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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측 및 우주공간 개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우주 발사체 기술은 인류가 우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며, 현재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4]. 우주 발사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로켓엔진에는 

추진제의 종류에 따라 고체 추진제, 액체 추진제로 구분된다. 

액체엔진은 고체엔진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고비용이지만, 추력조절이 가능하고 추진제를 별도에 

탱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연소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주 발사체 시스템에 적합하다. 발사체용 

추진기관에 사용되는 액체 추진제는 중력가속도를 

이겨내는 큰 추력과 함께 추진제의 질량을 줄이기 위해 

비추력이 커야 하기 때문에 극저온 추진제가 선호된다.  

추진제 탱크의 주 연료로는 액체수소(LH2), 케로신이 

사용되며, 산화제로는 주로 액체산소(LO2, LOX)를 

사용한다. 

발사체의 추진제 탱크는 연료를 싣는 연료탱크와 

산화제를 싣는 추진제 탱크로 구성되며, 추진제 탱크는 

발사체 부피의 70~80 %를 차지한다. 그림 1은 실제 

한국형 발사체 KSLV-II에 적용될 산화제 탱크이다. 

산화제 탱크의 제작 목적 중 가장 큰 특징은 고압을 버텨낼 

수 있는 안정성과 페이로드를 높이기 위한 경량화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진제 탱크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소재로 설계, 제작될 계획이다.  CFRP는 탱크를 

경량화 하면서도 금속보다 인장강도와 탄성계수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탄소 섬유를 적층하여 만드는 제조의 

특성상, 압축 및 충격에 대한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추진제 탱크는 90 K의 액체 산소(90 K)를 연료로 

하므로 저온에서의 기계적 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액체 산소 충전 시 탱크 용기내 초기 과도한 온도구배는 큰 

열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충전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CFRP는 금속과 비교하면 열수축률이 낮아 그에 따른 

열응력은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극저온 환경에서의 구조 및 열적 안정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CFRP의 열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극저온 환경에서의 

열전도도 및 기계적 강도 측정이 필수적이며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건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본 논문에서는 액체산소 산화제 탱크의 설계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극저온 유체의 충전속도 (100 LPM ~ 900 

LPM)에 따른 탱크 벽면 온도변화, 열응력 발생 및 증발량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 모델 정립에 앞서 산화제 

탱크의 극저온 환경에서의 열물성치 확보를 위해 CFRP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향후 실험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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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thrust of the space launch vehicle, liquid oxygen as an oxidizer and kerosene or liquid hydrogen as a fuel are 

generally used. The oxidizer tank and fuel tanks are manufactured by composite materials such as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to increase pay load. The thermal stress of the cryogenic propellant tank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it has large 

temperature gradient. In this study, to confirm the design integrity of the oxidizer tank of liquid oxygen, a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hermal stress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tank for various charging speed of the cryogenic fluid from 100 

~ 900 LPM taking into account the evaporation rate of the liquid nitrogen by convective heat transfer outside the tank and boiling 

heat transfer inside the tank. The thermal stress was also calculated coupled with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CFRP tank.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charging speed of the LN2 can majorly affects the charging time and the resultant therm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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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schematic of oxidizer tank fabricated by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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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액체 산소 대신 극저온 유체인 액체 질소를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탱크 벽면에 비등 열전달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속도에 따른 액체질소의 증발량과 수위 증가 

속도를 산출하였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액체질소의 충전 

속도에 따른 열응력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충전 중 

열전달에 의한 증발량을 고려하여 필요 충전량 및 충전 

시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2. CFRP 극저온 열전도도 측정 
 

2.1. CFRP 시편 

 그림 2는 실험에 사용될 CFRP 시편이다. 구조 및 열적 

안정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극저온 환경에서 CFRP의 물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CFRP의 극저온 열전도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산화제 탱크에 사용되는 CFRP는 Tencate 

社의 프리프레그 방식으로 제작된 T800HB/TC380 

Fabric type과 T800SC/TC380 Unidirectional (UD) 

type 두 가지가 사용되었으며, 시편의 두께는 실제 산화제 

탱크에 적용되는 두께 별로 8/12/28 ply로 선정하였다. 표 

1은 열전도도 측정 실험에 사용될 시편 재원이다. 

 
2.2. 열전도도 특성평가장치 구성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CFRP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극저온 특성평가장치를 

구성하였다. 특성평가장치는 GM 타입의 2단 극저온 

냉동기 (Sumitomo RDK-415D)를 사용하여 전도냉각 

방식으로 극저온 환경을 구현하였다. 냉동기 1단부를 

이용하여 복사차폐막을 냉각함으로써 외부 열침입을 

최소화하였으며, 시편이 설치되는 2단부에도 

다층박막단열재 (Multi-Layer Insulation, MLI)를 

사용하여 복사 열침입에 의한 불필요한 온도 구배를 

최소화하였다.  

 

 
 

Fig. 2. Specimen shape according to CFRP type. 

 
TABLE Ⅰ 

SPECIMEN DIMENSIONS ACCORDING TO CFRP TYPE. 

 Type  
Width 

[mm] 

Height  

[mm] 

Thickness 

[mm] 

CASE 1 
Fabric  

(8 ply) 
1.80 4.00 20.00 

CASE 2 
Fabric  

(12 ply) 
2.80 6.00 20.00 

CASE 3  
UD  

(28 ply) 
6.15 17.00 20.00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rmal conductivity 

characteristic evaluation device. 

 
2.3. 열전도도 측정 방법  

열전도도는 식(1)의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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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는 열전도도이며, Q̇는 히터의 열량, A는 열이 

전달되는 면적, ΔL은 CFRP 시편의 두께, ΔT는 상/하부 

시편 홀더의 온도차이다. 냉동기를 통해 특성평가장치 

2단부 플레이트의 상/하부 홀더의 온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에 수렴하면, 전원공급장치를 통해 히터에 전원을 

인가한 후 상/하부 홀더의 온도차를 측정하였다.  열전도도 

측정 온도 구간은 액체질소의 포화온도인 77 K 부터 

상온(300 K)까지 선정했으며, 15 K 단위로 16구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편 열전도도의 신뢰성을 위해 각 

시편당 3회 실험을 진행하며,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대상 

시편의 열전도도로 사용하였다. 

 
2.4. CFRP 열전도도 측정 결과 

극저온 냉동기 1단부 및 시편 홀더가 77 K까지 

수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각 

온도구간에서 상부 홀더에 열을 인가한 후 수렴된 

온도로부터 열전도도를 측정하는데 약 7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4는 각 시편에 대한 열전도도 측정 

결과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두께 및 적층 방식에 따른 

열전도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시편 별로 측정한 

열전도도의 평균값을 해석에 사용하였다. 

 

 
Fig. 4. CFRP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result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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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 모델 
 

3.1. 충전 유량에 따른 산화제 탱크 내 열전달 특성 

산화제 탱크 내부에 액체질소를 충전하게 되면, 초기에 

상온의 탱크 벽과 극저온의 액체질소의 열전달에 의해 

액체질소의 증발이 일어나며, 충전되는 양에서 증발되는 

양의 차이만큼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 수위 상승에 따라 

탱크 벽면에서 온도구배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열응력이 

발생한다. 극저온 환경에서의 산화제 탱크의 열응력 분석을 

위해 탱크 벽면 내외부의 열전달에 따른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액체질소가 잠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y≤L) 액체질소와 탱크 내부 벽면의 비등 

열전달을 고려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y>L) 액체질소에서 증발되어 나온 77 K ~ 300 K의 

온도분포를 가지는 기체질소와 탱크 내부 벽면과의 대류 

열전달 고려하였다. 또한, 탱크 외부 벽면은 외기와 자연 

대류 열전달을 적용하였다. 비등 열전달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액체질소의 일반적인 비등곡선 [6]을 적용하였다.  

 
3.2. 액체 수위변화  

산화제 탱크 내 유체 수위 변화는 열전달에 의한 

증발량과 충전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액체질소로의 열침입량(Q̇)에 대해 증발율은 액체질소의 

증발잠열(hfg)을 고려하여 식(2)로부터 계산된다.  

 

fg

liquid

fg

evap
h

dAq

h

Q
m





                                                         (2) 

 

여기서, q̇liquid는 액체질소와 용기 벽면사이에서 

비등열전달에 의해 발생하는 열유속이며, 적분면적(dA)는 

용기중 액체질소와 접한면적이다. 식 (3)과 같이 유입된 

액체질소량(ṁin)과 액체질소 증발량(ṁevp)의 차이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탱크 내에 남아있는 액체질소의 

양(mLN2)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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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액체질소의 양을 높이(L)로 구하면 다음과 

같다. 

 

 
 

Fig. 5. Heat transfer phenomenon in a oxidizer tank with 

liquid nitrogen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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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 모델 

실제 탱크의 치수 및 형상은 그림 6과 같다. 복합재 

탱크의 Barrel 부분에 Fabric Type의 CFRP가 사용되며, 

반경방향 응력 발생을 보강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인 

Skirt에 UD Type의 CFRP가 사용된다. 산화제 탱크의 

해석 모델은 치수 및 형상을 실제 산화제 탱크 3D 모델링을 

토대로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접착제가 사용되는 

Skirt와 Barrel의 접촉 부, Barrel의 CFRP 파트끼리의 

접촉부는 해석 모델에서 제외하였으며, 상/하부 Manhole과 

Skirt Ring Frame 또한 금속 소재로 모델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7은 탱크 모델에 적용된 열 및 구조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탱크 내부는 액체질소 및 기체질소와 내부 

벽면의 열전달이 일어나므로 시간에 따라 액체질소 수위가 

증가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 과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체질소 층은 높이에 따라 계면부의 액체질소 온도부터 

탱크 상단의 300 K온도까지 선형적인 온도 구배를 

가정하여 벽면과의 대류 열전달 조건을 적용하였다. 구조 

해석을 위하여 탱크 하단 부 중심에서 축방향 변위를 

제한하였으며, 액체 질소 충전 속도에 따라 용기내부의 온도 

구배가 다르고 이에 의한 열응력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체의 산화제 충전 속도를 고려하여 100 ~ 

900 LPM의 충전속도에 대한 과도 열해석 및 구조 해석을 

진행하였다.  

소재의 물성은 온도에 따라 값이 변하므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온도에 따른 물성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해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성치는 CFRP의 열적/기계적 진행 

 

 
 

Fig. 6. 2D modeling and dimension of CFRP oxidizer tank. 

 

 
 

Fig. 7. Heat transfer boundary conditions of the oxidizer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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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S ACCORDING TO CFRP TYPE 

 Type  
E11 

[GPa] 

E22  

[GPa] 

G12 

[GPa] v 

CASE 1 
Fabric  

(8 ply) 
5.56 5.56 0.996 0.175 

CASE 2 
Fabric  

(12 ply) 
5.24 5.24 1.22 0.224 

CASE 3  
UD  

(28 ply) 
9.79 3.83 1.70 0.278 

 

하는데 필요한 물성치는 CFRP의 열적/기계적 물성치로 

열전도도는 측정 값을 사용하였으며, 열팽창계수 [7], 비열 

[8]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기계적 물성치 또한 극저온 

환경에서의 CFRP의 방향 별 탄성계수(E), 푸아송비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료의 온도가 감소하면 강도는 

증가하므로 상온 물성치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설계하였다. CFRP의 기계적 물성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표 2와 같다. 산화제 탱크내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위하여 상용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하였다 [9].  

 

 

4. 해석 결과 

 
4.1. 유체 충전 속도에 따른 최대 열응력 비교 

산화제 탱크 모델의 열응력 시뮬레이션 결과, 액체질소 

초기 충전 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중 최대 응력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액체질소를 증가시킬 경우 탱크 

벽면내에서 온도구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응력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구간이 지난 후에 

열응력은 점차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값은 같았지만 초기에 과도한 

온도변화 구간을 고려하여 최적 유량 결정이 필요하다.  

추진제 탱크에서 최대 응력은 유량에 관계없이 탱크 

Barrel 부분과 Skirt의 접촉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kirt는 외기에 노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체질소가 담겨있는 Barrel과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열응력이 최대로 발생하게 된다. 

 

열응력은 벽면에서의 온도차로 인해 각 부분에서의 

수축/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축 방향의 온도 차, 

반경방향의 온도 차가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9는 Skirt와 Barrel의 접촉 부 

온도분포이며, 보이는 바와 같이, 탱크 내부의 반경방향 

응력을 보강하기 위해 적용된 Skirt의 윗부분은 Barrel과 

접촉되어 있지만 아랫부분은 Barrel과 접촉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라 Skirt의 축 방향 온도 구배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Barrel과 Skirt의 접촉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그림 10은 유체 충전 속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저유량부터 고유량까지 Barrel과 Skirt 접촉부의 최대 

열응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유량이 클수록 초기 최대 응력도 

크게 걸렸으며 100 LPM부터 900 LPM까지 응력 범위는 

작게는 210 MPa부터 크게는 260 MPa까지 발생하는 

확인하였다. 저유량에서는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벽면이 

미리 냉각되지만 유체 충전 속도를 증가시킬수록 벽면이 큰 

온도변화를 겪으면서 초기에 Barrel과 Skirt의 접촉부분의 

온도구배가 커짐에 따라 열응력이 크게 발생한다. 

 

4.2. 탱크 내부 상/하단부 열응력 

액체질소를 충전함에 따라 탱크 내부의 최대 열응력은 

Skirt와 Barrel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ontact area between 

skirt and barrel. 

 
(a)                                                                               (b)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the locations of max./min. stress at (a) 290 s (b) 709 s with the charging rate of 700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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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variation of maximum thermal stress of the 

oxidizer tank for the various charging speeds. 

 

하지만, 탱크 내부의 전체적인 열응력은 Skirt와 Barrel의 

접촉 부 보다 작을 것이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 탱크 내부 

상/하단부의 열응력을 확인하였다. Skirt와 Barrel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최대 열응력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11는 탱크 하단부의 최대 열응력, 그림 

12은 탱크 상단부의 최대 열응력이다. 그림 11과 12의 

결과와 같이, 초기에 유체 충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열응력은 증가하였으며, 탱크 내부의 상/하단부의 최대 

열응력은 10 ~ 20 MPa 정도로 확인되었다. 충전 초기 

구간이 지난 후에는 충전 속도에 관계없이 벽면의 온도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열응력 또한 점차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였다. 

 
4.3. 유체 충전 속도에 따른 충전 시간 및 필요 액체질소량  

표 3은 각 유량 별로 산화제 탱크 전체 부피 대비 95% 

부피에 대하여 증발량을 고려한 실제 충전 소요시간 및 필요 

액체질소량을 나타내었다. 유체 충전 속도에 따라 

액체질소의 증발하는 양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충전에 

필요한 액체질소 소요량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유체 충전 

속도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충전 소요시간 및 필요 액체 

질소량을 산출할 수 있다. 유체 충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액체질소의 증발량이 감소하여 실제 충전시간은 

짧아졌으며, 유체 충전 속도가 느릴수록 실제 충전시간은 

길어지고 증발하는 액체질소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액체질소량 또한 증가하였다.  

 

 
Fig. 11. Maximum thermal stress at bottom of the oxidizer 

tank for the various charging speeds. 

 
Fig. 12. Maximum thermal stress at top of the oxidizer tank 

for the various charging speeds. 

 
TABLE III 

ACTUAL AMOUNT OF LIQUID NITROGEN AND CHARGING TIME ACCORDING 

TO VARIOUS CHARGING SPEED. 

 Liquid Nitrogen charging speed [LPM] 

 100 300 500 700 900 

Oxidizer tank 

volume [L] 
15,000 

Required  

charging time [h] 
3.37 1.02 0.6 0.43 0.33 

Required amount 

of liquid nitrogen 

[L] 

20,23

0 

18,30

5 

17,99

2 

17,87

3 

17,80

5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FRP로 제작된 우주발사체 산화제 

탱크의 극저온 유체 충전 속도에 따른 액체의 수위 변화 및 

열응력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CFRP의 극저온 환경에서의 열전도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성평가장치를 구성하여 온도에 따른 CFRP의 열전도도를 

확인하였으며,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산화제 탱크 내부에 액체질소가 충전됨에 따라 탱크 

벽면과 액체질소의 비등열전달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변화하는 유체의 수위를 계산하였고, 해석에 적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수위를 예측하였다.  

액체질소가 충전됨에 따라 탱크 내부의 전반적인 응력은 

10~20 MPa에 불과했지만, 상온과 극저온 환경에 동시에 

노출 되어있고 완벽한 접촉을 하지 않는 Skirt와 Barrel 

근처는 Skirt의 큰 온도구배 때문에 200 MPa 이상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체 충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벽면의 큰 온도구배 때문에 

초기 최대 응력 값이 증가하였지만, 유체 충전 속도가 

느리면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가하고 필요한 

액체질소량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산화제 탱크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유체 충전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화제 탱크의 유체 충전 속도에 따른 최대 응력과 실제 

충전 소요 시간 및 액체질소 소요량을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유체 충전 속도는 500 LPM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에 실제 산화제 탱크의 액체질소 

충전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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