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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세 션

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날짜: 2019. 5. 29.(수)

발표주제

발표자

13:30 ~ 13:35

개 회 사

최성만 조직위원장

13:35 ~ 13:40

환 영 사

김정수 회장

13:40 ~ 14:10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특화연구실 소개

도형록(서울대)

14:10 ~ 14:25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통합설계연구

강상훈(세종대)

이중모드 스크램제트 탄화수소 연소성능 증진연구

도형록(서울대)

고공 및 실기체 비행환경에서 스크램제트 추력 측정연구

박기수(KAIST)

스크램제트 추진시스템의 열공력 해석 및 냉각시스템 연구

이재인(서울대)

15:10 ~ 15:25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제어기법 연구

최한림(KAIST)

15:25 ~ 15:40

복합추진시스템 흡입구 유동천이 및 형상 최적화 연구

박수형(건국대)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기획현황

신의섭(전북대)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기술현황

선병찬(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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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 16:00

SessionⅠ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시스템
특화연구실 착수 발표

Coffee Break

16:00 ~ 16:30
Session Ⅱ
16:30 ~ 17:00
17:00 ~ 18:00
18:00 ~ 20:00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개발 방향

패널 토론

주관 : 김정수 회장
리 셉 션
* 등록자 누구나 참석 가능

제52회 한국추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발표장

제 1 발표장 (볼룸Ⅰ)

제 2 발표장 (볼룸Ⅱ)

제 3 발표장 (볼룸Ⅲ)

세션(좌장)

우주 및 로켓추진 1 (홍순삼)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권오채)

가스터빈/내연기관 1 (김대식)

액체로켓엔진 개발
9:00 한국형발사체
및 75톤급 엔진
~9:20 현황-7톤
문윤완(항우연) #182

Centerbody diffuser의 CB의 위치와 3D 프린팅을 이용한 소형 가스터빈
CB nose 각도에 따른 diffuser 성능에 연소기 성능 시험 및 개발 현황
대한 해석적 연구 이성훈(충남대) #131 김재호(항우연) #022

제 4 발표장 (볼룸Ⅳ)

제 5 발표장 (마라)

날짜: 2019. 5. 30.(목)

제 6 발표장 (우도)

제 7 발표장 (비양)

발사대 및 시험설비 1
OS: 저비용/재사용발사체 기술 1
OS: 액체로켓엔진 시험평가 (한영민) OS: 한국형발사체(강선일)
(윤영빈)
삼중 분사기를 적용한
액체질소를 이용한 립-코일형
Simulation of blast wave in open 다양한
저비용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동향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용 산화제 과잉
and enclosed systems
열교환기의 산화제 과냉각 특성
예연소기 연소시험 결과 비교
윤영빈(서울대) #294
노태준(서울대) #052
서만수(항우연) #098
소윤석(항우연) #033
연료 및 추진제 1 (심홍민)

9:20 75톤급 액체로켓엔진 터보펌프 터빈의 부탄올 젤 연료의 기초 액적 연소
~9:40 수치해석적 연구 배준환(항우연) #116 김혜민(교통대) #031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을 위한 고압
연소시험 리그의 충돌제트 냉각 설계
김신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49

수분이 지연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분광학적 해석
류지훈(서울대) #151

액체로켓엔진의 안정적 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고찰
이광진(항우연) #173

헬륨 냉각용 열교환기 설계에 대한 고찰 재사용발사체와 기존발사체의 발사비용
송재강(현대로템) #109
비교분석 양수석(항우연) #034

액체로켓엔진용 터보펌프 터빈
9:40 75톤급
실 체결부 해석 허성재(항우연)
~10:00 구리
#125

가스터빈 연소기 배출물 예측
정승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0

적응형 격자 기법을 사용한 이방성
PETN 결정의 연소 수치해석
이영헌(서울대) #251

액체로켓엔진 고공환경 모사를 위한
초음속디퓨저 운용 조남경(항우연)
#262

시험발사체 발사대시스템 1단 엄빌리칼 저비용 2단형 소형위성발사체 스테이징
접속장치 운용 결과 임찬경(항우연)
설계 및 분석 노웅래(항우연) #295
#168

한국형발사체 75톤 엔진의 추력 측정
및 보정 이정호(항우연) #264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시스템
발사관제설비 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문경록(항우연) #218

추진체계 연료탱크 가압특성 모델에
관한 연구 황유준(ADD) #074

평가를 위한 비원통형
10:00 7톤급 액체로켓엔진용 터보펌프 무분해 연소안정성
연소기 상온 고압 가진 장치 실험
~10:20 탈지 심명보(항우연) #119
진솔(충남대) #238

반응속도식을 활용한 고폭화약
항공엔진 시동기어박스 검증용 시험리그 등전환
Cook-off 시험의 수치해석적 연구
개발 김선제(ADD) #220
박윤식(서울대) #257

10:20
~10:30

휴

식

발표장

제 1 발표장 (볼룸Ⅰ)

제 2 발표장 (볼룸Ⅱ)

제 3 발표장 (볼룸Ⅲ)

제 4 발표장 (볼룸Ⅳ)

제 5 발표장 (마라)

세션(좌장)

우주 및 로켓추진 2 (안규복)

열/유체역학 및 연소 2 (최호진)

가스터빈/내연기관 2 (김형모)

연료 및 추진제 2 (민병선)

램/스크램제트추진 1 (박기수)

제 6 발표장 (우도)
OS: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및 시험설비 2
(강선일)

연소실을 이용한 기체메탄/산소
10:30 모델
동축 와류형 분사기의 연소안정성 평가 극저온 헬륨을 활용한 열교환기 운용
~10:50 박수진(충북대) #085
예비 시험 승아현(충남대) #236

Lab-scale 항공용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과산화수소 하이브리드 로켓을 위한
1D 연소불안정 모델링
접촉점화성 고체연료의 점화 특성
정준영(KAIST) #059
김선영(강릉원주대) #048

극초음속 유동 시험을 위한 데토네이션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전자식 유공압
적용 충격파 발생 연구 진상욱(ADD)
패널 소개 오화영(항우연) #185
#002

200 N급 기체메탄-액체산소 이원추진제 판형 열교환기를 적용한 극저온 헬륨
10:50
~11:10 추력기의 성능최적화를 위한 형상 설계 가스 공급 장치의 설계와 작동 특성
김영진(부경대) #201
임하영(항우연) #206

가스터빈 연소기 내 연소불안정 가진
특성의 수치적 해석 남재현(서울대)
#064

스트램제트를 위한 Scoop 모양의
유선추적형 흡입구-격리부 내에서의
유동 가시화 임성균(고려대) #016

탄소나노튜브 종이 전극 기반
소형점화기 구현 연구 김호성(부산대)
#082

작동유체 및 중력이 심우주 환경용 원형 3D FEM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제
히트파이프의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항공용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열음향
김수빈(항공대) #107
해석 표영민(강릉원주대) #049

수분노화로 인한 THPP 점화제 반응 및 축대칭 격리부 시험체에서의 불시동
성능 변화 오주영(서울대) #193
임성균(고려대) #017

차세대 한국형발사체 발사대를 위한
고밀도화 산화제 생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고찰 서만수(항우연) #169

11:30 실제기체기반 GH2-LOX 층류화염편
~11:50 모델을 이용한 액체로켓연소해석
황원섭(부산대) #189

윅 구조가 다중 열원 및 냉각부를
가지는 박판형 마이크로 증기
챔버(FMVC)의 열전달 성능에 미치는
영향 Subedi Bimal(항공대) #108

니트로셀룰로오즈 코팅된 나노고에너지 Effects of the Side Wall on
복합체 물질의 점화 및 연소 특성 연구 Hypersonic Intake Flow Jintu K
김지훈(부산대) #254
James(안동대) #247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연료공급계 해석모델 구축
송재강(현대로템) #297

11:50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과산화수소
노즈 캡에 따른 극초음속 레이돔 열응답
추력기 검증 이승호(KAIST) 특성 변화 분석 배형모(연세대) #020
~12:10 단일추진제
#303
12:10
~13:00

단일추진제 추력기 시험용 친환경
추진제 공급 장비 설계
유기정(스페이스솔루션) #274
중

식

제 7 발표장 (비양)
OS: 저비용/재사용발사체 기술 2
(노웅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로켓엔진
터보펌프에 적용하기 위한 극저온 유체
외부가압 베어링과 적층제조기술에
관하여 류근(한양대) #260

한국형발사체 연료 충전 온도 정밀도
저비용 달성을 위한 발사체 추진기관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인석(항우연) 가압시스템 방식 비교 분석
#207
김철웅(항우연) #267

N 급 GCH4-LOx 추력기의
11:10 200
설계검증을 위한 지상연소시험
~11:30 김민철(부경대) #202

아음속 횡단 유동장으로 분사된 저온
수직 액체 제트의 분무특성
이종권(항공대) #200

미래 재사용 가능 로켓을 위한 메탄엔진
개발동향 손채훈(세종대) #296

팽창식사이클 메탄 로켓엔진의 성능
설계 김철웅(항우연) #171

제52회 한국추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발표장

제 1 발표장 (볼룸Ⅰ)

제 2 발표장 (볼룸Ⅱ)

제 3 발표장 (볼룸Ⅲ)

세션(좌장)

우주 및 로켓추진 3 (문희장)

열/유체역학 및 연소 3 (김수겸)

가스터빈/내연기관 3 (김춘택)

제 4 발표장 (볼룸Ⅳ)
OS: 추진 기술이전 관련 국내외 제도
(채수홍)

제 5 발표장 (마라)

제 6 발표장 (우도)

램/스크램제트추진 2 (강상훈)

OS: 함정 MRO (오경원)

핀틀 반지름에 따른 확장-굴절
13:00 로켓 노즐의 성능에 대한 기초
~13:20 전산수치해석 이기환(충남대)
#232

CFD를 이용한 원유 코킹 및
파울링 현상에 대한 연구
박선명(경북대) #122

바이패스비에 따른 적외선 신호
측정 연구 주미리(전북대) #007

13:20 핀틀 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분무
~13:40 특성 이수지(서울대) #003

가이드 베인 설치를 통한 무인기
S-duct 흡기구에서의 이차 유동
저감 남주영(연세대) #157

블리스크 타입 블레이드의
포함하는 연료 공급 및
수출통제와 항공우주분야 전략기술 상변화를
Aeromechanics 측정 평가
분사 특성 연구 최호진(ADD)
황호성(전략물자관리원)
#279
#285
최윤혁(한화에어로스페이스) #029

13:40 미국의 액체로켓엔진용 전기펌프 엔진 발열을 고려한 항공기 후방 Gas Path Analysis 기법을
~14:00 사이클 연구 동향 기원근(충남대) 동체의 온도 분석 이홍식(연세대) 이용한 F404 엔진의 고장진단
#230
#298
추교승(항공대) #268

14:00 하이브리드 로켓모터의 시간과
따른 O/F Shift 분석
~14:20 포트직경에
김서영(항공대) #154

산업기술보호제도 안내
김상범(산업기술보호협회) #281

Assessment of the
반경 방향 유로를 통과하는 횡단 미국의 수출통제와 우주부품
Counter-Flow Thrust Vector
내 수직분사제트의 분무 특성 이준(항우연) #291
Control in a 3D Rectangular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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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톤급 액체로켓엔진 장시간 연소시험에서의 산화제 공급 결과
액체로켓엔진 터빈배기노즐 유동해석
9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연소기 개발
비행체 연료탱크 압력조절 시스템 설계 연구
반응 조건에 따른 KDN 합성 수율 최적화 연구
인공위성 추진계 배관 특성에 따른 수격현상 해석 비교
초소형 추력기의 추력측정을 위한 박막형 로드셀 개발
추진제 슬롯형상에 따른 노즐 열전달특성 연구
내열재 숯층 내 분해가스의 이차원 거동모델 연구
다단연소 엔진용 연료펌프 회전체동역학 설계
0.4MW 아크가열 풍동을 이용한 초고온세라믹 코팅된 탄소복합재의 내열특성평가
9MM 공포탄 추진제 변경에 따른 현상분석
액체로켓엔진 시동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초소형 비행체용 하이브리드 엔진 냉각을 위한 3D 프린팅 카울 형상 및 재질 연구
테트라진계 이온성 염의 에너제틱 특성
흡열량 측정을 위한 고온용 채널형 반응기의 설계 연구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을 위한 대유량 알코올버너 운용시스템 기본설계
75톤급 개발용 로켓 엔진에서 재순환 배관의 기구학적 운동 해석
액체산소/케로신 가스발생기 사이클 액체로켓엔진 터빈 노즐목 면적 변화 추정 방법
화염전달함수 연구를 위한 모델 덤프 연소기 설계 및 예비실험 결과
2단용 75톤급 엔진 연소시험 시 초음속디퓨저 내부 냉각수 분사에 따른 영향 분석
Rib type 열교환기의 열교환 효율 향상을 위한 fin 형상 연구
한국형발사체 3단 기체공급계용 체크밸브 개발
과냉각 액체산소를 이용한 7톤급 액체로켓엔진의 연소시험
리오셀 섬유의 가교 처리가 탄소직물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동 경계 접근법을 이용한 HMX/AP/GAP 고체 추진제의 연소를 위한 동적 모사 및 사례 연구
탄소섬유용 리오셀 전구체의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경량, 고강도 복합재연소관 제조용 핫멜트 타입 토우 프리프레그 개발의 기본요구조건 분석
2 인치 이중판막 체크밸브의 시험적 압력강하에 관한 연구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에서 다양한 막냉각 유량 예측을 위한 모델링
항공기 가스터빈엔진 수명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단락 슬롯을 적용한 블레이드 팁 막냉각 효율에 관한 연구
터빈 2단 베인 엔드월에서 단차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초음속 연소시험용 냉각채널의 총괄열유량 측정결과 분석
한국형발사체 배관삽입형 온도센서 진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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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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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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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내연기관
연료 및 추진제
연료 및 추진제
추진체계/시험평가
램/스크램제트추진
추진체계/시험평가
연료 및 추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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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스크램제트추진
추진체계/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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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로켓추진
구조 및 소재
추진체계/시험평가
램/스크램제트추진
구조 및 소재
구조 및 소재
구조 및 소재
추진체계/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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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로켓추진
추진체계/시험평가
연료 및 추진제
우주 및 로켓추진
추진체계/시험평가
열/유체역학 및 연소
열/유체역학 및 연소
우주 및 로켓추진
구조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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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로켓추진
구조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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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로켓추진
우주 및 로켓추진
우주 및 로켓추진
열/유체역학 및 연소
추진체계/시험평가
열/유체역학 및 연소
우주 및 로켓추진
우주 및 로켓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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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인게이지와 압전소자 방식의 힘 센서를 이용한 추력 측정 결과 비교
가변추력을 위한 에어로스파이크 형상 핀틀 노즐의 동적 특성 연구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시스템 조립 공정절차관리시스템 구축
한국형발사체 액체로켓엔진용 7톤 터보펌프의 인증 및 수락시험
Optimal Combustion Pressure Determination of 2-Staged Small-Lift Launch Vehicle as a Function of Payload Capacity
터보펌프 터빈의 수트 적층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핀틀형 밸브를 이용한 비선형 공기유량 제어기법
액체로켓엔진 연소시험의 터보펌프 성능
모사연료를 이용한 제트연료의 열분해 특성 연구
고유량 조건에서 연료의 흡열특성에 관한 연구
이차유로 간극이 산화제펌프의 축추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
NC-SwBKP 시트의 내수도 향상 및 저해요소 연구
대구경 탄약의 방출장약에 따른 방출특성 연구
이중 영역 가스발생기 개념 설계 및 제작
액체로켓엔진용 핀틀 분사기 설계 및 성능검증 연구
HAN 기반 젤 추진제의 열 분석 및 전기 점화에 관한 연구
솔레노이드 밸브의 특성 이해 및 시장 동향
시험발사체 추진기관시스템 시험 절차
수력학 시험실의 자동가압시스템 소개
중단면 형상 설계를 통한 S-duct 흡기구의 공력성능 향상
카본 블랙 적용을 통한 NEPE계 고체 추진제 공정성 개선 연구
스팬방향 기울기 최적화를 통한 터빈 블레이드 공력성능 향상
엔진 고공 시험 설비 엔진 퍼지가 초기 진공 압력에 미치는 영향
축소형 비원통형 연소기 저압 예비 연소 시험
연소불안정 모사를 위한 극저온 LN2 공급 설비 구성
극초음속 고공환경모사 시험설비의 시험부 면적에 따른 성능 연구
유량 제어용 면적 가변형 벤츄리 개념 설계
가스터빈엔진 시뮬레이션덕트를 이용한 엔진 유량/추력 측정기법 검증 연구
연소기 노즐목부 내피 벌징 공정에 대한 이론기반 성형성 평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지상연소시험설비에서의 Short nozzle 연소기 미계측 계수 추정
고체 추진제의 연소 반응식 코드 생성 및 충진 밀도 계산 소프트웨어 개발
극저온 펌프 (MRP, CO, GBS) 특성
나로우주센터 공급설비동 추진제 관련 장비 운영 이력
30N급 하이드라진 추력기 환경시험
고체로켓플룸의 복사열전달 계산을 위한 구분종좌표 보간법 적용
가스발생기 후연소 시스템 설비 개량
한국형발사체 3단 추진기관시스템 산화제 공급설비의 충전 및 운용 분석
탄체 금속소재의 냉간다단단조 최적 설계방안
Counter-Rotating Turbine(CRT)을 적용한 액체로켓용 터보펌프 터빈 설계기술 연구
배플형 마이크로 연소기의 공기유입구 개수가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
OpenFOAM을 활용한 핀틀 분사기 수류시험 해석
러시아 고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75톤급 엔진의 TVC 구동에 따른 회전각 분석
그리드핀을 적용한 비행체의 천음속 비행특성 시험 및 전산해석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통합제어시스템(MCS) 운용
알루미늄 함량에 따른 로켓보조추진탄용 추진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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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로켓추진
추진체계/시험평가
우주 및 로켓추진
열/유체역학 및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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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분석 파괴 분석법을 이용한 고체 추진제 열 및 수분 노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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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환 반응속도식을 활용한 고폭화약 Cook-off 시험의
수치해석적 연구
박윤식*

․ 김유천** ․ 여재익*†

Numerical investigation of cook-off test for high explosives
using isoconversional decomposition kinetics
Yoonsik Park*

․ Yoocheon Kim** ․ Jack J Yoh*†
ABSTRACT

In this study, the kineitcs of three polymer-bonded explosives (PBXs) were extracted us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d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omposite
is investigated by simulation of slow and fast cook-off (SCO, FCO) test. PBXs #1, #2, and #3
consist of cyclotetramethylene-tetranitramine (HMX) with binder; HMX and aluminum (Al) with
binder; and cyclotrimethylene-trinitramine (RDX), Al, ammonium perchlorate (AP), and binder,
respectively. PBX #2 with aluminum in each SCO and FCO test is confirmed by simulation to
have higher explosion time and explosion temperature than PBX #1. In addi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 techniques are used to
model the kinetics due to different reaction temperatures of RDX and AP in PBX #3. The
proposed kinetics is validated through the SCO and FC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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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3개의 고에너지 물
질의 반응속도식을 추출하고 slow and fast cook-off (SCO, FCO) 시험을 전산모사하여 구성 물질에 따
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3개의 PBX 샘플 중 첫 번째 샘플 (#1)은 HMX와 바인더로만 구성되어있고, 두
번째 샘플 (#2)은 HMX와 알루미늄과 바인더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샘플 (#3)은 RDX, 알루미늄 그
리고 AP 그리고 바인더로 구성되어있다. 각 SCO, FCO 시험에서 알루미늄이 함유된 샘플 #2는 샘플
#1에 비해 폭발 시간과 폭발 온도가 높은 것을 전산모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샘플 #3의
RDX와 AP의 다른 반응 온도로 인하여 반응속도식을 모델링하기 위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과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 기법을 활용하였고, SCO와 FCO 시험의 전산모사를

통해 제안된 반응속도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ey Words: Cook-off test(쿡-오프 시험),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시차 주사 열량측정법),
Kinetics(반응속도식), Simulation(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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