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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도 등장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기술들 또한 

단점을 보완하거나 효율 높이는 방향으로도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노즐의 고정된 팽창

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

도 보정(altitude compensation) 노즐에 대한 연

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1]. 특히 변곡점

(inflection point)을 기준으로 팽창비가 다른 두 

개의 벨 노즐을 결합한 듀얼 벨 노즐은 고도 보

정 노즐의 일종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1-5]. 두 개의 팽창비를 통해 벨 

노즐보다 고도에 적합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노즐 길이 연장으로 인한 무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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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w characteristics of dual bell nozzle with pintle were investigated. Thrust and thrust coefficient

were compared with the pintle-bell nozzle of the same condition, and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intle stroke was investigated. At stroke 0 mm, the thrust of the dual bell nozzle was about 13.18%

higher than the bell nozzle, and when the pintle was backward, it was similar to the bell nozzle. The

change in expansion ratio with stroke was considered to be more advantageous for a dual bell nozzle

that performs altitude compensation through separation and transition.

초       록

핀틀을 적용한 듀얼 벨 노즐의 유동해석을 통해 유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핀틀-벨 

노즐과 추력계수 및 추력을 비교하였고, 핀틀 스트로크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스트로크 0 mm

에서는 듀얼 벨 노즐의 추력이 벨 노즐보다 약 13.18% 높았고, 핀틀이 후진했을 때는 벨 노즐과 유

사하였다. 스트로크에 따른 팽창비 변화는 박리와 천이를 통해 고도 보정을 수행하는 듀얼 벨 노즐

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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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dual bell nozzle[5]

Fig. 2 Thrust control with pintle-nozzle[6]

있다[5]. Fig. 1은 듀얼 벨 노즐의 모식도이다.

또 다른 예로 핀틀(pintle)이라는 구조물을 통

해 고체추진기관의 추력을 제어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 고체 추진기관은 연소가 시작

되면 추진제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연소가 지속

되기 때문에 추력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추진제 

그레인(grain) 형상의 다양한 설계를 통해 추력

을 제어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핀틀을 추진기관 내부에 설치하여 

앞뒤로 구동함으로써 노즐 목 면적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연소실 압력을 조절함과 동시에 추력 

조절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술의 장점을 참고하여 듀

얼 벨 노즐에 핀틀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전산수치해석을 활용하여 유동 특성과 성능

을 비교하였다.

2. 핀틀-노즐 설계 및 해석 조건

핀틀을 적용한 듀얼 벨 노즐은 Fig. 3(a)와 같

다. 일반 벨 노즐에 핀틀을 적용했을 때와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길이와 팽창비를 가

Fig. 3 Designed pintle-nozzles

Fig. 4 Schematic of dual bell nozzle with pintle

진 벨 노즐(Fig. 3(b)) 또한 설계하였고, 비교 결

과는 Fig. 3(c)와 같다.

핀틀-노즐은 본래 노즐 목이 위치해있던 부분

에 핀틀이 들어가게 되므로 노즐 목은 Fig. 4와 

같이 가장 좁아지는 지점으로 정의한다. r은 핀

틀-노즐 목의 길이로써 핀틀의 움직임 즉, 스트

로크(stroke)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목 면

적 계산 시에도 3차원 형상을 고려하여 계산해

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4(a)와 같이 핀틀의 

가장 높은 부분과 노즐의 가장 낮은 부분이 동

일한 선상에 존재할 때 스트로크가 0 mm인 것

으로 정의하며 이 이상 핀틀이 전진하지 않는다.

즉, 핀틀 스트로크가 0 mm일 때 팽창비가 가장 

크다. Fig. 4(b)는 핀틀이 뒤로 후진한 상태를 나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로크가 0 mm일 때

와 후진한 상태일 때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D 축대칭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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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utation grids

Fig. 6 Boundary conditions

진행하였다. 약 10만개의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Fig. 5와 6에 격자 생성 결과 및 경계조건을 나

타내었다.

해석은 상용코드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

다. 난류 모델은 SST(Shear Stress Transport) k-

ω[7] 모델을 사용하였다. 챔버 압력은 모든 케이

스에 대해서 50 bar로 일정하다. 실제로는 핀틀

이 전진하여 목 면적을 감소시키면 챔버 압력이 

상승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축 핀틀 추력기에 

대한 압력제어가 수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핀

틀을 구동한다고 가정하였다. 상온 공기를 작동

유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챔버 온도는 300 K으로 

설정하였다. 해석 고도는 20 km이다.

3. 해석 결과

해석 결과, 핀틀을 적용한 두 노즐은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였다. Fig. 7에 따르면, 스트로크가 

0 mm일 때 듀얼 벨 노즐은 변곡점에서 박리가 

발생하지만 벨 노즐은 박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노즐 모두 팽창비는 동일할지라도 듀얼 벨 

Fig. 7 Mach number contour of pintle-nozzles

Thrust unit : kN

Case
CFD results Design values Error, %

Thrust CF Thrust CF Thrust CF

1* 12.54 1.602 11.62 1.555 7.9 3.0

2** 11.08 1.557 11.62 1.555 4.6 0.1

3* 25.00 1.650 25.87 1.648 3.4 0.1

4** 25.04 1.651 25.87 1.648 3.2 0.2
*Dual bell nozzle, **Bell nozzle

Table 1. Computation results

노즐의 경우 중간에 변곡점이 존재하고 이 변곡

점은 박리를 야기하는(혹은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Case 1과 Case 2의 차이는 노

즐 형상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핀틀이 후진했

을 때는 두 노즐 모두 노즐 끝단까지 유동이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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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full-flowing)한 것을 보여준다.

Table 1은 성능측면에서 해석 결과와 이론값

(설계값)을 비교한 표이다. Case 1의 결과값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이유는 Fig. 7에서 보듯이 

Case 1은 Case 2와 달리 변곡점에서 박리가 됐

기 때문이다. 일반 벨 노즐은 특정 고도에서만 

성능이 가장 높은데 반해 듀얼 벨 노즐은 두 가

지 팽창비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능이 높은 구간

이 특정되지 않는다. 고도 20 km에서 Case 2는 

고도에 비해 큰 팽창비를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성능이 낮은 구간(최적 성능을 낼 수 있는 고도

보다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고, Case 1은 베이

스 노즐의 작은 팽창비를 이용하므로 동일 고도

에서 팽창비가 큰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추력이 

높은 구간에 있다. 이론 계산식에서는 듀얼 벨 

노즐의 변곡점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

값의 경우 두 노즐 모두 추력과 추력계수 값이 

같으며 벨 노즐과 유사하다. 한편 스트로크가 후

진한 상태 즉, Case 3과 4의 경우에는 두 노즐 

모두 동일한 팽창비로 작동하기 때문에 추력과 

추력계수가 유사하게 계산되었고, 이론값과의 차

이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도 20

km에서 스트로크가 0 mm일 때 듀얼 벨 노즐이 

벨 노즐보다 추력이 약 13.18% 높지만 핀틀이 

후진했을 때는 차이가 약 0.16%로 비교적 유사

하다. Case 1, 2와 Case 3, 4의 추력 차이는 노

즐 목 면적과 질량유량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Case 3, 4의 목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유량

이 증가하고 추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4. 결    론

핀틀을 적용한 듀얼 벨 노즐의 특성을 파악하

였다. 전산수치해석을 활용하였으며 동일한 길이

와 팽창비를 가진 벨 노즐에 핀틀을 적용한 것

과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 고도 20 km 조건에서 듀얼 벨 노

즐의 고유 특성(박리 및 천이)으로 인해 성능 차

이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의 모델은 스트로크 0

mm일 때 듀얼 벨 노즐의 추력이 약 13.18% 높

았다. 핀틀이 후진한 상태에서는 유사한 추력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핀틀 스트로크에 따른 

팽창비 변화는 두 가지 팽창비를 갖고 있는 듀얼 

벨 노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고도 보정

에 따른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듀얼 벨 노즐이 갖고 있는 두 팽창비가 최대 

호율을 낼 수 있는 고도에서 스트로크 제어를 

통해 박리 위치를 조절한다면 고도에 따른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추력 제어 및 성능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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