전진 기법

해를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1차 외재적 오일러 시간

적분 기법을 사용하였다.

    (39)

이 때, 수렴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간 전진 간격 는 각 셀에서의 국

부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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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온도 및 삭마 해석 단계

2.4.1 온도 및 삭마 해석 개요

온도 및 삭마 해석은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표면에서의 삭마량과 열방어 구조물 내부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는 단계

이다. 이 때 경계조건으로는 앞선 유동 해석 단계에서 계산한 열전달량,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의 화학종 분포, 압력, 밀도, 경계층 경계면에서

의 화학종 분포를 사용한다.

2.4.2 지배 방정식[7]

2.4.2.1 mass balance 방정식[13]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서의 삭마는 산화, 질화, 승화를 통해 진행

된다. 산화, 질화의 경우 벽면 표면에서의 산소, 질소원자의 몰분율에 의

해 그 속도가 결정되므로 산소, 질소원자의 몰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촉매 재결합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벽면에서의 삭마, 촉매 재결합으

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종의 질량 플럭스와 확산으로 빠져나가는 질량 플

럭스가 평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mass balance 방정식을 사

용한다.

∂ 

∂ 
  









 
 (40)

 는 벽면에서 발생하는 촉매재결합반응의 생성물의 질량 플럭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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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유동해석단계에서 소개한 경계조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는 유동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로 인해 탄소 벽면에서 발생하는

산화반응으로 인한 생성물의 질량 플럭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음의 화학반응을 고려하였다.

→×

이 때, 와 의 질량 플럭스는 각각 다음과 같다.


 



 









 
  

 

(41-1)


  



 









 
  

 

(41-2)

 는 유동에 존재하는 질소 원자로 인해 탄소 벽면에서 발생하

는 질화반응으로 인한 생성물의 질량 플럭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화학반응을 고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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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과 의 질량 플럭스는 각각 다음과 같다.


 



 










   

  

(42-1)


 



 










    

  

(42-2)

승화율은 Knudsen-Lanmuir 방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3-1)



   




 





 




 



 




 




(43-2)

산화, 질화, 승화로 인한 질량 플럭스가 모두 계산되면, 삭마 속

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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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온도 방정식

열방어 구조물 내부의 온도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온도 방

정식을 계산해야한다. 온도 방정식은 열방어 구조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도로 인한 열전달량과 구조물의 내부에너지의 증감량이 평형을 이루는

에너지 보존식의 일종이다. 실린더형 원자력 전지가 원주방향으로 회전

하며 재진입 하는 경우 결국 위치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균일한 공력가

열이 가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1차원 축대칭 온도 방정식을 계산해야한

다.










  (45)

이 때, 은 전도에 의한 열전달량이며 다음과 같다.

 


(46)

2.4.3 수치 기법

표면 삭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mass balance equation을 계

산해야 한다. 그런데 지배방정식의 대류항에 질량분율이 두 번 곱해진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방정식이 비선형 방정식이다. 이를 풀기 위해

서 반복 계산을 하게 되는데, 대류항 계산시 이전 계산 단계에서 사용된

질량분율을 곱하여 지배방정식을 선형으로 변환한다. 변화된 선형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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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온도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온도 1차 미분항

을 계산해야하는데 이는 2차 공간정확도를 가지는 중앙차분법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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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 단계

열방어 구조물의 성능 평가 기준은 온도 기준과 삭마량 기준으

로 구분되며, 두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열방어 구조물의 성능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5.1 온도 기준 성능 평가[14]

온도 기준은 원자력 전지의 방사성 연료를 감싸고 있는 차폐체

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온도 조건은 두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재

진입 과정에서 차폐체의 온도가 1800℃ 이하로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

다. 만약 기준 온도를 넘어서는 경우 차폐체가 녹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지면 충돌시 차폐체의 온도가 9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만약 충돌시 온도가 기준온도보다 낮은 경우 지면 충돌 시 충격에

의해 차폐체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

2.5.2 삭마량 기준 성능 평가

삭마량 기준은 에어로셸에서의 삭마량을 기준으로 한다. 에어로

셸이 모두 삭마되는 경우 단열층이 삭마되는데 단열층의 경우 열전도도

가 낮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삭마되기 때문에 이 경우

원자력전지로 막대한 열전달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계수를 두어

에어로셸의 삭마량이 에어로셸 두께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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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적용 예시

임의의 원자력 전지 열방어 구조물 모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자력 전지의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성능을 평

가해보았다.

3.1 열방어 구조물 모델 가정

열방어 구조물이 부착된 원자력 전지 모델 형상은 그림 5와 같

다. 열방어 구조물은 바깥쪽에서부터 에어로셸, 단열층, GIS로 구성되어

있다. 에어로셸과 GIS는 CC-2라는 고밀도 C/C 계열의 재료이며 단열층

의 재료는 CBCF(Carbon Bonded Carbon Fiber)라는 C/C 계열의 재료이

다.

그림 5 열방어 구조물 및 원자력 전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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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지와 열방어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밀도와 CC-2의 비

열, 열전도도는 다음과 같다.

CC-2 CBCF PuO2

밀도 (g/cm3) 1.98 0.18 11.5

표 1 원자력 전지 재료 별 밀도

그림 6 CC-2 비열과 열전도도

열방어 구조물을 포함한 원자력 전지의 직경은 84.5mm이며 길

이는 120mm이다. GIS의 직경이 40mm라고 가정했을 때 에어로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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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층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다섯 개의 열방어 구조물 모델을 만들었다. 5

개의 모델의 형상과 질량은 다음 표와 같다.

모델

번호

단열층

두께

(mm)

에어로셸

두께 (mm)

단열층

부피 (cm3)

에어로셸

부피

(cm3)

원자력전지

총 질량

(kg)

1 4.541 22.70 58.81 700.5 1.959

2 9.083 18.16 140.0 619.3 1.817

3 13.62 13.62 247.1 512.2 1.629

4 18.16 9.083 383.7 375.6 1.391

5 22.70 4.541 553.3 206.1 1.094

표 2 열방어 구조물 모델에 따른 형상 및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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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진입 궤적 해석

3.2.1 초기 조건

재진입 궤적 해석 단계에서는 발사체가 300km 주차궤도를 사용

하는 경우에 1단 로켓 분리 시, 2단 로켓 분리 시, 주차궤도 진입 직전에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기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고시점에서의 고도, 위도, 경도, 지표면에 대한 상대속도는 표 3과 같

다.

사고 상황
고도

(km)

위도

(deg)

경도

(deg)

상대속도

(km/s)

1단 분리 시 50 33.5 128.0 1.7

2단 분리 시 200 31.0 129.0 4.3

주차궤도 진입 직전 290 21.5 133.0 7.5

표 3 발사체 사고 시점

3.2.2 해석 결과

주어진 3개의 초기조건을 사용해 5개의 열방어 구조물 모델의

재진입 궤적 해석을 수행하여 15개의 재진입 궤적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궤적에서 발생한 최대 열전달량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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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량 (kW/m2) No. 1 No. 2 No. 3 No. 4 No. 5

1단 분리 시 80.91 75.97 75.97 75.82 75.16

2단 분리 시 1593 1528 1528 1332 1250

주차궤도 진입 직전 3416 2937 2937 2521 2167

표 4 사고 시점 및 열방어구조물 모델 별 최대 열전달량

1번 열방어 구조물 모델이 주차궤도 진입 직전에 사고가 발생해

재진입을 시작하는 경우에 최대 3,416kW/m2의 가장 극심한 공력가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번 열방어 구조물 모델의 경우 질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 공력에 의한 속도의 감속이 가장 작다.

또한, 주차궤도 진입 직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시점에서의

발사체 속도가 궤도 속도를 만족하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이며 높은 고

도로 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진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

서 이 경우 재진입 마하수가 커 공력가열 역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분석

된다. 1번 열방어 구조물 모델이 주차궤도 진입 직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 궤적으로 선정하여 성능평

가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재진입 궤적은 그림 7~9와 같다. 대기 밀도는 약 70km

고도에서부터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며 대기밀도

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량이 증가하고 공기저항으로 인해 급격한 감속

이 이루어진다. 원자력 전지가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750초이며 1200초~1430초 구간에서 공력가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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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에 따른 재진입 속도와 고도

.

그림 8 고도에 따른 마하수와 대기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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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에 따른 열전달량과 벽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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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동 해석

3.3.1 유동 해석 조건

유동 해석 단계에서는 앞선 재진입 궤적 해석 단계에서 선정된

재진입 궤적에 대해 시간에 따른 열전달량과 유동값의 변화를 계산한다.

앞서 선정된 재진입 궤적의 경우 1200초에서 1430초 사이에 공력가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구간 사이의 9개의 시각을 선정하여

각각 정상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유동 해석 시점과 그 시점에

서 SAPAR로 계산된 정체점 열전달량은 그림 10, 표 5와 같다.

그림 10 선정된 9개의 유동 해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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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s) 1282 1317 1328 1341 1355

열전달량

(kW/m2)
770.939 1567.22 1982.61 2817.74 3396.45

시간 (s) 1365 1375 1390 1405

열전달량

(kW/m2)
3349.14 2846.92 1743.52 887.569

표 5 선정된 해석 시점에 대한 SAPAR 해석 열전달량

선정된 해서 시점에 대한 자유류 및 벽면 온조 조건은 표 6과 같다.

시간(s) 압력 (Pa)
자유류 밀도

(kgm)

자유류

온도 (K)

벽면

온도 (K)
마하수

1282 0.636 7.07×  192.858 555.049 27.45

1317 3.03935 4.98×
  211.362 846.828 25.57

1328 4.88915 4.29×
  218.406 968.135 24.65

1341 8.4977 9.21×
  228.529 1169.36 23.27

1355 15.3291 1.92×
  239.851 1451.06 21.38

1365 23.3713 3.53×  248.286 1621.86 19.72

1375 35.7002 6.47×  257.059 1740.31 17.79

1390 67.5193 1.21×
  270.650 1791.49 14.46

표 6 유동 해석에 사용된 자유류 및 벽면 온도 조건

3.3.2 격자계 및 경계 조건

유동해석은 정렬격자계에서 해석되었으며 해석에 사용된 격자

예시 형상과 경계조건은 그림 11과 같다. 벽면에서 촉매 재결합 반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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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주었으며 미끄럼 조건의 경우 누센수가 0.0001 이상인 1282초~1375

초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격자계의 경우 분리 충격파의 위치

에 맞추어 격자를 조밀하게 반복하여 생성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

우 분리충격파가 여러 인덱스의 셀에 걸쳐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벽면에서의 열전달량 등 유동값이 비물리적으로 진동한다.

미끄럼
촉매 재결합

Outflow

Symmetric

Inflow

그림 11 유동 해석에 사용된 원자력 전지 예시 격자계와 경계조건

3.3.3 유동 해석 결과

해석 결과 1355초에서 가장 큰 공력가열이 발생하였다. 1355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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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유동의 압력장과 온도장은 그림 12, 13과 같으며 벽면을 따른 열전

달량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2 최대 공력가열 시점에서의 압력장

그림 13 최대 공력가열 시점에서의 온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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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최대 공력가열 시점에서의 표면을 따른 열전달량

그림 15 원자력 전지 표면을 따른 좌표계

그림 16은 시간에 따른 열전달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SAPAR 코

드를 사용해 계산한 결과와 CFD 해석을 통해 계산한 결과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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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AR 코드와 CFD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며 특히 최대 열전달량의 경

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있는

값은 평균 열전달량이다. 평균 열전달량은 열방어 구조물 표면을 따라

가해진 열전달량을 평균낸 값이다. 원자력 전지가 원주 방향으로 회전하

며 낙하하는 것을 가정했으므로 열방어 구조물 표면에 평균 열전달량이

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값을 온도 및 삭마 해석 단계에

서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6 유동 해석으로 도출된 시간에 따른 정체점 및 평균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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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온도 및 삭마 해석

3.4.1 해석 조건

3.4.1.1 경계 조건

그림 17은 열방어 구조물을 포함한 원자력 전지의 모식도이다.

열방어 구조물인 에어로셸, 단열층, GIS가 해석 범위에 포함된다. 경계조

건으로는 바깥쪽 경계조건과 안쪽 경계조건이 존재한다. 바깥쪽 경계조

건으로는 앞선 유동 해석 단계에서 계산된 평균 열전달량과 화학종 분포

를 입력하였다. 안쪽 경계조건으로는 원자력 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인

15.6kW/m2을 적용하였다.

그림 17 온도 및 삭마 해석 영역 모식도

3.4.1.2 물성치

열방어 구조물을 구성하는 CC-2와 CBCF의 비열과 열전도도는

그림 18,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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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열방어 구조물 재료의 비열

그림 19 열방어 구조물 재료의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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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의 경우 열방어 구조물의 초기 온도 분포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바깥쪽 경계에 열전달량을 제거한 후 5,000

초 이상 시간이 흐르도록 하여 수렴된 온도 분포를 도출하였다. 계산된

초기조건은 그림 20과 같다.   인 지점이 차폐체이며 가 증가할수록

유동 방향이다. 차폐체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하여 차폐체에서의 온도가

높으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열

층의 두께가 클수록 차폐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열방어 구조물의 초기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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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해석 결과

3.4.2.1 삭마량 해석 결과

시간에 따른 삭마량 해석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재진입 시작

후 1200초인 시점부터 삭마량을 나타내었다. 공력가열이 시작된 후 100

초부터 열방어구조물 표면에서의 온도가 산화 등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삭마량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초 이후에는 복사 냉각 등으로 인해 표면 온도가 낮아지므로

삭마 속도가 0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보인다. 에어로셸이 얇고 단열층이

두꺼울수록 삭마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시간에 따른 삭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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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온도 해석 결과

그림 22는 시간에 따른 차폐체에서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결과이

다. 공력 가열 시작 이후 약 350초간 온도가 상승한 후 그 이후로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력가열이 끝난 이후에도

단열층에서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GIS로 열전달이 일

정 시간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에어로셸이 얇고 단열층이 두꺼울

수록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력가열에 대해 온도가 비교적 조금 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시간에 따른 차폐체 온도



- 46 -

3.5 성능 평가

3.5.1 삭마량 기준 성능 평가

열방어 구조물 모델 별 삭마량을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에

어로셸이 얇고 단열층이 두꺼운 5번 모델에서 에어로셸 두께 대비 삭마

량이 50%를 넘어 삭마량 성능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o.1 No.2 No.3 No.4 No.5

삭마량 (mm) 2.33 2.42 2.54 2.73 2.93

에어로셸 두께

대비 삭마량 (%)
10.3 13.3 18.7 30.1 64.5

표 7 열방어 구조물 모델 별 최종 삭마량

3.5.2 온도 기준 성능 평가

열방어 구조물 모델 별 차폐체에서의 온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든 열방어 구조물 모델에 대하여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인

180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면 충돌시 온도 역시 기준온도인

9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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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No.2 No.3 No.4 No.5

최고 온도 (℃) 1409 1251 1144 1064 990.7

지면 충돌 온도 (℃) 1234 1199 1123 1046 969.5

표 8 열방어 구조물 모델 별 차폐체 최고 온도 및 지면 충돌 온도

3.5.3 최종 평가

차폐체 온도 평가 결과 모든 열방어 구조물이 성능 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삭마량 평가 결과 에어로셸이 얇고 단열층이

두꺼운 5번 열방어 구조물 모델이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열방어 구조물 5번 모델의 경우 단열층이 두껍기 때문에 외

부의 공력가열이 단열층 안쪽으로 전달되지 못해 에어로셸에서의 온도가

다른 모델에 비해 높으며 그로 인해 삭마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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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달탐사용 원자력 전지의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

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평가 프로세스에는 재진입 궤적 해석, 유동

해석, 온도 및 삭마 해석 단계가 포함된다. 재진입 궤적 해석에는

SAPAR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유동 해석 시에는 기존의 비평형 유동 해

석 CFD 코드에 미끄럼 경계조건과 촉매재결합 경계조건을 추가하여 해

석하였다. 온도 및 삭마 해석 단계에서는 기존의 1차원 해석 코드를 1차

원 축대칭 형상으로 코드를 확장하였다.

개발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임의의 원자력 전지 열방어 구조물

형상에 대해 긴급 재진입 사고 시점을 가정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

다. 해석 결과 단열층이 너무 얇은 경우 원자력 전지로의 열전달이 커

방사능 차폐체에서의 온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으며 에어로

셸이 너무 얇은 경우 과도한 삭마로 인해 원자력 전지가 파괴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임의의 형상을 가진 원자

력 전지의 열방어 구조물 성능 평가 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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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rmal Protection System

Attached to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by

Temperature and Ab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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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assessment process of thermal

protection system attached to cylindrical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is suggested. The process consists of re-entry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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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low analysis, temperature & ablation analysis and

assessment procedure. Re-entry trajectory analysis is performed using

SAPAR code. Flow analysis uses non-equilibrium CFD code. Also,

temperature and ablation analysis is based on one-dimensional

axi-symmetric ablation code. Additionally, an example analysis on

arbitrary TPS of RTG is carried on. This study implies that by

solving flow and structure one by one, the computation time can be

reduced. Further study on performance assessment of TPS on RTG

of arbitrary shape can be conducted based on this study.

keywords : Re-entry,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Thermal Protection System,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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