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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cture behavior of ceramic dome port cover on air breathing engine using liquid and solid fuel

propulsion system was carried out in this study. Fracture characteristics was tested and estimated

using scaled model of ceramic dome port cover by Shock tube . Fracture behavior was obtained by

the fracture pressure from pressure sensor and observed the scattering phenomena of fracture

specimen using high speed camera.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base data of

dome port cover design for an air breathing engin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의 세라믹 돔포트 커

버의 파괴거동을 수행하였다. 파괴 특성은 충격파관을 이용하여 세라믹을 이용한 돔포트 커버 상사모

델을 통하여 파괴시험 및 분석되었다. 파괴 거동은 압력센서를 통하여 파괴 압력을 측정하고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산현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에서 돔

포트커버 설계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Fracture behavior(파괴거동), Dome port cover(돔 포트 커버), Ceramic(세라믹), Shock

tube(충격파관), Fracture pressure(파괴압력), Scattering phenomena(비산현상)

1. 서 론

선진국에서는 공기흡입식 엔진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개념의 엔진을 개

발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Scannell 등은 금속과

다양한 기계장치와 폭약을 사용한 돔포트 커버

의 분리 기구를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거



특성을 관찰하였다[1]. 국내에서는 성홍계 등이

추진기관의 소요기술의 분석 및 발전 동향에 관

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2,3]. 노남수 등이 돔

포트 커버에 관련된 세라믹 재료의 기계적 특성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4]. 그러나 현재 돔

포트 커버의 분리막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체연

료와 액체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공기 흡입

식 엔진의 연료 분리막인 돔포트 커버의 파괴거

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돔포트 커버의 재

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세라믹을 선정하고 파괴

거동을 관찰하였다. 돔포트 커버 재료의 설계 요

구조건에는 파괴 시 잘게 부스러져 배출에 용이

하여야 하며, 일정 압력과 높은 온도에 대한 저

항성으로 파괴 직전까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야 하며, 가공이 용이해야 한다[1]. 세라믹 소재

중에서 이런 특성을 지닌 세라믹인 Corning사의

Macor 세라믹을 선정하여 두께와 형상에 따른

파괴 압력과 파괴 현상을 분석하였다. 실험장비

는 돔포트 커버가 일정 압력을 견디다가 고체연

료가 모두 소진되면 압력이 떨어져 램압으로 파

괴되는 원리[5]를 구현할 수 있는 충격파관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돔포트 커버에 적합한 세라믹

재료를 선정하고, 시편의 두께 및 직경을 변화시

켜 파괴 압력을 측정하고 이론적인 파괴압력과

의 비교 및 파괴된 시편의 형상과 특성을 충격

파 터널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시편의 파

괴거동을 덤프탱크에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규명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충격파관을 이용한

세라믹 분리막 상사모델의 파괴거동에 관한 연

구는 분리막 파괴 시험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

이며,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는 공기흡입식 엔

진의 분리막 설계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2. 관련이론

Figure 1은 충격파관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

로 고압부에 압력을 채우고 다이어프램 파괴 시

Fig. 1 Schematic diagram of shock tube

압축파가 관을 따라 흐르게 되어 출구 쪽으로

방출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충격파관에서 유동의 해석은 1차원 유동, 가스

의 비열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 기체는 완전

기체이며 충격파를 제외하고 점도와 전도가 없

는 등엔트로피 유동이며, 고압실과 저압실을 막

고 있는 격막은 순간적으로 열리고 초기 조건으

로 정한 일정 강도의 충격파가 형성되어 전달되

는 가정을 가지고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구

할 수 있다[6].

Figure 1에서 고압부 압력(P4)과 저압부 압력

(P1)의 비 P4/P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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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시편에 충격을 가하기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하여 반사 충격파 뒤의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7].

입사파 압력(P2)과 저압부 압력(P1)비 P2/P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반사파(P5)와 입사파(P2)의 압력비 P5/P2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가스와 구동가스 모두를

공기로 사용하였다.

3. 시험재료 및 시험방법

3.1 시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국내 단단사의 Al2O3

세라믹 및 외국 Corning 사의 Macor 세라믹이

다. Table 1은 Al2O3세라믹의 화학조성을[8],

Table 2는 Macor 세라믹의 화학조성을[9] 각각

나타낸 것이다, Table 3는 두 세라믹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8,9]. 또한 Fig. 2는 세라믹

시편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시편의 지름은

Do=98, 80, 70 mm로 가공하여 충격파를 받는

직경이 각각 d=70, 60, 50 mm 가 되도록 하였

으며, 시편의 두께는 t=3, 4.5, 6 mm가 되도록

하였다. 두 세라믹의 제거 및 파괴 특성이 우수

한 소재를 선택하기 위하여 두께가 3mm인 시편

Compositions Al2O3 SiO2 CaO MgO Cr2O3

Wt. % 95 2.6 0.3 0.7 1.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l2O3 ceramics[8]

Compositions SiO2 MgO Al2O3 K2O B2O3 F

Wt. % 46 17 16 10 7 4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MACOR ceramics[9]

Mechanical property
Al2O3

ceramic

MACOR

ceramic

Young's modulus (GPa) 371 66.9

Poisson's ratio 0.22 0.29

Compressive strength (MPa) 300 345.0

Tensile strength (MPa) 300 -

Hardness, Rockwell A(HRA) 77.14 48.0

Fracture toughness( ) 3 1.53

Density (kg/m3) 3800 2520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Al2O3 ceramic and

MACOR ceramic[8,9]

Fig. 2 Configurations and dimensions of specimens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of shock tube

으로 비교 후 하나의 소재를 선택하여 두께별로

파괴 및 제거 특성을 관찰하였다.

3.2 시험방법

세라믹의 압축 충격파에 의한 파괴 현상을 연

구하기 위한 장비는 공기흡입식 엔진의 작동환

경인 마하수가 Ms=3~4임을 고려하여 Fig. 3과

같은 입사충격파의 마하수가 4정도 되는 충격파

관이다. 또한 인릿(inlet) 압력은 마하수 1 전 후

압력에서 분리막이 파괴된다고 예상하여 마하수

1~2.5를 얻을 수 있는 구동가스, 시험가스로 모

두 공기를 사용하였다[10]. 높은 압력과 압력의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은 2중

다이어프램을 사용하였으며[11], 재료로는 1장당

5bar의 압력을 견디는 OHP 필름을 사용하였다.

고압부의 압력은 3상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하

여 1~2 bar 단위로 압력을 증가시켜 파괴 압력을

측정하였다. 시험장치의 끝부분에 시편을 충격파

관에 수직하게 설치한 후 소켓을 끼워 완전히

고정하였다. 입사파와 반사파의 측정은 시편 장

착부분에서 각각 150, 250 mm 떨어진 부분에

압력센서 PCB112A를 설치하고 오실로스코프와



Fig. 4 Detail of diaphragm section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세라믹이 압축 충격파에

의해 파괴된 후 파괴된 시편은 10 mm 두께의

강화 고무판을 장착한 덤프탱크에 수집을 하였다.

또한 덤프탱크에 거울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관

찰을 하도록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두 세라믹 소재의 충격파 터널에서의 분리 및

파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께 3mm의 시험

편에 대하여 실험을 한 결과는 Fig. 5 및 6과 같

다. 두 재료의 파괴 시의 고압부 압력은 Al2O3는

16 bar, Macor는 9 bar로 Al2O3가 높은 값이다.

그러나 Fig. 5에서 제거 특성은 Al2O3가 깨끗하

게 제거되지 않고, Fig. 6에서 파괴 시편의 크기

도 Macor 보다 크게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두

세라믹의 파괴특성으로 보면 돔포트 커버의 소

재로 적합한 것은 충격파 터널에서 제거도 잘

되고, 파편도 잘게 부스러지는 Macor 세라믹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cor

세라믹의 다양한 두께와 직경에 따른 파괴 압력

을 측정하고 파괴특성을 관찰하였다.

Table 4는 Macor 세라믹시편의 두께 및 충격

파 면적에 따른 파괴압력의 실험과 이론의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은 이론과 실험의 결과

를 비교한 그래프로 입사파는 비교적 잘 일치하

나 반사파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오차의 폭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편의 장착부

(a) Al2O3 (b)Macor

Fig. 5 Removed characteristics of 3mm thickness

ceramics

(a) Al2O3 (b)Macor

Fig. 6 Fractured characteristics of 3mm thickness

ceramics

50

Fig. 7 Pressure P2 and P5 for pressure P4

d(mm)
t(mm)

Pressure
(bar)

70 60 50

3.0 4.5 6.0 3.0 4.5 3.0 4.5

P4 9 16 27 10 30 20 45

P2 (Theory) 2.75 3.45 4.20 2.87 4.36 3.76 5.01

P2 (Exp.) 2.8 3.9 4.3 3.2 4.8 4.0 5.1

P5 (Theory) 6.53 9.65 13.30 7.05 14.13 11.10 17.64

P5 (Exp.) 5.4 8.5 10.5 6.3 10.9 9.5 13.0

Table 4. Results of pressures P4, P2 and P5 for
Macor ceramics



d (mm) 70 60 50

t (mm) 3.0 4.5 6.0 3.0 4.5 3.0 4.5

Fractured

shapes

Fragments

Fig. 10 Fractured phenomena after testing

위에서 실험으로 발생하는 압력의 손실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12].

Figure 8은 충격파 직경 및 두께에 따른 평판

형상 세라믹의 파괴압력 P4를 나타낸 것으로 두

께 3 mm의 시편은 직경의 감소에 따라 파괴압

력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으며,

두께 4.5 mm의 시편은 직경의 감소에 따라 선

형적 증가를 보였다. Fig. 9는 분리막 설계의 기

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두께의 증가와 직

경의 감소에 비례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t/d로

무차원화 시켜 나타낸 결과로 Fig. 7과 같은 경향

을 보였다. t/d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P5의 이론

값과의 차이를 보이며, P4의 분산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10은 시험 후 충격파터널에서의 제거 형

상과 파괴 시편을 나타낸 것이다. 충격파 터널에서

의 제거 특성은 두께가 증가하고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났다. 특히 직

경 d=50 mm, 두께 t=4.5 mm 시편에서는 제거가

되지 않고 균열이 가운데서 방사형으로 진전한 특

성이 나타났다. 이로써 시편의 파단은 크랙의 진전

이 중앙부에서 방사형으로 진전하면서 파단이 되

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파단 된 시편은 덤프탱

크에서 수집하여 8, 4, 2, 1 mm 크기의 체로 분류

한 결과 대부분의 시편이 8 mm 이하의 작은 크

기로 파단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체로 분류

한 결과는 d=70 mm인 시험편에 대해 두께 변

화에 따라 Fig. 11에 나타내고 있다.

70

Fig. 8 Fracture pressure P4 for various diameters

and thicknesses

0.09

Fig. 9 Fracture pressure for dimensionless t/d



d (mm) 70

t (mm) 3.0 4.5 6.0

More

8mm

4~8mm

2~4mm

1~2mm

Less

1mm

Fixed

parts

Fig. 11 Classification of fractured particles

d (mm) 70

t (mm) 3.0 4.5 6.0

More 8mm 2.3 8.8 12.8

4~8mm 15.2 21.9 18.1

2~4mm 8.0 5.7 6.8

1~2mm 1.5 2.5 3.8

Less 1mm 0.9 2.2 3.8

Fixed parts 27.0 42.1 58.4

Table 5. Weight for fractured particles after
classification

4가지 종류의 체로 분류된 파괴시편들은 분해

능 0.1g의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여 그 결과

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비율로 나

타내면 다음의 Fig. 12와 같다. 고정부위는 무게

비율에 있어서 시편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나

머지 파괴된 시편의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크기는 4~8 mm로 대략 25%정도

이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8 mm이상의 비

율은 각각 3.97%, 10.23%, 11.1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Fig. 11의 수집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4 mm의 크기는 두께 증

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2~4 mm 크기의 파편이 감소하

고 8 mm이상의 파편이 증가 하고 있다.

Figure 13은 덤프 탱크에 설치한 초고속 카메

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초

고속 카메라의 해상도는 800X600 24 bit로 초당

500 프레임으로 촬영하였다.

Fig. 12 Weight percent for fractured particles



< Frame #1 > < Frame #2 >

< Frame #3 > < Frame #4 >

Fig. 13 Results of captured high speed camera

▶

Fig. 14 Fractured shape for specimen (d=50, t=4.5)

초고속 카메라 촬영결과를 살펴보면 1번 프레

임에서 중앙으로부터 균열이 시작하는 것을 관

찰을 할 수 있으며, 2번 프레임에서는 중앙 부분

이 깨져서 비산되어 나오며 3번 프레임에서 최

종적으로 고정 부위까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산되는 시편들은 3번

과 4번 프레임에서 잘게 부스러져 배출됨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충격파를 받는 직경이 d=50

에 두께 4.5 mm 시편의 제거되지 않은 시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균열이 방사형으로만 진전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Figure 15는 파단되기 전의 세라믹 시험편의

미세구조와 시험 후의 파단면의 미세구조를 각

각 1000배와 5000배로 나타낸 것이다. 파단 전의

미세구조는 유리 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

험편 파단 후 미세구조는 섬유구조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날카롭게 파단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X 1000 X 5000

(a) Non fractured surface

X 1000 X 5000

(b) Fractured surface

Fig. 15 SEM micro structures for ceramic specimen of

non fractured surface and fractured surface

세라믹이 이러한 섬유구조를 지니고 완전 취성

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게 부스러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파단부의 미세구조의 1000배율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벽개 파면으로 작은 크기

의 파편들로 뜯겨져 나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격파관에서 Al2O3와 Macor세

라믹의 파괴 거동을 관찰하고 분리막 소재에 적

합한 특성을 지닌 Macor 세라믹으로 다양한 두

께 및 직경에 따른 파괴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Al2O3세라믹은 충격파관에서 제거가 잘 이루

어지지 않으며, 파괴 시편의 크기가 Macor 시편

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 Macor 세라믹이 돔포트

커버 분리막 소재로 적합하다.

2. 입사파는 이론값과 실험값이 일치하나 반사파

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시편의 두께와 충격파를 받는 직경에 대해 t/d



로 무차원화 하여 압력을 나타낸 결과도 역시

t/d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도 증가한다.

3. 세라믹의 제거 및 분리 특성은 두께가 증가하

고 충격파를 받는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서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세라믹의 파괴 거동은

중앙에서부터 균열이 방사형으로 진전하여 고정

부를 따라서 제거된다. 그리고 제거 현상은 잘게

비산되어 배출하고 있다.

4. 파단 된 시험편의 크기는 대부분 8 mm 이하

의 작은 크기로 제거되며, 두께의 증가에 따라 8

m이상의 파편이 증가하고 2~4 mm는 감소한다.

5. 파단 시험편의 미세구조는 세라믹의 섬유구조

를 따라서 날카롭게 뜯겨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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