Ð±©¼»® ×³¾»¼»¼
íÜ

ÕóÍÌßÎ

ïëêðí

×ÌÛÎ

íîé ÌÛÔò øðíï÷ìçðóîíïè Ûó³¿·´ æ -§¸§«²àª·¬¦®±¬»½¸ò½±³

www.hanyangeng.co.kr

Your Environmentally Friendly
Value Innovating Strategic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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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LANT

UHP Piping
CCSS
World-Class Product Award

Industrial Gases / Chemicals
Aerospace
Bio/Pharmaceutical

HQ : 72, Yeongtong-ro 26beon-gil, Hwaseong-si, Gyeonggi-do, 18380, Korea / TEL : +82-31-695 -0000
Seoul Office : Hanyang BD 9F, 10F, 123, Yeoksam-ro, Gangnam-gu, Seoul, 06243, Korea/ TEL : +82-2-2148-0000
www.hanyang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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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 52회 한국추진공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금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추진공학분야의 주요 이슈와 심도 깊은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내실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5월 29일 첫째 날에는 부문위원회 워크샵으로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특화연구실
착수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개발방향’에 대한 기획 및
기술현황 발표와 더불어 패널토론을 통하여 우주개발의 열의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또, 둘째 및 셋째 날의 학술발표 기간 중에는 쎄트렉아이의 박성동 의장님과 해군정비창
장 신승민 제독님의 초청강연이 개최되고, 총 11개 분야의 특별 세션(Organized Session)을
포함하여 산업체 ․ 연구소 ․ 대학 등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학술
논문 257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학술대회는 회원님의 최신 논문발표, 전문가와의 토론 및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화에어
로스페이스(주), (주)한국화이바, GE Aviation 코리아, (주)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
한화, 현대로템(주), (주)비츠로넥스텍, (주)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LIG넥스원(주), (주)뉴
로스, (주)스페이스솔루션, (주)데크카본, 한양이엔지(주), 코오롱데크컴퍼지트(주), (주)쎄트렉
아이, 그 외 여러 특별회원사, 그리고 전시 및 광고에 참여해주신 여러 기업체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회 위원 및 학회
사무국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추진공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가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회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29일
한국추진공학회 회장 김정수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최성만

등록 및 발표 안내
▶ 현장등록 일시 및 장소
․ 등록시간 : 2019년 5월 29일(수) 13:00~17:00 ; 부문위원회 워크샵
5월 30일(목) 08:30~17:00 ; 학술대회
5월 31일(금) 08:30~13:00
․ 등록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볼룸 로비

▶ 참가등록비
일 반 (박사과정 포함)

참 가 구 분

학 생 (학 ‧ 석사 과정)

현장등록비(원)

사전등록비(원)

현장등록비(원)

사전등록비(원)

전일정

회

원

250,000

230,000

200,000

180,000

29일(수)~
31일(금)

비회원

280,000

260,000

210,000

190,000

회

원

220,000

200,000

170,000

150,000

비회원

250,000

230,000

180,000

160,000

회원/
비회원

150,000

130,000

150,000

130,000

학술대회
30일(목)~
31일(금)

부문워크샵
29일(수)

* 사전등록은 5월 17일(금)까지 입니다.
*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회원등록비를 적용함.
* 비회원 참가자는 비회원 등록비 납부만으로 별도의 연회비 없이 회원입회가
가능하며, 입회 희망하는 경우 개최 종료일까지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요망
* 동반자 - 만찬 참석비 : 6만원 / 중식 : 2만 5천원 / 리셉션 4만원 (논문발표장 입장불가)

▶ 웹프로시딩 : http:// 등록자에게만 공개
(※ 웹프로시딩은 학술대회 개최종료 후 1년간만 제공하고, 학회 홈페이지 경로를 통한 DBpia 원문서비스는 추후 상시 제공됨.
행사 전체사진은 개최종료 1주일 이후 웹프로시딩에 1달간만 게시예정)

▶ 발표 및 진행방법
1. 구두(Oral) 발표
- 발표시간은 15분 발표에 5분간 질의응답입니다.

- 구두 발표자는 해당 세션 시작 5분 전까지 입실하여 진행요원에게 도착여부를 알려야
하며, 준비된 노트북에 미리 발표 자료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발표 종료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종이 울립니다.
-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2. 포스터 발표
- 일시 및 장소 : 5월 30일(목) 14:50~15:50 (1시간) / 2층 볼룸 로비
- 포스터 탈부착 시간 : 부착 - 포스터 발표세션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 / 탈착 - 종료 5분전 탈착
- 포스터 양식크기 : 가로 90cm * 세로 120cm
- 부착에 필요한 물품(테이프 등)은 학회에서 제공합니다.
- 포스터 작성 및 발표 요령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는 발표시간 동안 게시한 포스터 앞에서 참관자 및 좌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
야 합니다.

초청강연
[1] 5월 30일(목) 16:10~17:00, 2층 볼룸(개회식장)
쎄트렉아이 박성동 의장
강연제목 :“Small is beautiful”
[2] 5월 30일(목) 17:00~17:30
해군정비창장 신승민 제독
강연제목 :“해군 함정 추진시스템 현재와 미래”

교통편 안내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66
- 전화 : 064-729-8100
▶ 제주공항 출발 :용문로타리 방면 → 한천교 → 서문시장 →
서문사거리에서 좌회전 → 탑동로 방향으로 직진 총 거리 3.8km
(10분 소요 | 택시 이용시 5,000원 내외 소요)
▶ 문의처

한국추진공학회 사무국
전화 042-822-6472 / 이메일 kspe@kspe.org / 홈페이지 http://www.kspe.org

전체일정
일 시
13:30 ~ 13:35
13:35 ~ 13:40
13:40 ~ 14:10
14:10 ~ 14:25
5월 29일
(수)

14:25 ~ 14:40
14:40 ~ 14:55
14:55 ~ 15:10

부문위원회
워크샵

15:10 ~ 15:25
15:25 ~ 15:40
15:40 ~ 16:00
16:00 ~ 16:30
16:30 ~ 17:00
17:00 ~ 18:00
18:00 ~ 20:00

내 용
개 회 사 [최성만 조직위원장]
환 영 사 [김정수 회장]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특화연구실 소개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통합 설계 연구
이중모드 스크램제트 탄화수소 연소성능 증진연구
고공 및 실기체 비행환경에서 스크램제트 추력 측정연구
스크램제트 추진시스템의 열공력 해석 및 냉각시스템 연구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제어 기법 연구
복합추진시스템 흡입구 유동천이 및 형상최적화 연구
Coffee Break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기획현황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기술현황
패널 토론
리셉션

장

2층 볼룸Ⅰ

도형록(서울대)
강상훈(세종대)
도형록(서울대)
박기수(KAIST)
이재인(서울대)
최한림(KAIST)
박수형(건국대)
신의섭(전북대)
선병찬(항우연)
(주관 : 김정수)

09:00 ~ 09:20
09:20 ~ 09:40
09:40 ~ 10:00

학술발표회 (세션 A)
우주 및 로켓추진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가스터빈/내연기관 1,
연료 및 추진제 1, OS: 액체로켓엔진 시험평가, OS: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및 시험설비 1, OS: 저비용/재사용발사체 기술 1

10:00 ~ 10:20
10:20 ~ 10:30

휴

10:30 ~ 10:50

학술발표회 (세션 B)

10:50 ~ 11:10

11:50 ~ 12:10
12:10 ~ 13:00

중

13:00 ~ 13:20

학술발표회 (세션 C)

13:20 ~ 13:40

우주 및 로켓추진 3, 열/유체역학 및 연소 3, 가스터빈/내연기관 3,
OS: 추진 기술이전 관련 국내외 제도, 램/스크램제트추진 2,
OS: 함정 MRO, OS: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OS: 친환경 추진제
우주추진기관

11:30 ~ 11:50

5월 30일
(목)

13:40 ~ 14:00

학술대회

14:00 ~ 14:20
14:20 ~ 14:40
14:40 ~ 14:50
14:50 ~ 15:50
15:50 ~ 16:10

식

휴 식
포스터 세션
개 회 식

17:00 ~ 17:30

초청강연 (Ⅱ)
해군정비창장 신승민 제독 [해군정비창]
“해군 함정 추진시스템 현재와 미래”

(좌장 : 오경원)

MOU 서명식(한국추진공학회 - 해군 정비창)
휴 식
만 찬

09:40 ~ 10:00

5월 31일
(금)

학술대회

10:00 ~ 10:20

우주 및 로켓추진 4, 열/유체역학 및 연소 4, 열/유체역학 및 연소 5,
구조 및 소재 1, 추진체계/시험평가 1, OS: 초음속 재생 냉각 연소기 기술
개발 1, OS: 젤 추진기술
휴

10:30 ~ 10:50

학술발표회 (세션 E)

11:10 ~ 11:30
11:30 ~ 11:50
11:50 ~ 12:10
12:10 ~ 13:00
13:00 ~ 13:30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개발 방향
(좌장 : 강선일)
2층 발표장
제 1 발표장
제 2 발표장
제 3 발표장
제 4 발표장
제 5 발표장
제 6 발표장
제 7 발표장
제 8 발표장

(볼룸Ⅰ)
(볼룸Ⅱ)
(볼룸Ⅲ)
(볼룸Ⅳ)
(마라)
(우도)
(비양)
(추자)

2층 발표장

2층 발표장

2층 볼룸

(사회 : 김대식)

학술발표회 (세션 D)

10:20 ~ 10:30
10:50 ~ 11:10

Session Ⅱ :

(사회 : 문희장)

09:00 ~ 09:20
09:20 ~ 09:40

(좌장 : 황기영)

2층 볼룸 로비

(좌장 : 노태성)

18:00 ~ 20:00

특화연구실 착수 발표

(사회 : 김대식)

초청강연 (I)
박성동 의장 [쎄트렉아이]
“Small is beautiful”

17:40 ~ 18:00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1층 탐모라 식당

16:10 ~ 17:00

17:30 ~ 17:40

Session Ⅰ :

식

우주 및 로켓추진 2, 열/유체역학 및 연소 2, 가스터빈/내연기관 2,
연료 및 추진제 2, 램/스크램제트추진 1, OS: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및
시험설비 2, OS: 저비용/재사용발사체 기술 2

11:10 ~ 11:30

소

(사회 : 강선일)

2층 발표장
제 1 발표장
제 2 발표장
제 3 발표장
제 4 발표장
제 5 발표장
제 6 발표장
제 7 발표장

(볼룸Ⅰ)
(볼룸Ⅱ)
(볼룸Ⅲ)
(볼룸Ⅳ)
(마라)
(우도)
(비양)

식

우주 및 로켓추진 5, 열/유체역학 및 연소 6, OS: 고체추진 내열 및
열구조, 구조 및 소재 2, 추진체계/시험평가 2,
OS: 초음속 재생 냉각 연소기 기술 개발 2, OS: 유도탄 수명평가
중 식
경품추첨 및 폐회식

2층 발표장

1층 탐모라 식당
(사회 : 안규복)

2층 볼룸Ⅰ

발표자 및 좌장 일정표
날짜

발표장
시간

제1발표장
볼룸Ⅰ

제2발표장
볼룸Ⅱ

제3발표장
볼룸Ⅲ

08:30~17:00
세션 A

제4발표장
볼룸Ⅳ

제7발표장
비양

연료 및 추진제 1

OS: 액체로켓엔진
시험평가

제8발표장
추자

OS: 한국형발사체
OS: 저비용/
발사대 및 시험설비 1 재사용발사체 기술 1

좌장

홍순삼

권오채

김대식

심홍민

한영민

강선일

윤영빈

09:00-09:20

문윤완

이성훈

김재호

노태준

소윤석

서만수

윤영빈

09:20-09:40

배준환

김혜민

김신현

류지훈

이광진

송재강

양수석

09:40-10:00

허성재

황유준

정승채

이영헌

조남경

임찬경

노웅래

10:00-10:20

심명보

진솔

김선제

박윤식

이정호

문경록

손채훈

세션 B

휴식
우주 및 로켓추진 2 열/유체역학 및 연소 2 가스터빈/내연기관 2

연료 및 추진제 2

램/스크램제트추진 1

OS: 한국형발사체
OS: 저비용/
발사대 및 시험설비 2 재사용발사체 기술 2

좌장

안규복

최호진

김형모

민병선

박기수

강선일

10:30-10:50

박수진

승아현

김선영

정준영

진상욱

오화영

류근

10:50-11:10

김영진

임하영

남재현

김호성

임성균

여인석

김철웅

11:10-11:30

김민철

김수빈

표영민

오주영

임성균

서만수

김철웅

11:30-11:50

황원섭

Subedi Bimal

이종권

김지훈

Jintu K James

송재강

11:50-12:10

이승호

배형모

노웅래

유기정

12:10~13:00

중 식 (1층 탐모라 식당)
OS: 함정 MRO

OS: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OS: 친환경 추진제
우주추진기관

좌장

문희장

김수겸

김춘택

채수홍

강상훈

오경원

박부민

이종광 / 박영철

13:00-13:20

이기환

박선명

주미리

신기훈

배주현

오경원

임병준

최석민

13:20-13:40

이수지

남주영

최윤혁

황호성

최호진

김귀미

박부민

이주연

13:40-14:00

기원근

이홍식

추교승

김상범

김근영

신재봉

김성찬

김희진

14:00-14:20

김서영

Kexin Wu

최명환

이준

Foluso Ladeinde

조영록

서정무

Vikas K. Bhosale

14:20-14:40

고수한

박상수

안종기

임종빈

세션 C

우주 및 로켓추진 3 열/유체역학 및 연소 3 가스터빈/내연기관 3

OS: 추진 기술이전 관련
램/스크램제트추진 2
국내외 제도

박종화

14:40-14:50
포스터 세션

좌장

김선제,
열/유체역학 및 연소

서성현,
윤원재

제어/진단

발표자

강샛별, 권순길, 김가희, 김동환, 김명진, 박성우, 양준호, 오민석, 이원민, 이찬호, 장경민, 장명욱, 전락영,
정재윤, 주현혜
고주용, 김원현, 김주완, 김지혁, 박상수, 배지열, 승아현, 신동순, 신민규, 유재헌, 이은석, 정민영, 진 솔, 하
동성, 황도근, 황동현
강동혁, 강병윤, 김문기, 김선훈, 김수겸, 김옥구, 김종규, 김진선, 김현준, 남창호, 서대반, 송우석, 왕승원,
우성필, 원수희, 이병용, 이승현, 이중엽, 이항기, 전성민, 정용갑, 정태규, 제원주, 조원국, 주성민, 홍순삼
김경진, 최상훈
김동기, 김성룡, 김성혁, 김용욱, 김정한, 김채형, 남중원, 송윤호, 이영호, 이형원, 임병직, 임지혁, 전준수,
정동호, 정영석, 최영인, 황유준

추진체계/시험평가
15:50~16:10

개회식 (볼룸)

초청강연 I
16:10-17:00

“Small is beautiful”

초청강연 Ⅱ
17:00-17:30
17:30-17:40
17:40-18:00

박성동 의장 [쎄트렉아이] (볼룸)

좌장: 노태성

“해군 함정 추진시스템 현재와 미래”
해군정비창장 신승민 제독 [해군정비창] (볼룸)

좌장: 오경원

MOU 서명식(한국추진공학회 - 해군정비창)
휴식

18:00-20:00

만 찬 (볼룸)
볼룸Ⅰ

볼룸Ⅱ

볼룸Ⅲ

08:30~13:00

볼룸Ⅳ

마라

우도

비양

등 록 (2층 로비)
우주 및 로켓추진 4 열/유체역학 및 연소 4 열/유체역학 및 연소 5

구조 및 소재 1

추진체계/시험평가 1

OS: 초음속 재생 냉각
연소기 기술 개발 1

OS: 젤 추진기술

좌장

박재현

이복직

이형진

박재범

안규복

양인영

황용석

09:00-09:20

하동휘

임상혁

정승민

박성찬

이수호

이경재

차정민

09:20-09:40

이방업

김은주

송우석

이영선

김재은

이양지

이건웅

09:40-10:00

한형석

Jacobs Somnic

이은철

류호빈

이금오

이상현

윤지수

윤원재

이근석

10:00-10:20

이동근

이승재
휴식

10:20-10:30
세션 E

우주 및 로켓추진 5 열/유체역학 및 연소 6 OS: 고체추진 내열 및 열구조

OS: 초음속 재생 냉각
OS: 유도탄 수명평가
연소기 기술 개발 2

구조 및 소재 2

추진체계/시험평가 2

좌장

박태선

서성현

강윤구

박성한

조남경

김용규

유지창

10:30-10:50

김진아

최원규

김용구

이세훈

류태하

김세영

위정욱

10:50-11:10

전태준

이유석

김국겸

임재문

한창헌

김수현

장무성

11:10-11:30

강원빈

김재강

김동건

이인철

정성민

이석환

이문호

11:30-11:50

이기범

유광현

이석환

11:50-12:10

김주원

박익수, 조우성, 차지형

추진전원/파이로

세션 D

15:30~15:50

나재정, 남궁혁준, 유영준, 이영원, 이정민, 허 엽

연료 및 추진제

우주 및 로켓추진

시간 / 발표장

김규섭
이세훈

김승엽, 김호석, 박길영, 박성한, 손영일, 오필용, 유재한, 이기웅, 이수오, 이환희, 이후관, 정상기, 정성훈,
허성찬

램/스크램제트추진

(볼룸 로비)

박성현

14:50~15:10
15:10~15:30

김정주, 방민호, 임주현, 조성필, 조하나

구조 및 소재

포스터 세션
14:50~15:50

14:30~14:50

휴식
가스터빈/내연기관

5월 31일
(금)

제6발표장
우도

등 록 (2층 로비)
우주 및 로켓추진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가스터빈/내연기관 1

10:20~10:30

5월 30일
(목)

제5발표장
마라

노영희
황기영

12:10-13:00

중 식 (1층 탐모라 식당)

13:00-13:30

경품추첨 및 폐회식 (볼룸Ⅰ)

추자

제1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우주 및
로켓추진 1

시 간
09:00~09:20
09:20~09:40

75톤급 액체로켓엔진 터보펌프 터빈의 수치해석적 연구

홍순삼
09:40~1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 및
로켓추진 2
안규복
(충북대학교)

우주 및
로켓추진 3
문희장
(한국항공대학교)

제 목 (저 자)
한국형발사체 액체로켓엔진 개발 현황 - 7톤급 및 75톤급 엔진
문윤완*, 남창호, 박순영, 김진한, 고정환(항우연)
배준환*, 신주현, 이항기, 최창호(항우연)

75톤급 액체로켓엔진용 터보펌프 터빈 구리 실 체결부 해석
허성재*, 윤석환, 최창호(항우연)

10:00~10:20

7톤급 액체로켓엔진용 터보펌프 무분해 탈지

10:30~10:50

모델 연소실을 이용한 기체메탄/산소 동축 와류형 분사기의 연소안정성 평가

10:50~11:10

200 N급 기체메탄-액체산소 이원추진제 추력기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형상 설계

11:10~11:30

200 N급 GCH4-LOx 추력기의 설계검증을 위한 지상연소시험

11:30~11:50

심명보*, 김진선, 왕승원, 최창호(항우연), 정원희, 권중만(한양이엔지)
박수진*, 황동현, 안규복(충북대)
김영진*, 배대석, 김정수(부경대)
김민철*, 배대석, 김정수(부경대)

실제기체기반 GH2-LOX 층류화염편 모델을 이용한 액체로켓 연소해석

황원섭*, 최정열(부산대), 한우주, 허강열(포항공대), 구성열, 이복직(서울대),
최정열(부산대)

11:50~12:10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과산화수소 단일추지제 추력기 검증

13:00~13:20

핀틀 반지름에 따른 확장-굴절 로켓 노즐의 성능에 대한 기초 전산수치해석

13:20~13:40

핀틀 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분무 특성

13:40~14:00

미국의 액체로켓엔진용 전기펌프 사이클 연구 동향

14:00~14:20

하이브리드 로켓모터의 시간과 포트직경에 따른 O/F Shift 분석

14:20~14:40

하이브리드 로켓용 파라핀 연료의 후연소실 L/D비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 연구

이승호*, 윤용태, 권세진(KAIST)

이기환*, 김한솔, 허환일(충남대)

이수지*, 김대환, 주성필, 윤영빈(서울대), 이민철(인천대)
기원근*, 이재청, 이유석, 이기환, 김한솔, 허환일(충남대)
김서영*, 이동희, 고수한, 서정길, 문희장(항공대)
고수한*, 이동희, 문희장(항공대)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09:00~09:20

추진제 종류와 사이클 방식에 따른 액체로켓 중량 추정

09:20~09:40

이중펄스 추진기관의 격막형 펄스분리장치 개발

09:40~10:00

로켓형 GC2H4/GO2 선회 데토네이션 엔진의 작동 특성 실험

우주 및
로켓추진 5

10:30~10:50

와류흘림 주파수 모드 스위칭에 의한 저주파수 연소불안정 억제

10:50~11:10

수소-산소 동축형 분사기의 동적특성에 대한 리세스의 영향

박태선
(경북대학교)

11:10~11:30

입구조건 변화에 따른 동축스월분사기가 장착된 연소기의 3차원 혼합유동 특성

11:30~11:50

초임계 다중 분사기가 장착된 로켓 연소기에 대한 열유동 해석

우주 및
로켓추진 4
박재현
(경상대학교)

하동휘*, 노태성, 이형진(인하대)

이방업*, 구송희, 홍석현, 김신희, 고승원(ADD), 이장한(한화)
한형석*, 이은성, 최정열(부산대)
김진아*, 이창진(건국대)
전태준*, 박태선(경북대)
강원빈*, 박태선(경북대)
이기범*, 박태선(경북대)

제2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09:00~09:20

Center-Body Diffuser의 CB 위치와 CB cone 각도에 따른 Diffuser의 유동특성 및
Diffuser 시동 압력에 대한 수치적 연구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09:20~09:40
권오채
09:40~10:00
(성균관대학교)

부탄올 젤 연료의 기초 액적 연소
김혜민*(교통대)

추진체계 연료탱크 가압특성 모델에 관한 연구
황유준*, 이주영, 구본웅, 유정규(ADD)

10:00~10:20

연소안정성 평가를 위한 비원통형 연소기 상온 고압 가진 장치 실험

10:30~10:50

극저온 헬륨을 활용한 열교환기 운용 예비 시험

열/유체역학 및 10:50~11:10
연소 2
최호진
(국방과학연구소)

이성훈*, 박진, 김홍집(충남대)

진솔*, 신동해, 신민규, 박상수, 고영성, 김선진(충남대)
승아현*, 신동해, 신민규, 박상수, 고영성(충남대)

판형 열교환기를 적용한 극저온 헬륨 가스 공급장치의 설계와 작동 특성
임하영*, 이지성, 김정한(항우연)

11:10~11:30

작동유체 및 중력이 심우주 환경용 원형 히트파이프의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11:30~11:50

윅 구조가 다중 열원 및 냉각부를 가지는 박판형 마이크로 증기 챔버(FMVC)의 열전
달 성능에 미치는 영향

김수빈*, 장석필(항공대)

Bimal Subedi*, 김성현, 장석필(항공대)

11:50~12:10

노즈 캡에 따른 극초음속 레이돔 열응답 특성 변화 분석

13:00~13:20

CFD를 이용한 원유 코킹 및 파울링 현상에 대한 연구

열/유체역학 및 13:20~13:40
연소 3
13:40~14:00

김수겸
14:00~14: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20~14:40

배형모*, 김지혁, 장인중, 남주영, 이남규, 조형희(연세대)
박선명*, 김상현, 박태선(경북대)

가이드 베인 설치를 통한 S-duct의 이차 유동 저감

남주영*, 김지혁, 배형모, 장인중, 조형희(연세대), 조하나(ADD)

엔진 발열을 고려한 항공기 후방 동체 온도 분석

이홍식*, 김지혁, 배형모, 남주영, 이남규, 조형희(연세대)

Assessment of the Counter-Flow Thrust Vector Control in a 3D Rectangular
Nozzle
Kexin Wu*, 김희동(안동대)

연소불안정 현상 모사를 위한 저압 예비 가진 시험
박상수*, 신동해, 오정화, 진솔, 승아현, 고영성(충남대)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09:00~09:20

열/유체역학 및
09:20~09:40
연소 4
이복직
(서울대학교)

09:40~10:00

임상혁*, 이병국, 김종학, 윤호성(스페이스솔루션), 박정배(ADD), 오성환(민군협력진흥원)

KULT(Konkuk Univsersity Ludwieg Tube)에서의 구의 항력계수 측정
김은주*, 변영환, 박수형(건국대)

Nume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quivalence Ratio on Rotating Detonation
Engine Flow field
Jacobs Somnic*, Foluso Ladeinde(SUNY Korea)

10:00~10:20

열/유체역학 및 10:30~10:50
연소 6
서성현
(한밭대학교)

제 목 (저 자)
Parabolic Flight를 이용한 PMD(Propellant Management Device)의 성능 검증

유량조절밸브를 이용한 단일추진제 추력기 연소시험
윤원재*, 송재권, 윤호성(스페이스솔루션)

3단 압축 램프 설계 및 유동특성 해석
최원규*, 박수형, 변영환(건국대)

10:50~11:10

마하 3.8 Free-jet 타입 초음속 풍동 개념 설계

11:10~11:30

Improvement of the thermochemical nonequilibrium model of oxygen in air
mixtures

이유석*, 이재청(충남대), 이형진(인하대), 허환일(충남대)

김재강*(세종대), 박수형(건국대)

제3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09:00~09:20

초소형 가스터빈엔진용 금속 3D 프린팅 연소기 성능 시험

09:20~09:40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을 위한 고압 연소시험 리그의 충돌제트 냉각설계

김대식
(강릉원주대학교)

09:40~10:00

항공용 가스터빈 연소기의 emission 배출 특성 CFD 예측

10:00~10:20

항공엔진 시동기어박스 검증용 시험리그 개발

가스터빈/내연
기관 2

10:30~10:50

Lab-scale 항공용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1D 연소불안정 모델링

10:50~11:10

가스터빈 연소기 내 연소불안정 가진 특성의 수치적 해석

가스터빈/내연
기관 1

11:10~11:30
김형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30~11:50

가스터빈/내연
기관 3

김재호*, 김형모, 박부민, 이동호(항우연)

김신현*, 정승채, 박희호(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승채*, 김신현, 박희호(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선제*, 김용련(ADD), 김광민(우림기계), 고준영(KNC 에너지)
김선영*, 박정운, 윤명곤, 김대식(강릉원주대), 김규태(KAIST)
남재현*, 여재익(서울대)

3D FEM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제 항공용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열음향 해석
표영민*, 김대식(강릉원주대), 박희호, 정승채(한화)

아음속 횡단유동장으로 분사된 저온 수직 액체 제트의 분무특성
이종권*, 최명환, 구자예(항공대)

13:00~13:20

바이패스비에 따른 적외선 신호 측정 연구

13:20~13:40

블리스크 타입 블레이드의 Aeromechanics 측정 평가

13:40~14:00

Gas Path Analysis 및 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F404 엔진의 고장진단

김춘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00~14:20
14:20~14:40

주미리*, 최성만(전북대), 조하나(ADD)
최윤혁*, 김종구(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유일(ADD)
추교승*, 성홍계(항공대)

반경 방향 유로를 통과하는 횡단 유동 내 수직분사제트의 분무 특성
최명환*, 이종권, 구자예(항공대)

항공용 가스터빈엔진의 3D 프린팅 소재 특성 구축 절차
안종기*, 이동엽(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09:00~09:20

열/유체역학 및
연소 5
09:20~09:40

제 목 (저 자)
초음속 연소기 내 연료혼합 특성 분석을 위한 모드 분해 기법 적용
정승민*, P. Pradeep Kumar, 최정열(부산대)

초임계 환경으로 분사되는 탄화수소계열 연료 액적거동연구
송주연, 송우석*, 구자예(항공대)

09:40~10:00

유체진동기를 이용한 초음속 유동장 내 연료 혼합 특성

10:00~10:20

상압에서의 동축 전단형 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분무 특성

10:30~10:50

노즐 목단열재의 열분해반응을 포함한 내열재 삭마 및 숯의 열반응해석

OS: 고체추진
내열 및 열구조 10:50~11:10

연소가스 및 열분해가스를 고려한 노즐 내열재 간극내의 압력분포 해석

이형진
(인하대학교)

강윤구
(국방과학연구소)

이은철*, 차승원, 노태성, 이형진(인하대)
이근석*, 안규복(충북대)

김용구*, 김국겸, 김동건, 김근상, 배주찬(한국화이바), 강윤구(ADD)
김국겸*, 김용구, 김동건, 김근상, 배주찬(한국화이바), 강윤구(ADD)

11:10~11:30

목삽입재 이탈 거동에 대한 동적구조해석

11:30~11:50

카본/카본 복합재의 열-구조적 거동에 대한 수치해석

11:50~12:10

추진기관 노즐의 유동/열/구조해석 모델링 및 상용코드 적용 동향

김동건*, 김근상, 김용구, 김국겸, 배주찬(한국화이바), 강윤구(ADD)
노영희*(ADD)
황기영*, 배지열(ADD)

제4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연료 및 추진제 1
심홍민
(국방과학연구소)

시 간
09:00~09:20
09:20~09:40

수분이 지연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분광학적 해석

09:40~10:00

적응형 격자 기법을 사용한 이방성 PETN 결정의 연소 수치해석

10:00~10:20

등전환 반응속도식을 활용한 고폭화약 Cook-off 시험의 수치해석적 연구

10:30~10:50

과산화수소 하이브리드 로켓을 위한 접촉점화성 고체연료의 점화 특성

연료 및 추진제 2 10:50~11:10
민병선
(국방과학연구소)

OS: 추진
기술이전 관련
국내외 제도
채수홍
(전략물자관리원)

제 목 (저 자)
개활지 및 폐쇄계에서의 폭풍파 수치해석
노태준*, 여재익(서울대)
류지훈*, 양준호, 여재익(서울대)
이영헌*, 여재익(서울대), 이웅현(넥스트폼)
박윤식*, 여재익(서울대), 김유천(ADD)
정준영*, Vikas Khandu Bhosale, 권세진(KAIST)

탄소나노튜브 종이 전극 기반 소형점화기 구현 연구
김호성*, 차정근, 나수정, Guiming Fu, 김지훈, 김수형(부산대)

11:10~11:30

수분노화로 인한 THPP 점화제 반응 및 성능 변화

11:30~11:50

니트로셀룰로오즈 코팅된 나노고에너지 복합체 물질의 점화 및 연소 특성 연구

11:50~12:10

단일추진체 추력기 시험용 친환경 추진제 공급 장비 설계

13:00~13:20

전략기술 통제 및 관리방안

13:20~13:40

수출통제와 항공우주분야 전략기술

13:40~14:00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지원제도

14:00~14:20

미국의 수출통제와 우주부품

14:20~14:40

우리나라 우주부품 R&D 사업 현황

오주영*, 여재익(서울대)
김지훈*, 김호성, 차정근, Guiming Fu, 김수형(부산대), 심홍민(ADD)
유기정*, 윤호성(스페이스솔루션), 오상관, 강신재(항우연)
신기훈*(전략물자관리원)
황호성*(전략물자관리원)
김상범*(산업기술보호협회)
이준*(항우연)
임종빈*(항우연)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구조 및 소재 1 09:00~09:20
박재범
(국방과학연구소)

김진용, 최지용(한화), 박성찬*(세종러버테크), 고승원, 박재범, 이상연(ADD)

09:20~09:40

알루미늄 소재의 표면처리에 따른 과산화수소 반응성 비교 시험

09:40~10:00

FKM 소재의 코팅 유무와 방법에 따른 과산화수소 반응성 비교에 대한 연구

구조 및 소재 2 10:30~10:50
박성한
(국방과학연구소)

제 목 (저 자)
극저온 내열고무의 조성 개발
이영선*, 류호빈, 이진기, 윤호성(스페이스솔루션), 오상관, 강신재(항우연)
류호빈*, 이영선, 윤호성(스페이스솔루션), 오상관, 강신재(항우연)

SiC green body의 밀도 변화가 로켓 노즐목용 세라믹 복합재료 제조 공정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세훈*, 구지안, Vu Viet Hung, 김준섭(재료연)

10:50~11:10

압축하중 하에서 점검창이 적용된 복합재 격자구조체의 구조안정성 평가

11:10~11:30

Multiple High-Strength Claw가 장착된 항공/우주용 Actuator의 실험적 연구

임재문*, 신광복(한밭대), 이상우(한국화이바)

이인철*, 황대영, 박기태, 이선형, 이준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OS:
액체로켓엔진
시험평가

시 간
09:00~09:20
09:20~09:40

한영민
09:40~1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00~10:20

램/스크램제트 10:30~10:50
추진 1
10:50~11:10
박기수
(KAIST)

소윤석*, 우성필, 이정호, 김채형, 이승재, 이광진, 조남경, 한영민(항우연)

액체로켓엔진의 안정적 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고찰

이광진*, 김채형, 박재영, 전준수, 황창환, 임지혁, 서대반, 소윤석, 우성필, 이승재, 이정호,
김승한, 한영민(항우연)

액체로켓엔진 고공환경 모사를 위한 초음속디퓨저 운용
조남경*,김성혁, 전준수, 김승한, 한영민(항우연)

한국형발사체 75톤 엔진의 추력 측정 및 보정
이정호*, 우성필, 임지혁, 황창환, 전준수, 이광진, 김승한, 한영민 (항우연)

극초음속 유동 시험을 위한 데토네이션 적용 충격파 발생 연구
진상욱*, 최호진, 문관호, 배주현, 길현용, 박동창 (ADD)

스크램제트를 위한 Scoop 모양의 유선추적형 흡입구-격리부 내에서의 유동가시화
임성균*(고려대), 강경래, 송성진, 도형록(서울대), 최종호(ADD)

11:10~11:30

축대칭 격리부 시험체에서의 불시동

11:30~11:50

Effects of the Side Wall on Hypersonic Intake Flow

13:00~13:20

고온 초음속유동에서의 상온 액체 탄화수소 연료의 분사 침투거리

램/스크램제트
추진 2
13:20~13:40
강상훈
(세종대학교)

제 목 (저 자)
다양한 삼중 분사기를 적용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용 산화제 과잉 예연소기
연소시험 결과 비교

Nozomu Kato(노틀담대), 임성균*(고려대)
Jintu K James*, 김희동(안동대)
배주현*, 최호진, 변종열, 진상욱, 길현용, 박동창(ADD)

상변화를 포함하는 연료공급 및 분사특성 연구
최호진*, 진상욱, 배주현, 변종열, 길현용(ADD)

13:40~14:00

충격파 시험 장치에서의 공력 측정

14:00~14:20

Further Results on Pressure Effects in a Scramjet Engine Combustor Model

김근영*, 박기수(KAIST)
Foluso Ladeinde*(SUNY Korea)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09:00~09:20

추진체계/시험
평가 1
09:20~09:40
안규복
(충북대학교)

추진체계/시험
평가 2

제 목 (저 자)
한국형발사체 75톤 액체로켓엔진 PSD 제작방식과 검증
엄재익, 이수호*(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한주(항우연), 심수철(에스브이엠테크)

한국형 발사체의 재사용 가능성 및 필요 기술 검토
김재은*, 최정열(부산대)

09:40~10:00

SpaceX의 발사체 개발 전략 분석

10:00~10:20

시간동기화 시험 영상을 통한 엔진 시퀀스 분석

10:30~10:50
10:50~11:10

조남경
11:10~11: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30~11:50

이금오*(부산대)

이승재*, 김성혁, 김채형, 박재영, 소윤석, 우성필, 유병일, 이광진, 이정호, 한영민(항우연)

열가소성 추진제를 적용한 소형 추진기관 최적설계
류태하*, 정은희, 이기연, 최재성, 길태옥(LIG넥스원), 김민호, 조준현(LIG풍산프로테크),
이용선, 최성호(ADD)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설계 기술 개선 방향
한창헌*, 배석, 정병훈, 김주완, 박광근(항우연)

배기가스 IR 신호 저감을 위한 물 분사 장치 개념 설계
이충렬, 정성민*(ADD)

탄 부품의 고충격시험시 시간 응답 해석
유광현*, 윤정환, 이충명, 노동환(KAIST), 윤종원, 정영혁(풍산)

제6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09:00~09:20
OS: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 09:20~09:40
및 시험설비 1
09:40~10:00

강선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00~10:20
10:30~10:50
OS: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 10:50~11:10
및 시험설비 2
11:10~11:30

강선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30~11:50

OS: 함정 MRO
오경원
(호원대학교)

제 목 (저 자)
액체질소를 이용한 립-코일형 열교환기의 산화제 과냉각 특성
서만수*, 이지성, 강선일(항우연)

헬륨 냉각용 열교환기 설계에 대한 고찰
송재강*, 박주현, 문종훈(현대로템), 이장환, 김용욱(항우연), 김형근(제이오)

시험발사체 발사대시스템 1단 엄빌리칼 접속장치 개발
임찬경*, 김대래, 강선일(항우연)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시스템 발사관제설비 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문경록*, 안재철, 정일형, 홍일희(항우연)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전자식 유공압 패널 소개
오화영*, 강선일(항우연), 임경수(한양이엔지), 이준호(현대중공업)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시스템 연료 충전온도 정밀도 향상을 위한 방안 고찰
여인석*, 안재철, 강선일(항우연)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를 위한 고밀도화 산화제 생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고찰
서만수*, 조남경, 강선일(항우연)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연료공급계 해석 모델 구축
송재강*, 우희찬, 김동환(현대로템), 이장환, 송윤호, 김용욱(항우연)

13:00~13:20

국내 산업구조를 기반한 함정 MRO 활성화 방안

13:20~13:40

IPS 기반의 LCSP 발전방향 연구

13:40~14:00

GE Power Conversion, Thirty Years of Delivering, Integrating and Testing
Naval Electric Propulsion Systems for the World's Leading Navies

오경원*(호원대)

김귀미*, 신기수(국방대)

신재봉*, Nicholas Smith, Benjamin Salter(GE)

14:00~14:20

ATP(Air Turbine Pump)기술 기반 밥콕 WHLS(Weapons Handling & Launch system)
장보고3 장비의 ISS 사업
조영록*(밥콕코리아)

14:20~14:40

해군함정 통합상태진단시스템의 현실태와 발전방향
박종화*(해군정비창)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OS: 초음속 재생 09:00~09:20
냉각 연소기
기술 개발 1
09:20~09:40
양인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40~10:00

제 목 (저 자)
연료온도에 따른 초음속 재생냉각 연소기 연소성능 변화에 대한 연구
이경재*, 양인영, 이양지, 이상훈, 박부민, 김형모, 김재호(항우연)

초음속 재생 냉각 연료 유로의 열전달 성능해석
이양지*, 양인영(항우연)

액체연료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기내 열질식 현상의 비정상 전산해석 연구
이상현*(세종대), 이양지(항우연), 강상훈(세종대)

OS: 초음속 재생 10:30~10:50
냉각 연소기
10:50~11:10
기술 개발 2

C/SiC 복합소재 적용 스크램젯 재생냉각 연소기 부품 개발

11:10~11:30
김용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30~11:50

형광온도계를 사용한 초음속 연소기 표면온도 가시화 기술 개발

김세영*, 김수현, 한인섭, 성영훈, 방형준, 우상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MC 적용 극초음속 재생냉각 연소기의 구조설계 및 내압실험
김수현*, 김세영, 성영훈, 한인섭, 방형준(에너지연)

이석환*, 김용규, 강웅, 김성훈, 이승훈(표준연), 양인영(항우연)

LIBS와 TDLAS 기술을 활용한 초음속 연소기의 연소가스 온도 및 농도 측정
이석환*, 강웅, 김용규, 김성훈(표준연), 봉철우, 박문수(성균관대), 양인영(항우연)

제7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OS: 저비용/
재사용발사체
기술 1
윤영빈
(서울대학교)
OS: 저비용/
재사용발사체
기술 2

시 간
09:00~09:20
09:20~09:40

재사용발사체와 기존발사체의 발사비용 비교분석

09:40~10:00

저비용 2단형 소형위성발사체 스테이징 설계 및 분석

10:00~10:20

미래 재사용 가능 로켓을 위한 메탄엔진 개발동향

10:30~10:50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로켓엔진 터보펌프에 적용하기 위한 극저온 유체 외부가압
베어링과 적층제조기술에 관하여

10:50~11:10

저비용 달성을 위한 발사체 추진기관 가압시스템 방식 비교 분석

노웅래
11:10~11: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OS: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제 목 (저 자)
저비용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동향
윤영빈*(서울대), 이예승, 김성헌(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
양수석*, 차봉준, 김종법(항우연)
노웅래*, 이상률(항우연)
Yuangang Wang, 손채훈*(세종대)

류근*(한양대)

조규식, 김주완, 박순영, 김철웅*(항우연)

팽창식사이클 메탄 로켓엔진의 성능 설계
김철웅*, 노웅래(항우연)

13:00~13:20

가스터빈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추진 시스템 연구개발 동향

13:20~13:40

태양광 무인기 전기추진 시스템

13:40~14:00

전기추진계통 비행시험 방안 연구

박부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00~14:20

임병준*, 전상욱, 박부민, 김재환(항우연)
박부민*, 이보화, 김근배(항우연)
김성찬*, 김현기(항우연)

전기항공기용 추진모터 특성연구
서정무*, 김래온, 양성진(전자부품연구원)

2019년 5월 31일(금)
분야 / 좌장
OS: 젤 추진기술
황용석
(국방과학연구소)

시 간
09:00~09:20
09:20~09:40

유기성 케로신 젤의 액막분열 특성 연구

09:40~10:00

소형 연소기에서 젤 추진제 성능평가

10:00~10:20

삼중 충돌 인젝터를 이용한 모사젤 추진제의 분무각 특성

OS: 유도탄수명평가 10:30~10:50
유지창
(국방과학연구소)

제 목 (저 자)
고체추진제를 이용한 젤 추진제의 점화특성 연구
차정민*, 황정민, 윤지수, 황희성, 황용석(ADD)

황주현, 송우석, 이건웅*, 구자예(항공대), 황용석(ADD)
윤지수*, 황용석, 황정민, 차정민, 황희성(ADD)
이동근*, 한승주, 이동희, 문희장(항공대), 허준영, 황용석(ADD)

원통형 HTPB계 고무복합재 노화 모사를 위한 확산모델 개발
위정욱*, 문성욱, 김일현, 최병호(고려대), 정규동, 박재범(ADD)

10:50~11:10

가속열화실험을 이용한 고무 복합체의 저장수명 예측

11:10~11:30

전기식 기폭관류 화약 수명평가 연구

장무성*, 이기욱, 박종원(기계연), 김유일, 유경원, 김선제(ADD)
이문호*(ADD), 조원호(수아)

제8발표장
2019년 5월 30일(목)
분야 / 좌장

OS: 친환경
추진제
우주추진기관
이종광
(한밭대학교)
박영철
(국방과학연구소)

시 간

제 목 (저 자)

13:00~13:20

달 착륙 지상비행시험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13:20~13:40

추진제 공급방식에 따른 로켓엔진 모델링 연구동향

13:40~14:00

5N급 AND 단일 추진제 추력기 노즐 성능 해석

14:00~14:20

Ignition performance of green hypergolic fuels with hydrogen peroxide

14:20~14:30

휴 식

14:30~14:50

친환경 저장성 접촉점화 연료의 연구 개발 동향 조사

14:50~15:10

접촉 점화성 추진제의 충돌형 혼합 특성 연구 동향 조사

15:10~15:30

우수한 내삭마 특성을 위한 입도, 순도 및 형상 조절형 초고온 세라믹 원료분말
합성

15:30~15:50

글라임계 연료를 혼합한 ADN 기반 고성능 친환경 단일추진제 가능성 평가

최석민*, 권세진(KAIST)
이주연*, 노태성, 이형진(인하대)
김희진*, 장경민, 김수현, 정은상(부산대)
Vikas Khandu Bhosale*, 정준영, 권세진(KAIST)

박성현*, 이종광(한밭대), 강홍재(기계연), 권세진(KAIST)
김규섭*, 김예현, 정상우, 정준영, 권세진(KAIST)

이세훈*, 이희정(재료연)

김주원*, 백승관, 정연수, 권세진(KAIST), 반홍섭(휴먼스화공)

포스터 발표

2019년 5월 30일(목) 14:50~15:50

가스터빈/내연기관 / 구조 및 소재 / 램/스크램제트추진 / 연료 및 추진제 / 열/유체역학 및 연소
번호

제

좌 장 : 김선제(국방과학연구소), 서성현(한밭대학교), 윤원재(스페이스솔루션)

목

저

자

1

터빈 2단 베인 엔드월에서 단차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김정주*, 박세진, 방민호, 김태현, 박희승, 조형희(연세대)

2

단락 슬롯막냉각 홀을 적용한 블레이드 팁 막냉각 효율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방민호*, 최승영, 김정주, 박희승, 주원구, 조형희(연세대)

3

가스터빈엔진 시뮬레이션덕트를 이용한 엔진 유량/추력 측정기법 검증 연구

임주현*, 김선제, 신재익, 김정우, 김유일(ADD)

4

가스터빈 Vaporizer 연료분사장치의 분무특성 실험연구

조성필*, 최성만(전북대), 이동호(항우연)

5

항공기 가스터빈엔진의 운용 및 수명관리 연구

조하나*, 이충렬, 이형원(ADD)

6

탄체 금속소재의 냉간다단단조 최적 설계방안

김승엽*, 김기수, 박성우(풍산)

7

진공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한 대면적 초고온세라믹 코팅

김호석*, 강보람, 최정철, 유형곤, 최성만(전북대)

8

탄소섬유용 리오셀 전구체의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박길영*, 김우성(디쏠), 이수오, 정용식(전북대),
황태경, 김연철, 서상규(ADD)

9

2 인치 이중판막 체크밸브의 시험적 압력강하에 관한 연구

박성한*, 김상혁, 백승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명제삼, 조영기(선영시스텍)

10

Al 7055 합금의 기계적 성질과 최적의 시효 조건 예측

손영일*, 노영희(ADD)

11

0.4MW 아크가열 풍동을 이용한 초고온세라믹 코팅된 탄소복합재의 내열특성평가

오필용*, Rajesh Kumar Chinnaraj, 임현미, 이하민, 홍성민(전북대)

12

75톤급 엔진의 TVC 구동에 따른 회전각 분석

유재한*(항우연)

13

초소형 비행체용 하이브리드 엔진 냉각을 위한 3D 프린팅 카울 형상 및 재질 연구

이기웅*, 김우비, 권혁록, 김대원, 정윤식, 이현석,
조성진(대한항공), 이선형(부산과학관)

14

리오셀 섬유의 가교 처리가 탄소직물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수오*, 정용식(전북대), 박길영, 김우성(디쏠),
황태경, 김연철, 서상규(ADD)

15

CFRP를 이용한 경량화 쿼드콥터 프레임 설계

이환희*, 박용민, 이후관, 정연중(이지컴퍼지트), 정세웅(일진)

16

알루미늄 표면처리에 따른 EZ-AF01 구조용접차제 접착강도 평가

이후관*, 박용민, 정연중(이지컴퍼지트), 김경주(자동차융합기술원)

17

경량, 고강도 복합재연소관 제조용 핫멜트 타입 토우 프리프레그 개발의 기본요구조건 분석

정상기*, 황태경, 정승민(ADD), 송하율, 우종인(코오롱데크
컴퍼지트), 김현진(코오롱인더스트리), 장기욱(티비카본)

18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

정성훈*, 지상연(한양이엔지), 이중엽(항우연)

19

연소기 노즐목부 내피 벌징공정에 대한소성불안정이론 기반 성형성 평가

허성찬*, 유철성, 이금오, 최환석(항우연)

20

비평형 고엔탈피 유동에서의 Nox 조성 예측

나재정*, 이정민(ADD), 현동기, 박상훈(비츠로넥스텍)

21

초음속 추진기관에서의 수정 Crocco's pseudo-shock model에 대한 고찰

남궁혁준*(현대로템)

22

초음속 연소시험용 냉각채널의 총괄열유량 측정결과 분석

유영준*, 배주현, 최호진, 길현용, 박동창(ADD)

23

흡열량 측정을 위한 고온용 채널형 반응기의 설계 연구

강샛별, 정병훈, 박동창, 유영준*(ADD)

24

러시아 고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이영원*, 권민찬(ADD)

25

공기가열기 성능시험을 위한 압력조절 노즐 해석 연구

이정민*, 김정우, 나재정(ADD)

26

이중모드램제트의 흡입구의 해석방법에 의한 성능결과 비교 연구

허 엽*, 최종호, 최현용, 박동창(ADD)

27

연료의 유량 변화에 따른 흡열반응기 내에서의 열분해특성에 관한 연구

강샛별*, 유영준(ADD)

28

155미리 곡사포 저호 모듈 장약용 추진제

권순길*, 정진영, 최재현(ADD), 이원민(한화)

29

카본 블랙 적용을 통한 NEPE계 고체 추진제의 공정성 개선 연구

김가희*, 김경민, 최성한(한화)

30

테트라진계 이온성 염의 에너제틱 특성

김동환*, 김진보, 김은경(연세대), 고은미(ADD)

31

HAN 기반 젤 추진제의 열 분석 및 전기 점화에 관한 연구

김명진*, 김태규(조선대)

32

모사연료를 이용한 제트연료의 열분해 특성 연구

박성우*, 강태곤(항공대)

33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을 이용한 열노화 수분노화 처리된 고체 추진체 분석

양준호*, 여재익(서울대)

34

NC-SwBKP 시트의 내수도 특성 연구

오민석*, 주형욱, 권태수(풍산)

35

국내 Bi-modular charge system 개발현황

손수정, 이원민*(한화), 권순길, 정진영(ADD)

36

곡사포탄의 방출장약에 따른 방출특성 연구

이찬호*, 이봉주, 오민석, 이상준, 박성우(풍산)

37

반응조건에 따른 KDN 합성 수율 최적화

장경민*, 김희진, 김수현, 정은상(부산대)

38

AP의 구형도에 따른 고체추진제의 특성 연구

장명욱*, 한상근, 윤재호, 손현일(한화)

39

고체 추진제의 연소 반응식 코드 생성 및 충진 밀도 계산 소프트웨어 개발

전락영*, 이건희, 정민영, 오민(한밭대), 심홍민(ADD)

40

알루미늄 함량에 따른 로켓보조추진탄용 추진제 특성

정재윤*(한화)

41

9MM 공포탄 추진제 변경에 따른 현상분석

주현혜*, 성민준, 주형욱, 권태수(풍산)

42

고체로켓플룸의 복사열전달 계산을 위한 구분종좌표보간법 적용

고주용*, 이준호(항우연)

43

배플형 마이크로 연소기의 공기유입구 개수가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원현*, 박태선(경북대)

44

한국형발사체 배관삽입형 온도센서 진동실험

김주완*, 전상운(항우연)

45

중단면 형상 설계를 통한 S-duct 흡기구의 공력성능 향상

김지혁*, 남주영, 배형모, 조형희(연세대), 조하나(ADD)

46

축소형 비원통형 연소기 저압 예비 연소 시험

박상수*, 신민규, 오정화, 진솔, 조영석, 고영성(충남대)

47

추진제 슬롯형상에 따른 노즐 열전달 특성 연구

배지열*, 황기영, 함희철(ADD), 조형희(연세대)

48

내열재 숯층 내 분해가스의 이차원 거동모델 연구

배지열*, 황기영, 함희철(ADD), 조형희(연세대)

49

연소불안정 모사를 위한 극저온 LN2 공급 설비 구성

승아현*, 신동해, 신민규, 박상수, 고영성, 김선진(충남대)

50

Rib Type 열교환기의 열교환 효율 향상을 위한 Fin 형상 연구

신동순*, 김경석(항우연), 오정화(충남대), 방정석, 김현웅(비츠로넥스텍)

51

추진제 유량 제어를 위한 면적 가변형 Cavitation venturi 유량 특성 예비해석

신민규*, 신동해, 승아현, 박상수, 진솔, 고영성(충남대)

52

그리드핀을 적용한 비행체의 천음속 비행특성 시험 및 전산해석

유재헌*, 김창기, 최윤정, 임예슬(항우연)

53

비틀림각을 가진 NACA0012 날개 형상 역설계

이은석*(항우연)

우주 및 로켓추진 / 제어/진단 / 추진전원/파이로 / 추진체계/시험평가
번호

제

좌 장 : 김선제(국방과학연구소), 서성현(한밭대학교), 윤원재(스페이스솔루션)

목

저

자

54

이동 경계 접근법을 이용한 HMX/AP/GAP 고체 추진제의 연소를 위한 동적 모사 및 사례 연구 정민영*, 이건희, Thuan Anh Vo, 오민(한밭대), 심홍민(ADD)

55

극초음속 고공환경모사 시험설비의 시험부 면적에 따른 성능 연구

진 솔*, 오정화, 승아현, 박상수, 김석원, 고영성(충남대)

56

가변추력을 위한 에어로스파이크 형상 핀틀 노즐의 동적 특성 연구

하동성*, 허준영, 김정진, 오석진(ADD)

57

OpenFOAM을 활용한 액체로켓엔진용 핀틀 분사기 수류시험 해석

황도근*, 김종규, 강동혁, 이병용, 최환석(항우연)

58

화염전달함수 연구를 위한 모델 덤프 연소기 설계 및 예비실험 결과

황동현*, 박수진, 안규복(충북대)

59

스트레인게이지와 압전소자 방식의 힘 센서를 이용한 추력 측정 결과 비교

강동혁*, 김현준, 제원주, 주성민, 최환석(항우연)

60

이차유로 간극이 산화제펌프의 축추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

강병윤*, 김대진, 최창호(ADD)

61

이중 영역 가스발생기 개념설계 및 제작

김문기*, 김성구, 임병직, 김종규, 최환석(항우연)

62

인공위성 추진계 배관 특성에 따른 수격현상 해석 비교

김선훈*, 김수겸(항우연)

63

인공위성 추력기 모듈 환경 시험 및 검증

김수겸*, 원수희, 김선훈(항우연), 김종현, 이재원(한화)

64

75톤급 개발용 로켓 엔진에서 재순환 배관의 기구학적 운동 해석

김옥구*, 김진혁(항우연)

65

액체로켓엔진용 핀틀 분사기 설계 및 성능 검증 계획

김종규*, 황도근, 강동혁, 이병용, 최환석(항우연)

66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을 위한 대유량 알코올버너 운용시스템 기본설계 김진선*, 왕승원, 심명보, 최창호(항우연)

67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에서 다양한 막냉각 유량 예측을 위한 모델

김현준*, 황도근, 주성민, 김문기, 제원주, 김종규, 최환석(항우연)

68

액체산소/케로신 가스발생기 사이클 액체로켓엔진 터빈 노즐목 면적 변화 추정 방법

남창호*, 문윤환, 박순영, 김진한(항우연)

69

과냉각 액체산소를 이용한 7톤급 액체로켓엔진의 연소실험

서대반*, 임지혁, 유병일, 이광진, 조남경, 황창환, 이정호, 김채형, 한영민
(항우연)

70

초소형 추력기의 추력측정을 위한 박막형 로드셀 개발

서대반*(항우연), 류영석, 이종광(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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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활지 및 폐쇄계에서의 폭풍파 수치해석
노태준*

․ 여재익*†

Numerical analysis of blast wave in open and enclosed
systems
Tae-jun Roh*

․ Jai-Ick Yoh*†

ABSTRACT
In this study, a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on the complex pressure field of a blast wave
caused by explosion of spherical high explosive in various environments. The blast wave generated
by a sudden high energy release by the explosion propagates in the air. A reflected wave is
created when the pressure wave contacts with obstacle such as ground or walls of structure. The
process in which the reflected waves interact with the other waves is simulated. For the
computational simulation of blast wave propagation in a wide open space, an adaptive mesh
refinement was applied for computational efficiency. The blast wave in the structure is simulated in
three dimensions because reflection occurs in the multi-directions. The results were verified by
comparing with the pressure time history from blast wave experiments performed under two
topographical condition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구형 고폭약의 폭발로 인한 폭풍파가 만드는 복잡한 압력 장에 대하
여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폭발로 인한 급격한 고에너지 방출로 발생하는 충격파는 공기 중에서
전파된다. 이러한 압력파가 구조물의 벽이나 지면과 같은 방해물과 만나게 되면 반사 충격파가 생성된
다. 이러한 반사 충격파가 입사파 혹은 다른 벽면에서 반사되어 생긴 반사 충격파와 함께 상호작용하
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넓은 개활지에서 구형 폭발물의 폭발을 전산 모사할 때는,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응적 격자 기법을 적용하였다. 구조물 내에서의 폭풍파 해석은 사 방향에서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3차원으로 해석하였다. 두 가지 지형적 조건에서 수행한 폭풍파 실험으로 도
출된 압력 값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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