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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ent relief valve performs as a safety valve, which ensures ventilation of propellant tank during filling

and protection from tank overpressure after filling. Because of the reliability and cost saving, the virtually

same vent relief valve has been used on all US cryogenic liquid fueled launch vehicles. Some modification

to the valve has been applied to satisfy the various mission requirements of launch vehicles. This paper

reviews the main technology trends of the vent relief valve applied to the propellant feed system for launch

vehicle with respect to design and manufacture.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operating technology of

vent relief valve applied for launch vehicles of advanced countries in space development.

초  록

벤트릴리프밸브는추진제탱크의충전중내부의기체를배출시키고충전이완료된후에는탱크의과압을

해소하는 안전밸브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뢰성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든 미국의 극저온 액체 추진제를 사

용하는 발사체에서는 거의 유사한 벤트릴리프 밸브를 적용해오고 있다. 그리고 발사체의다양한 임무요구조

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밸브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체 추진제 공급 시스템에

적용되는 벤트릴리프 밸브의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한 핵심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주개발 선진국 발

사체에사용된벤트릴리프밸브의운용기술을 소개한다.

Key Words : Propellant Tank(추진제 탱크), Vent Relief Valve(벤트릴리프 밸브), Propellant Feed System

(추진제 공급 시스템), Launch Vehicle(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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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추진제탱크에사용되는벤트릴리프밸브는

지상에서추진제를충전하는동안탱크내부의기체를

배출시키고, 충전이 완료된 후 비행 임무가 끝날 때까

지탱크의과압을해소하는안전밸브의역할을수행한

다. 운용 단계에 따라 벤트릴리프 밸브의 작동 모드는

벤트모드와 릴리프모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벤트

모드는지상에서추진제탱크를충전하거나비행임무

완료후 탱크 내가압제를 배출하기위해 인위적인명

령에 따라 공압을 이용하여 밸브를 여닫는 상태이며,

릴리프모드는충전이완료된후지상에서대기하거나

비행 중에 설정된 탱크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밸브가

자동으로열고닫히는작동상태를의미한다[1].

벤트릴리프 밸브는 탱크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추

진제벤트시스템의핵심구성품으로추진제의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발사체에사용되는액체산소및케로신추진제

에필요한요구조건을중심으로우주개발선진국에서

현재까지개발해온설계, 제작, 운용기술의동향에대

하여살펴보고자한다.

2. 벤트릴리프 밸브의 설계 및 제작

2.1 설계요구조건

극저온 추진제 탱크에 적용되는 벤트 시스템은 다

음과같은기본적인설계요구조건을필요로한다[2].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좁은 범위에서 정밀하게

탱크내부압력을유지할것

•액체추진제가배출되는손실을피할것

• 배출되는 기화 추진제 및 가압제로 인해 발사체

가오염, 화재등의피해를받지않을것

• 탱크 내부의 기체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모멘트

가자세제어시스템의용량을넘지않을것

벤트릴리프 밸브 및 벤트 시스템 배관의 형상은 추

진제의종류, 발사체의임무및운용조건등에큰영향

을 받는다. 1990년대 후반 미국 NASA의 X-34 추진기

관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추진제인 액체산소와 RP-1

을 1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

여 벤트릴리프 밸브의 유량 성능을 비롯하여 추진제

공급시스템전체의성능과안전성을고려하는설계가

수행되었다[3,4].

산화제 벤트 시스템의 경우 가장 주요하게 고려된

사항은기체산소가차있는벤트배관내에서금속입

자의 충돌로 점화가 이루어지거나 오염이 발생하는

등위험상황에대한안전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이

를위해지상충전시와같은 30 psia 이하의저압운용

시에는 기체 산소의 벤트 유속을 100 m/sec 이하가

되도록요구조건을설정하였으며, 충전후및비행중

과 같은 50~75 psia의 고압 운용 조건에서는 벤트 유

속을 45 m/sec 이하로 설정하여 산화제 벤트 배관 내

입자 충돌에 의한 점화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관 유속 요구조건에 따라 추진제 공급 시스템의 예

냉 및 충전 속도가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상 운용

에필요한시간이영향을받게되었다. 벤트릴리프밸

브 개발에서는 지상 운용 중 기화되는 추진제를 배출

할 때 벤트 시스템 차압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탱크 압력이 30 psia를 넘을 경우 배관 유속을 45

m/se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유량 배출 성능을 가지

도록고려되었다.

RP-1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연료 벤트 시스템은 상

온에서 충전 중 기화가 있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화제

벤트 시스템과 달리 충전 요구조건에 따라 형상이 결

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료 벤트 시스템은 탱크에 과

압이 걸리지않도록충분한유량을 배출할 수있는성

능을 가지고, 가압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

처할수있도록요구조건이설정되었다.

2.2 핵심 설계 변수

2.2.1 유량 배출 특성

벤트릴리프 밸브를 통해 최대로 배출되는 질량 유

량에따라추진제탱크의예냉및충전속도가제한되

고결과적으로발사운용임무시간이결정된다. 따라

서 발사 운용 요구조건에 따른 예냉 및 충전 속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벤트릴리프 밸브를 비롯한 전체 벤

트시스템의설계가이루어진다. X-34 기본설계에서



132 고현석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9/1 (2011) pp. 130~138

와 같이 산화제 벤트 배관 내 기체 유속에 대한 제한

요구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조건을 추

가로 고려하여 벤트릴리프 밸브의 형상이 결정되어

야한다[4].

2.2.2 밸브 응답 시간

가압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추진제 탱크 내

로 고압의 가압제가 쏟아져 들어와 탱크 압력이 허용

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탱크의 파괴로

이어져 임무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벤트릴리

프 밸브는 탱크 압력이 보증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반응하여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벤트릴리프 밸브의 응답시간은 가압 시스템의

고장으로탱크압력이상승하기시작하여보증압력까

지 도달하기 전에 벤트밸브가 최대로 개방될 수 있도

록 설계한다[5]. 하지만 시스템 구성에 따라 벤트릴리

프 밸브만으로 탱크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장 방지 대책

을마련하게된다.

2.2.3 고장 방지 설계

발사체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방지대책을마련하여최종적으로발사체파괴

나임무실패로이어지지않도록해야한다. 특히임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스템 및 구성품

에 대해서는고장방지설계나중복설계를통해신뢰

성을 높이게 된다. 벤트릴리프 밸브의 경우 추진제 탱

크의압력을조절하는주요기능을담당하고있으므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

다. 예를들어설정압력에따라자동으로밸브를열고

닫는 기능과 함께 명령에 의해 공압을 공급하여 벤트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벤트릴리프 밸브를 설계할

경우위험상황에대한두가지별도대책을가지고있

게된다[5].

2.2.4 화재 안전

산화제 벤트 시스템과 같이 30~45 m/sec 이상으로

기체산소가빠르게 흐르는 배관 내에금속입자가유

입되어 배관이나밸브 등에 부딪힐 경우 압력 등의조

건에 따라 점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주변이 알루미늄

과 같은 소재로 제작되었을 경우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6-8].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스페이스 셔틀의

산화제유량제어 밸브에대하여화재가능성등을검

토하고재설계가이루어진바있다[7]. 그리고 X-34 기

본 설계단계에서는산화제벤트시스템내 유속을마

하 0.3 이하의낮은속도로제한을주어벤트릴리프밸

브의 최대 유량 특성을 결정하고제작시 내화성 소재

가고려되었다[3].

2.2.5 밸브 상태 지시기

발사 운용 중 벤트릴리프 밸브는 지상 설비나 발사

체 내 시스템에 의해서 원격으로 제어되므로 밸브의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지시기가 필요하다. 밸브 상태

지시기의경우광범위한온도와압력범위에서정확한

상태를표시할수있어야하며,습기나외부오염등환

경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밸브

상태 지시기의 고장은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Saturn 발사체의 경우 밸브에 사용된 마이크

로스위치가극저온액체수소환경에서밸브의개폐상

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9,10]. 2009년스페이스셔틀발사운용중에는액체수

소 충전배출밸브의상태지시기가 이상을 일으켜운

용이중지되고발사가연기되는일이발생하기도하였

다[11].

2.3 발사체 적용 사례

Saturn V의 1단산화제탱크는벤트밸브와벤트릴

리프 밸브 각 1기를 이용하여 최대 18 psig로 얼리지

압력을 조절한다[12]. 산화제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벤트 밸브는 탱크 상단에 장착되며 벤트릴리프 밸브

는 배관을 통하여 동체측면에 장착된다. 벤트릴리프

밸브는 무게를줄이기 위하여 벤트 기능과 릴리프 기

능을 하나의 밸브에 결합시켜 일체형으로 제작하였

다. 이러한 구성의 벤트릴리프 밸브는 미국의 극저온

추진제를 사용하는 발사체 탱크에 유사한 형태로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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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Norquist,  1976 [13]

그림 2. 스페이스 셔틀 벤트릴리프 밸브 개념도

자료출처: NASA,  1968 [12]

그림 1. Saturn V 1단 산화제 시스템 구성

스페이스 셔틀의 벤트릴리프 밸브는 추진제 탱크

별 릴리프설정 압력과설치 시작업자의 실수를방지

하기위한플랜지형상의차이를제외하고액체산소와

액체수소모두근본적으로동일한설계를채택하였다

[13].또한 Titan 및 Saturn 발사체의설계경험을기본

으로하고, 기밀특성향상및진동환경에대비한구조

보강을위해파일롯조립체를일부수정하여설계하였

다[14,15].

릴리프모드에서는파일롯조립체에연결된배관을

통하여 탱크 압력이 감지되고, 탱크 압력이 설정압력

보다 높으면파일롯 밸브가 열려 탱크 압력이 피스톤

으로 전달된다. 이 때 높아진 압력으로 피스톤이움직

이게 되면 주 포펫(Main Poppet)을 끌어당기게 되고

입구가 열려 가압제를 배출하게 된다. 벤트 모드에서

는 기체헬륨이 작동포트를 통하여 공급되면헬륨압

력에의해서피스톤이움직여주포펫을열고,헬륨압

력이 해제되면스프링에 의해 주포펫이 닫히는 구조

이다.

스페이스셔틀의벤트릴리프밸브개발과정에서기

존유사한 발사체의경험을적극활용하여 설계 및개

발에서 $400,000의비용을절감할수있었고비행횟수

당 $3,000의비용을절감하게되었다. 그리고액체산소

와 액체수소 시스템 모두 동일한 설계를채택하여 제

작해야할부품수를줄여제작의효율성을높일수있

었다[14].

자료출처: Rossoni, 1990 [16]

그림 3. Delta II 1단 산화제 벤트릴리프 밸브 개념도

Delta II 발사체 1단 산화제 탱크 압력은 탱크 상단

에 위치한 벤트릴리프 밸브에 의해 제어된다. 발사대

에대기중일때에는벤트작동포트로기체질소를공

급하여 주 포펫 조립체를 움직여서 탱크를 벤트시킨

다. 릴리프 모드에서는 탱크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

아지면내부의파일롯밸브가열려압력이피스톤으로

전달되고, 피스톤의 운동으로 주 포펫 조립체를 열어

탱크를 벤트시킨다. 이러한 개념은 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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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n, 스페이스 셔틀 등과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인

설계는 이전 발사체 프로그램의 경험을 활용하였다.

비행중얼리지 최대 설정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한목

적으로파일롯밸브에 2단가압시스템을연결하는설

계수정을가한것이차이점이다[16].

자료출처: Darrow et al., 1998 [17]

그림 4. 2.5인치 벤트릴리프 밸브

이와 같이 미국 극저온 액체 추진제 발사체에 사용

되는 모든 벤트릴리프 밸브의 개념은 거의 유사하며

그 기원을 살펴보면 1958년 Thor 부스터용으로 처음

설계, 제작한 밸브로 거슬러올라가게 된다. 그림 4에

보여주는 Senior Flexonics Ketema Division의 2.5인

치 벤트릴리프 밸브는 X-34 추진 시스템을 위해 제작

된 밸브로, Delta III 발사체 상단의 액체수소 및 액체

산소 탱크용 벤트릴리프 밸브와 파일롯 밸브 구조와

높은설정압력을제외하고는거의동일하다[17].

3. 벤트릴리프 밸브의 운용기술

3.1 탱크 얼리지 압력 조절

Titan/Centaur 발사체의 상단 추진제 탱크는

Common Bulkhead 구조로 상부에 액체수소를 저장

하고 하부에 액체산소를 저장한다[18]. 여기에 사용되

는 모든 벤트 밸브는 추진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

계되었으며 밸브 작동 압력만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각각의밸브에솔레노이드를장착하여가압이

필요하거나 비행 중 특정 구간에서 벤트를 시키지 못

하도록밸브의작동을중지시키는역할을한다.

(a) LO2 벤트 시스템

(b) LH2 벤트 시스템

자료출처: Goette, 1973 [18]

그림 5. Titan/Centaur 상단 추진제 벤트 시스템

액체산소 벤트 시스템은 탱크 하부에 1개의 벤트

밸브와단열덕트, 배관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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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Rossoni, 1990 [16]

그림 6. Delta II 산화제 탱크 얼리지 압력 요구조건

사전에벤트되는기체로부터발생하는추력이발사체

의무게중심을향하도록덕트의방향을조정하여벤트

로인한모멘트의영향이최소가되도록하였다.

액체수소벤트시스템은두개의벤트 밸브와배관,

벤트노즐, 배관시스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주벤트

밸브는 발사전부터비행중 거의 모든 구간에서액체

수소 탱크의 압력을 제어한다. 하지만 무추력 구간에

서는 비행 요구조건으로 높은 탱크 압력을 필요로 하

기때문에, 주벤트밸브보다높은설정압력을가지는

부 벤트 밸브를 두어 안전밸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부 벤트 밸브가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솔레노이

드를 이용하여 주 벤트 밸브를 고정시켜벤트횟수를

줄이고필요한탱크설정압력으로유지하였다.

3.2 POGO 현상 억제

Delta 발사체의 경우 1단 엔진 연소 종료 10초 전

POGO불안정 현상이 발생하였다. Delta II 발사체에

서는 이러한 POGO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유체 고유

진동 모드를 구조 시스템의 고유 진동 모드보다 높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산화제 탱크의 최

소얼리지압력을 31 psig에서 53 psig로높여야했다.

하지만 이륙 시 고체로켓모터에서 발생하는 추력 수

준이매우높기때문에산화제탱크얼리지압력을이

륙 시 53 psig로 높게 가져갈 경우 탱크의 구조 안전

여유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비행 중에 이륙 후 약

125초후고체로켓모터가 분리된 이후 산화제탱크의

얼리지 압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의 수정이 이루

어졌다[16].

자료출처: Rossoni, 1990 [16]

그림 7. Delta II 산화제 탱크 벨로우즈 가압 시스템

Delta II 1단산화제탱크의얼리지압력은상단부에

위치한 벤트릴리프 밸브에 의해서 제어된다. 얼리지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벤트릴리프 밸브 파일롯

밸브측에 있는벨로우즈캐비티를 비행중에가압시

킬수 있도록 하였다. 릴리프 모드에서는 탱크 압력이

벨로우즈와스프링의강성보다높을경우파일롯밸브

가 열려 피스톤으로 탱크 압력이 전달되고 피스톤과

연결된주포펫을열어탱크압력을낮춘다.낮은설정

압력이필요한경우에는이전과같이벨로우즈캐비티

가 외부 대기와 연결되도록 하고, 고체로켓모터 분리

후 높은 설정 압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롯 밸브가

더욱높은 압력에서 열리도록캐비티내부 압력을 높

여 벨로우즈의 강성을 높였다. 벨로우즈를 가압하기

위해 144 in3의 체적을갖는 단열 처리된 용기에 기체

질소를 22.8 psia로 충전하였으며 정확한 동작을 위해

이륙 직전까지 압력과 온도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산화제 탱크의 설정 압력 조절을 통해 -2 dB이었던

Delta 발사체에비해 +6 dB로안정성여유가증가하게

되었다.

3.3 우주 잔해 방지 대책

발사체 상단은 투입 궤도에 따라 탑재체를 분리한

후에도장시간궤도에남아지구주위를회전할 수있

다. 이 때 태양 복사에 의한 가열로 탱크에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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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제가기화되어허용압력이상으로상승하거나파

이로 장비또는 배터리가 과열될 경우폭발로 이어져

궤도상에우주잔해를발생시킬수있다. 이는이후발

사되는 발사체 및탑재체에 심각한 위험을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인 논의와협력이 진행되어왔다. 우주잔

해를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임무가 끝난발사체 시

스템의에너지원을모두제거하여수동화시키는방법,

궤도상에 남지 않도록 진로를 변화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있다.

Ariane 발사체의 극저온 상단 추진기관의 경우 우

주 잔해를 방지하기 위해 탑재체가 분리되어 임무가

종료되면상단에남아 있는 추진제와 탱크 내부의 가

압제를배출하고파이로장비와배터리등의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절차를수행한다. 이러한잔류추진제와

가압제를 배출하는 수동화 작업을 수행할 때

Common bulkhead 탱크의 경우배출순서에 따라 상

부와 하부 탱크 사이에 역압력 구배가 걸리면좌굴이

발생하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진제가 배

출될때 발생할 압력 변화를면밀히고려하여 벤트시

스템의운용절차를선정해야한다[19-21].

Zenit 발사체의 경우 2단분리 후잔류 추진제와 가

압제를배출하는수동화작업을수행하게되어있으나

벤트시스템의 고장으로분리 후 24시간뒤궤도상에

서폭발하는 사고가 두 차례발생하였다. 벤트 시스템

의 설계 오류로 인해 단 분리 후 2단이회전하게 되었

고, 원심력에 의해 벤트릴리프 밸브쪽으로 탱크 내부

의잔류액체산소가흘러들어가밸브가결빙되어탱크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여도 열리지 못해

결국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사고 이후회전이 발생하

지않도록벤트시스템의설계가수정되었다[22].

4. 결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및 기타 우주개발 선진국의

발사체에 적용된 벤트릴리프 밸브의 요구조건, 핵심

설계변수, 추진제공급시스템구성, 운용기술에대하

여 살펴보았다. 발사체에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과 개

발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미국에서는 Thor 부스터용

으로 1950년대에개발한벤트릴리프밸브와거의동일

한 밸브를 극저온 추진제 탱크에 사용하고 있다. 기술

의 발전과 함께 임무에 따른 특수한 발사 운용조건을

만족하기위해일부구성품에대한수정이이루어지고

있으나기본개념은유지되고있다.

벤트릴리프 밸브는 비행 중 추진제 탱크 내부의 압

력이설정압력보다높아지는것을방지하는안전밸브

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추진기관의작동에필요한추진제공급압력

을확보하고, 비행중설정압력을변화시켜 POGO불

안정 현상을 억제하거나, 우주 잔해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조치를 수행하는등 발사체의다양한임무조

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용 기술이 적용되어왔다. 이러

한 우주개발 선진국의 설계, 제작, 운용기술을활용하

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향후 한국형 발사체에 필요한

높은신뢰도를갖는벤트릴리프밸브의개발을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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