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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edict the thermal radiation induced from alumina particle cloud in the plume of solid 
propellant motor, view factor method is applied to space shuttle SRB and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at of monte carlo method. For this purpose, radi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particle cloud 
temperature distribution, effective emissivity or emissive power of particle cloud are studied. In the 
case of effective emissivity, inverse wavelength method is applied and plume reduction characteristic 
length is used for emissive power distribution.  As a result, thermal radiation using view factor 
method gives more conservative results than that using monte carlo method. So it can be used for 
preliminary design of thermal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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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슈테판 볼츠만 상수(5.67×10-8W/m2K4)
  : 방사율

  : 형상 계수 및 추력(kN)
: 흡수계수(m-1)
: 파수(cm-1)
: 질량유량(kg/s)

 : 비추력(N-s3/kg-m, s)

 : 노즐 출구 직경(m)

: 열선감속거리(m)

   : (W/cm2)

1. 서 론

인공위성을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터(motor) 및 발사체의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 사용하는 부스터(Booster)등은 추진제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체연료를 사용

하게 되면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장치

가 매우 간단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온

의 배기류인 플룸(plume)내에 연소 가스 성분과 

더불어 고체 입자, 특히 알루미나 입자가 생겨나

게 되고 이로부터 부스터나 모터저부로의 복사가

열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일반 액체 추진 기관

의 배기 플룸에서도 연소가스에 의한 열복사 현

상이 발생하지만 알루미나 입자에 의한 열복사는 

연소가스인 H2O, CO2 등에 의한 열복사에 비해

서 한자리수 이상의 값을 가지며 추진제 내 알루

미나의 질량 분율이 대게 30%에 이른다고 보고

되고 있어 그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1). 
또한 부스터와 모터 저부에는 TVC(Thrust 

2044



Vector Control)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방어 시스템을 구축

해 주어야 하므로 알루미나 입자구름에 의한 열

복사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의 구축이 절실하

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소

가스에 의한 열복사 현상은 발전소를 포함한 다

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잘 연구되어 있고 가스 

성분들의 복사 특성도 비교적 정확히 구축되어 

있으나 알루미나 입자에 의한 열복사에 대한 연

구는 대형 로켓의 설계 및 군사적인 요청에 의해

서 JANNAF(Joint Army-Navy-NASA-Air Force)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체추진제의 배기 플룸

내 알루미나 입자구름에 의한 열복사량을 예측하

는 기법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열복사량의 성

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형상계수를 이용한 표면

대 표면으로의 열복사 예측기법을 소개하고자 한

다. 또한 이 기법을 Space Shuttle SRB(Solid 
Rocket Booster)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고체 입자

들의 복사특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Monte 
Carlo기법의 적용결과와 비교하여 예측결과의 정

량적인 부분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2. 형상계수를 이용한 열복사 예측

 2.1 열복사의 중요인자

 형상계수를 이용한 표면대 표면으로의 열복사

전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국부적인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온도를 통해서 자체열방사량(  )
을 계산한 후에 얼마나 열복사를 잘하는지를 플

룸의 유효 방사율(effective emissivity)을 통해서 

설정해준다(  )
(2). 이후 최종적으로 플룸이 

내놓을 수 있는 총 방사에너지(Emissive Power)중
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치(position of interest)
로 전달되는 것을 형상계수(view factor)를 통해서

식을 보완해주어 최종적인 열복사량을 산출해 낼 

수 있다(  )
(2). 이러한 방법은 인자들

을 적절히 선정해줌으로써 열복사 현상의 정성적

인 부분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

에 현재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수식과 더불어 그림으로 아래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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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rmal Radiation scheme of 
Alumina Particle Cloud

따라서 알루미나 입자구름에 의한 열복사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온도분

포와 유효 방사율(혹은  이 둘이 모두 고려된 방

사에너지) 그리고 형상계수를 구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2.2 역파장법을 이용한 열복사 예측기법

역파장법을 이용한 열복사 기법은 앞서 언급한 

열복사의 중요인자 중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유효 

방사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자구름의 단색 방

사율을 전체파장에 대해서 적분하여 플룸의 유효

방사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국부적인 입자구름의 온도분포도 함

께 고려되어야 하며, 온도 분포 역시 방사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2.2.1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온도 분포

플룸 내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온도는 고체-기
체 이상류 유동을 해석하여 알루미나 입자의 성

장 및 가스와의 열 교환을 설명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즐 출구 면을 벗어나면

서부터는 주위로의 복사열전달 및 화학반응을 함

께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학반

응과 가스와의 열교환은 고려하지 않고 복사열전

달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한 비교적 간단한 

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John(3)은 검

사체적을 설정하고 검사 체적 내 에너지보존 법

칙을 적용하여 플룸의 노즐 출구면 에서부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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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방향으로의 온도분포를 구하는 식을 제안했다. 
           


 
 

 
 

 




     





단, 는 거리 에서의 알루미나 대표온도, 

는 노즐 출구면에서의 알루미나 대표온도, 

는 노즐출구 반지름, 는 거리 에서의 유효방

사율이며 


는 팽창각의 정보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체적 내 에너지

는 모두 열복사를 통해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고 

플룸의 팽창, 고체 알루미나 입자와 연소가스와

의 열교환 그리고 플룸의 화학반응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식은 플룸의 온도분포를 보수

적으로 예측하게 된다(2).그리고 노즐 출구 근처에

서는 알루미나 입자의 열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플룸의 후류방향

으로 갈수록 열에너지는 복사에너지로 방사되어 

에너지의 대부분이 운동에너지가 된다. 실제로 

John(3)의 결과에서도 이미 1~2m이내에서 열복사

가 급격히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측값과 측정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2m 
이후의 열방사는 예측값보다 측정값이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즐 출구면의 온

도와 질량유량 및 비추력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노즐 출구면의 온도분포는 SRB의 내부 조

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즐 팽창비에 대한 

알루미늄 입자들의 온도분포에 대한 자료(1)를  

이용하였고, 기타의 다른 자료는 문헌 (4), (5)를 

참고하였다. 
 
2.2.2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유효방사율

순수한 알루미나 입자의 방사율은 0.18(1883K) 
~ 0.3(1283K)의 값을 가지며, Soot 등의 그을음에 

의해서 0.4까지 증가한다(1). 물론 단파장에서의 

방사율은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알루미나 입자의 

크기 및 상변화(α-ϒ_Phase 등)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라서 이를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입자에 대한 방사율과는 달리 

알루미나 입자들이 운집해 있는 경우는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유효방사율을 알아야 한다. 플룸의 

유효방사율은 노즐의 출구직경이 크고 추력이 클

수록 0.4에 가까워진다는 보고자료가 있다(1). 알
루미나 입자구름의 유효방사율을 계산하기 위해

서  Schack(6)은 입자구름의 단색 방사율을 전체파

장에 대해서 적분하여 플룸의 유효방사율을 계산

하는 역파장법(inverse wavelength method)을 제안

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한다. 

  


단, 는 흡수계수를 지칭하며 이는 0.57/  로 

구할 수 있다. 는 파수이다. 그리고 는 플룸 

내 알루미나 입자들의 부피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은 플룸의 대표길이가 되겠다. 이는 하나의 파장

에 대한 입자의 방사율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최

종적으로 이를 총 파장에 대해서 적분하여 다음

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단, 는 플룸의 길이방향으로 x의 위치에서의 

플룸의 총파장에 대한 방사율을 의미하며 




  는 tetragamma function, 는 















 
을 나타낸다. 또한 는 

알루미나 입자의 밀도이고, 는 모터의 추력을 

말한다. 는 노즐의 출구반경이며 는 플룸의 

경계면이 노즐의 출구 반경에서 얼마나 벗어났는

지를 알려주는 수치이다. 는 중력상수를 말하며, 
는 specfic impulse를, 는 질량유량을 나타낸

다. John(3)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HPC BE-3 
motor, 37-in rocket motor의 열방사율을 계산하였

고, 그 값으로 두 경우 모두 0.35를 얻었다. 이 

값은 Morizumi 와 Carpenter(8)가 간접적인 방법으

로 유효방사율을 계산한 값인 0.25~0.3 보다 더 

큰 값이다. 참고로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Mamoru 등(1)은 플룸 내 열선감속거리(Lp=1/κ)를 

정의하여 유효방사율을 구하는 식을 제안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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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optical thickness of plume,  : 알루

미나 입자에 탄소그을음이 섞인 경우로 0.4이다. 
그런데 위식을 보면, 플룸의 유효 방사율은 광학

두께가 커질 수록 0.4에 가까워지며 동시에 0.4보
다 커질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역파장

법에 의해서 계산된 유효 방사율 값이 0.4보다 

클 경우, 최대값을 0.4로 선정하고자 한다. 

2.2.3 모터 저부와 플룸간의 형상계수 

알루미나 화염형상은 노즐 출구면에서 노즐 출

구직경 와 팽창각 로 팽창되는 원추형상에 

상당히 가깝다. 정의에 의해 형상계수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1, 2). 

 





단, 센서에서 방열측 미소면적인 Δ 까지 거리

는 , 은 수열기기면 법선과 플룸 미소면적과

의 방향벡터가 이루는 각이며 는 플룸 미소면

적의 법선과 수열기기면의 방향벡터가 이루는 각

이다. 형상계수는 플룸의 형상(방열측)과 각종 기

기간의(수열측)위치 및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산은 기본적인 정

의를 이용하고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 형상에 대

한 일람표를 참조하여 계산한다(2). 본 연구에서는 

형상계수를 구하는 상용프로그램인 C&R 
Technology사의 Thermal desktop을 이용하였고 팽

창각 및 노즐의 치수는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5). 단, 플룸의 길이가 매우 긴 관계로 Plume의 

간격을 400mm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에 대한 형

상계수를 구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모델링된 플

룸과 계산된 형상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플룸과

의 형상계수를 구하기 위한 Disk로 직경 60mm인 

원판을 노즐 출구면에서 중심축과 거리 2000mm, 
2500mm, 3000mm, 4000mm, 5000mm 및 6000mm
에 위치시켰다. 아래의 그림은 Thermal Desktop에 

모델링된 SRB와 Disk들 그리고 노즐에서 

6000mm에 위치한 Disk와 플룸의 형상계수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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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룸 방사에너지에 의한 열복사 예측기법

이 방법은 온도와 유효 방사율이 모두 고려된 

방사에너지를 이용, 특정위치와의 형상계수를 통

해서 전달되는 열복사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Space Shuttle의 SRB의 경우, 플룸을 1.4m
간격의 10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 각 Section의 

방사에너지를 실측하여 방사에너지를 결정한 후 

센서를 장착한 위치와의 형상계수를 통해서 계산

된 값을 실제 측정자료와 비교하였다(5). 물론 좀

더 엄밀한 해석을 위해서 고도에 따른 플룸팽창

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고도 교정 인자

(Altitude Correction Factor)를 적용하였다(5). NAL 
TR(1) 자료에서도 플룸의 후류방향으로의 방사에

너지를 측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된 

자료를 통해서 노즐 출구면에서의 방사에너지가 

플룸의 후류로 가면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가

정을 방사에너지에 관한 하류방향의 감속 특성거

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정에 의하면, 
노즐 출구면에서의 방사에너지와 적절한 감속 특

성거리를 이용하면 플룸의 후류방향으로의 방사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결과를 계산된 

형상계수에 적용하여 원하는 위치로의 열복사량

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3.1 알루미나 입자 구름의 방사에너지 

Mamoru 등(1)은 출구면에서의 플룸자체의 열복

사량을 실험을 통해서 구축하였고, 노즐출구면에

서 후류방향으로의 열방사 구배를 지수함수적인 

형태로 놓고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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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노즐출구면에서의 플룸 자체 방사에

너지, 는 노즐출구면에서 후류방향으로의 거리, 
는 방사에너지의 후류방향에 관한 감속 특성길

이가 되겠다. 위 식은 다시 아래의 식과 함께 최

종적으로 원하는 위치로의 열복사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이 식을 앞서 전개한 식을 이용하여 풀어

쓰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식 중에 첨가되는 는 후류방향의 방사에너지

를 측정한 센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오른쪽 식에

서 유일한 변수인 를 변화시키면서 계산된 출

구면에서의 방사에너지와 측정된 값과 일치하는  

감속 특성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Space Shuttle SRB의 

경우, 는 실측값을 사용할 것이며, 감속 특성 

거리는 4이다(5, 1). 노즐 출구면에서의 방사에

너지는 노즐의 출구온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값이다. SRB의 플룸 길이에 대한 방

사에너지를 감속 특성거리에 따라 계산하였고 아

래의 그림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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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Space Shuttle SRB 저부로의 열복사

 Solid Rocket Booster는 대개 지상 50km 이하

에서 사용되며, 노즐의 직경이 3m 정도로 매우 

크다. 또한 추력이 매우 커 평균적으로 865kN 정
도이며 연소시간은 60초에서 120초 정도이다. 또
한 대기조건을 고려하여 팽창비가 대개 6에서 16 
정도이다(4).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앞서 제시된 

기법들을 적용하였고, 이를 Monte Carlo Method
를 이용한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 
3.1.1. SRB 노즐 출구면으로의 열복사량 

Waston(9)등은 Monte Carlo Method를 이용하여 

Spcace Shuttle에 사용되는 Solid Rocket Booster의 

열복사량을 노즐 출구면에서 반경방향에 대해서 

고도 별로 산출해 놓았다. SRB Plume은 

LTE(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 및 회체

(Gray Media)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연소가스의 흡

수계수 계산을 위해서는 대기압 조건에서의 온도

에 의한 함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Al2O3의 이산을  

위한 흡수 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Mie Theory
를 적용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굴절지수(Index of 
Refraction)는 1.8+0.005이다. 이 경우는 대략 열

복사 파장 중 5㎛에 해당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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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rmal Radiation Result: View Factor 
Methods and Monte Carlo Method

위 그래프는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열복사량을 

예측한 결과가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록 형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

으나, 알루미나 입자구름의 방사에너지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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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이 매우 다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플룸 내 알루미나 입자구름에 의한 열복사에서 

노즐 출구면에 가까운 부분이 열복사에 중요하게 

참여한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노즐 출구면에서의 방사에너지는 온도와 

유효 방사율을 이용한 방사에너지와 비교하여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플룸의 후류방향으로 갈

수록 점점 적용 기법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형상계수를 적용한 결과는 고도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Monte Carlo Method를 적용한 

결과에 비해서 SRB 중심축으로부터 2m 위치(노
즐 출구면)에서는 2 ~ 3.2배 큰 값을 예측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형상계수에 의한 계산법이 

Monte Carlo Method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예측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고체 추진제의 플룸내 알루미나 입자 구름의 

열복사를 예측하기 위한 기법 중 형상계수를 이

용하는 방법을 Space Shuttle SRB에 적용하였고 

이 결과를 Monte Carlo Method의 결과와 비교하

였다.
형상 계수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사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두 가지 방법, 유효 방사율을 결정하기 위한 역 

파장법 및 노즐 출구 방사에너지의 후류방향에 

관한 감속 거리 적용기법, 을 적용하여 두 기법

의 결과가 매우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두 결과는 Monte Carlo Method에 의한 결과에 

비해서 SRB 중심축으로부터 2m 위치(노즐 출구

면)에서는 2 ~ 3.2배 큰 값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형상계수를 이용한 열복사량 예측 기법은 추후 

보수적인 설계를 위한 초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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