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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ree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a pipe angle,

connecting a combustion chamber and a pintle nozzle, and pintle position on pintle nozzle

performance. The compressibility correction of k- SST turbulent model was implemented to precisely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flow structures inside a supersonic pintle nozzle. Due to an 3-D

asymmetric pintle nozzle configuration, complex helical flow streamlines and large flow separations

were observed, which resulting in significant nozzle performance losses. As the angle of

connection-tube decreases, the coefficient of performance increases and Since the flow structures are

evidently changed to the pintle stroke positi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초       록

비대칭 3차원 핀틀 노즐 형상에서 연소실과 핀틀 노즐의 연결관 각도와 핀틀 위치가 성능계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초음속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유동 특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k- SST의 압축성 보정 난류모델을 적용하였다. 비대칭 3차원 형상에 의한 복

잡한 유동 구조로 인하여 나선형 형태의 유선과 유동 박리가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유동의 전압

력 손실이 크게 발생되었다. 유입관의 각도가 감소할수록 성능계수가 증가하였으며, 핀틀의 위치에 따

른 유동구조가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Key Words: Pintle Nozzle(핀틀노즐), Compressibility Correction Turbulent Model(압축성 보정 난류

모델), Coefficient of Performance(성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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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핀틀 노즐 추진기관은 고체로켓의 추력 제어

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기술에 해당되며, 비행체

의 정밀한 궤도천이 및 자세제어를 도모한다. 이 

기술은 연소실 내부에 축방향 이동이 가능한 핀

틀을 삽입하여 핀틀 이동에 따른 노즐 목 면적 

변화를 통해 추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다[1]. 핀틀

이 이동하게 되면 노즐에 다양한 충격파와 박리

유동이 형성되고, 이 들의 간섭현상으로 경계층

의 난류발생을 증가시키고 유동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관이 존재하

는 삼차원 비대칭 핀틀 노즐의 유동 특성을 연

구하였으며, 연결관의 각도 변화와 핀틀 스트로

크 변화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수 치 해 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3차원 Favre-averaged 질량, 운

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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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첨자 “-” 는 시간 평균량, 첨자 “~” 는 

평균 질량에 가중된 평균량을 나타낸다. 첨자 

  는 space tensor indices을 나타낸다.

2.2 난류모델

핀틀에 의한 연소실 내부의 복잡한 유동장과 

핀틀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복잡한 초음속 유동

구조를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 Menter의 k-

SST에 압축성 보정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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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델상수는 DNS를 기반으로 결정된 값

을 사용한다. 은 blending function으로 불리

며, 벽면(경계층) 근처에서 1의 값을 가지고, 벽

으로부터 멀어질수록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2.3 수치기법

3차원 유동을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시간

에 대해서 LU-SGS(Lower – Upper Symmetric

Gauss-Seidel) 기법을 적용하였다. 셀 경계에서 

플럭스 계산을 위해 ASUMPW+ 기법을 이용하

였고, 유동 변수에 대한 수치해의 불안정성을 감

소시키기 위해 MUSCL 외삽기법을 이용하여 고

차의 공간정확도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광범위

한 마하수와 세장비가 다양한 격자크기에 안정

적 수치해를 얻기 위하여 예조건(percondi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치 연산 속도를 빠

르게 하기 위해 다중블록/다중영역 분할 기법을 

적용하였다[1, 2, 5].

3. 해 석 모 델 및 경계 조건

연결관 각도는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60, 75,

90도로 선정하였으며 계산 격자의 구성과 연결

관의 3가지 형상은 Fig. 1과 같다. 정확한 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를 고려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계산 영역은 총 92개의 블록이며,

격자수는 약 2,000만개로 구성하였다. 수치해석

에 적용된 연소실의 경계조건은 모든 핀틀 위치

에 대하여 연소실의 압력(103 MPa)과 온도(2870

K)를 유지하도록 질량유량을 조정하였다.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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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et)의 경계조건은 고도 20 km 조건으로 하

였다.

Fig. 1 Mesh Construction and Boundary

Conditions of a Pintle Nozzle

4. 결    과

4.1 연결관의 유입 각도의 영향

유입각 75도와 핀틀 스트로크 0 mm 에서의 

핀틀 내부의 유동 구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에서 연결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동은 나

선형(Helix)으로 회전하면서 노즐을 통해 분출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의 나선형 구조는 연결

관의 입사각과 핀틀의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유

동의 방향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핀틀노즐 상단벽으로 이동하

는 유동(Top flow)이며, 두 번째는 핀틀의 하단

을 따라 핀틀 팁으로 이동하는 유동이다. 상단의 

유동(Bottom flow)은 연결관을 통해 유입된 유

동이 핀틀의 좌우 면을 따라 노즐 상단벽에서 

충돌이 일어나 유동이 분산되며 핀틀노즐의 윗

면을 따라 이동한다. 하단 유동은 연결관으로 유

입된 유동의 급격한 방향전환과 노즐의 오목한 

형상에 의해 유동의 회전과 재순환이 상호작용

하면서 핀틀 팁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후 이 

두 유동은 핀틀 팁에서 박리에 의한 회전과 함

께 충돌하며 노즐을 통해 분출된다. 유동의 재순

환 영역은 핀틀노즐 챔버의 앞과 뒤 그리고 핀

틀 팁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유동의 회전과 박리가 심각한 에너지 손실

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은 연결관 각도 변화에 따른 전압력과 유선을 

나타낸다. 전압력의 결과를 통해 각도가 감소할

수록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유동의 영역이 넓어

지면서 에너지 손실이 점차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노즐 출구의 중심부를 기

준으로 전압력 값이 상단 영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관 존재에 의한 

배출 유동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측(Y) 방향 

추력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선을 통하여 

각도가 감소할수록 재순환영역과, 챔버 상단벽에 

반사되는 유동패턴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 Helix and Recirculation of Pintle Nozzle

Fig. 3 Contours of Stagnation Pressure and
Velocity Magnitude Including Stream

line; a) Angle 90, b) Angle 75, c) Angle

60 degrees and 1) Stagnation Pressure,
2) Velocity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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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나선형 유동과 유동 박리에 의

해 성능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나

타내기 위하여 성능계수(추력 및 배출 계수)을 

분석하였으며 연결관의 각도별 성능계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능 보정 계수는 약 0.8

정도의 수준인데 일반 추진기관 노즐의 보정계

수가 0.97 이상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이다. 또한, 연결관 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보정

계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연결관 각도가 감소하

게 되면 연결관과 핀틀 노즐의 연결부 면적이 

넓어지고 유입각도가 더 완만해지면서 배출 유

량이 증가하고, 핀틀 면과 핀틀 노즐 벽을 치고 

나가는 유동의 충돌 및 간섭에 의한 운동량 손

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Angle

(degree)
DCC* TCC**

60 0.812 0.802
75 0.802 0.792
90 0.794 0.782

*Discharge Correction Coefficient, **Thrust

Correction Coefficient

Table 1 Performance Correction Coefficients

4.2 핀틀 위치의 영향

핀틀 위치는 최소, 중간, 최대 스트로크의 형

상을 적용하였다(연결관 각도 65 도). Fig. 4는 

전압력과 마하수 분포를 나타낸다. 핀틀의 위치

가 이동함에 따라 노즐목 이후의 유동이 매우 

복잡해 짐을 알 수 있다. 핀틀 위치가 1일 때 에

는 유량이 노즐 팽창부에 꽉차있으나 아랫면에

서는 전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아랫면에서 

충격파가 발생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아랫면에

서 충격파가 발생된 이유는 연결관 유입부의 아

랫면(유입관과 노즐의 연결부분)에서 급격한 유

동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입 유동

이 빠르기 때문에 유질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노즐 확대부에서 유속이 초음속으로 가속됨에 

따라 충격파가 발생된다. 또한 핀틀팁(nozzle

tip)에서 압력 손실이 크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절에서 언급되었듯이 핀틀 단면이 급격

하게 작아짐에 따라 유동 박리와 충격파의 간섭

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력 손실 현상은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핀틀 위치 2에서는 유량이 노즐 팽창부를 채우

는 대 다소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즐 벽면

에서 흐름 박리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위치 3

에서는 노즐목의 위치가 노즐 축소부에서 발생

되어 흐름 박리가 위치 1, 2처럼 노즐 팽창부가 

아닌 노즐 축소 부에서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핀틀 노즐에서는 핀틀 위치에 따른 유동의 형태

가 매우 크게 변할 뿐 만 아니라, 전압력 손실이 

매우 큼에 따라 수치해석을 통하여 성능 계수를 

조사하였다 (Table 2).

Fig. 4 Contours of Stagnation Pressure and

Mach numbe at the pintle locations; a)

Stroke Number 1, b) Stroke Number 2,
c) Stroke Number 3 and 1) Stagnation

Pressure, 2) Mach Number

Stroke

Number
DCC TCC

1 0.872 0.842
2 0.968 0.934
3 0.999 0.525

Table. 2 Performance Correc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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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3차원 수치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대칭적인 

3차원 핀틀노즐의 유입관 각도와 핀틀의 위치가

성능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입관의 

각도와 핀틀 위치마다 다양한 유동구조를 보이

며, 이로 인하여 성능인자는 이론적인 값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결관 각도가 감소할수록 성능계수가 증가하

는데, 이는 핀틀 노즐로 유입되는 유동의 회전력

과 유동박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잡한 비대

칭적 유동 구조와 유동 박리로 인하여 추력 보

정계수 및 배출 보정계수는 약 0.8 수준으로 매

우 손실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핀틀이 전방으로 

이동할수록 특정 위치(핀틀 위치 3)를 제외한 성

능 계수는 증가하는데 이는 기하학적 노즐목의 

위치와 실제 유동에 의한 노즐목 위치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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