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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군사 및 우주 발사체의 추진 로켓으로 주로 사용되는 

고체 로켓은 능동적인 추력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

제 자체의 연소 특성 및 연소실 내의 물리 현상을 파악

하는 것이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고체 

로켓 내부 연소실은 고체 추진제의 연소 및 유동압력에 

의한 구조 변형으로 인해 유동 영역과 구조 영역이 지

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실 내부 

유체–구조–연소 연동 해석을 위해 ALE 기법을 적용하

여 유동 및 구조 해석에 있어서 해석 영역의 체적 변화

를 고려하였다. 연동 해석에 있어 각 영역의 경계 면에

서의 정보 전달 기법 및 영역 변화에 따른 자동 격자 

재생성 기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추진제 연소 

특성에 알맞은 연소 모델 및 연소 과정 중 그레인의 형

상 변화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표면 격자 추적 기법을 

개발, 적용하였다. 각 기법들은 통합 해석을 위해 하나

의 프로그램으로 연동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소실 

내부 현상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수치 해석 및 결과 

그림 1은 해석에 사용된 2차원 축대칭 로켓 모델의 

형상을 보여준다. 파란색 부분은 연소실 내부의 초기 

유동 영역이며 붉은색 부분은 고체 추진제를 나타낸다. 

이 고체 추진제는 연소에 의해 점진적으로 타 없어지며 

이로 인해 유동 해석 부분은 증가하게 된다. 녹색 부분

은 점화기, 로켓 케이스, 노즐 등의 로켓 구성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강체로 가정한다. 해석은 

로켓 전두부의 pyrogen 형태의 점화기에서 초기 점화 

가스가 분사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후 고온 가스에 

의하여 고체 추진제 표면에서 점화가 일어나는 과정 및 

추진제 표면으로 점화가 확산되어 이로 인해 생성되는 

연소 가스에 의해 연소실 내부 유동장이 발달되어 대부

분의 고체 추진제가 연소로 인해 소모되는 시점까지 해

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 해석에 사용된 축대칭 로켓 형상 

 

그림 2는 로켓 전방부 유동 영역에서 초기 유동 발달 

과정의 온도 분포를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준다. 점화

기에서 분출된 고온, 고압의 가스는 연소기 후방에서 

급격하게 팽창되며 초음속으로 가속된다. 이 초음속 유

동은 강한 충격파를 형성하여 충격파 후방의 온도를 상

승시키고 추진제 그레인 표면으로 열 전달을 증가시켜 

점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림 2-(c)와 같이 

trim된 추진체 표면 근처에서 처음 점화가 일어나게 된

다. 화염은 그림 2-(d)와 같이 표면을 통해 빠르게 전파

되며 생성된 고온 가스는 슬롯 반대편을 가열하여 점화

를 유도한다 (그림 2-(f)). 하지만 슬롯 안쪽과 로켓 전

두부에는 그림 2-(f)~(g)와 같이 초기 저온 가스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화염 전파가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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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luid-structure-combustion interaction of solid propellant rocket interior is carried out by employing the AL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description. The fluid-structure integration methods and an automatic re-meshing algorithm are included to 

analyze an unsteady fluid-structure interaction phenomenon with the deformation of solid grain during the simulation. The developed 

solver is applied for the full burning simulation of a solid propellant grain, which is a highly-coupled unsteady phenomenon between 

gas flow and propellant structure. Based on the integrated computed results, various multi-physics coupling phenomena (flow physics 

in the combustion chamber, flame propagation process on grain surface, and the deformation behavior of a solid propellant)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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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소실 전두부 유동장 변화 

 

  강한 비정상 상태를 갖는 초기 점화 과정을 거친 연

소실 내부는 추진제 표면 전 영역에서 연소가 일어남에 

따라 천이 상태를 거쳐 준 정상상태로 돌입하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형하게 된다. 그림 3은 

추진제 그레인의 연소에 따라 변형하는 모습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제 그레인의 연소에 따른 변형 

형태를 모사하기 위한 regression 모델이 적용되었다. 그

림 3은 연소 과정 중 추진제 그레인의 각 코너 부분의 

형태가 실험에 의해 알려진 변형 형태를 잘 모사함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3의 아래 부분은 초기 연소실의 

비정상 특성이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정상 상태로 전환

됨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연소실 축 중심에서 측정한 압력 그래프이

다. 초기에 급격하게 중가한 유동 압력은 한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추진제 슬롯을 중심으로 앞부분이 

완전히 연소되어 사라진 뒤부터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함께 도시한 FcI 결과는 구조물의 체적 변화를 고

려하지 않은 것으로 두 결과의 차이는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연소 가스가 분출되는 추진제 표면의 면적과 연소

실 내부 유동 영역의 체적 변화가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3. 고체 추진제 연소에 의한 연소실 변형 

 

그림 4. 축 중심에서 측정한 유동 압력 변화 

 

3. 결론 

고체 추진 로켓 연소실 내부의 현상 파악을 위한 통

합 해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

석 결과를 통해 연소실 내부의 점화 순간부터 화염면 

전파 과정, 추진제 변형 및 소진 과정 등 로켓 작동 과

정 중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했으며 특히 연구자

가 필요로 하는 로켓 내부 각 부분의 물리 변수 변화를 

직접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개발된 해석 프로그램 및 기법들은 향후 로켓 

개발 및 성능 향상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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