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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computation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intle stroke,

altitude, and bore on the performance of an external pintle thruster. Results show that

under-expansion flow occurs always, independent of pintle stroke. An external pintle

thruster shows good performance in that it is capable of good amount of thrust

control, while aerodynamic loads are increased due to shock waves on the pintle

support. When altitude is increased to 20 km, the nozzle exit velocity, Mach number,

thrust as well as aerodynamic loads are increased. Bore increases aerodynamic load

5.9%, and therefore pintle shape without bore is preferred for lower aerodynamic load

of a pintle in order to actuate the pintle.

초 록

외부형 핀틀추력기의 핀틀 행정거리, 고도, 보어유무가 핀틀추력기 성능에 미치는 향

에 해서 산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유동은 핀틀 행정거리에 계없이 항상 과소팽창

하는 결과를 보 다. 핀틀추력기의 주요 성능 지표  추력조 측면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 지만, 핀틀 지지  윗면에서 발생한 충격 로 인해 공력하 이 증가하 다. 지상에서 

고도 20 km로 상승하면 노즐 출구 속도, 마하수, 추력 등이 증가하 으며, 공력하  한 

증가하 다. 보어의 존재는 공력하 을 5.9% 증가시켜 핀틀의 구동력을 해서는 보어가 

없는 형상이 유리하다고 단된다.

Key Words : External Pintle Thruster(외부형 핀틀추력기), Pintle Stroke(핀틀 행정거리),

Thrust(추력), Aerodynamic Load(공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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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방  우주개발 분야의 기술 향상으로 

정 한 추력 조  기능을 가진 고추력 추진기

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비행 궤 과 

자세를 제어하기 하여 그 필요성이 있으며, 우

주개발 분야에서는 행성탐사를 한 탐사선  

착륙선의 정 한 자세제어  추력조 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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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rating concept of pintle
thruster[2]

추력 발생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DACS(Divert

and Attitude Control System)는 탄도탄 유도

미사일의 요격 비행체(Kill Vehicle, KV))에 탑재

되는 핵심 서 시스템으로 KV의 궤도천이  비

행 자체를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도탄 유도미사일

(Anti Ballistic Missile)의 경우 공기가 희박한 

기권, 는 외기권에서 작동하여 공력을 이용한 

궤도 수정이 어렵고, 요격을 한 종말 단계에서

는 큰 운동에 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

력 발생 장치가 요구된다. DACS는 일반 으로 

무게 심이 치한 평면상에 4개의 궤도천이용 

추력기(Divert Control System, DCS)가 장착되어 

있고, 후단에는 6개의 자세제어용 추력기

(Attitude Control System, ACS)가 장착되어 있

는 것이 일반 이다[1].

DCS는 고체 추진제의 연소가스가 유입되어 

노즐을 통해 흐르고, 추력기와 노즐 내부에 핀틀

이라는 구조물이 구동기에 의해 구동하면서 배기

되는 연소가스의 유량  연소기 내부압력을 조

하여 추력을 조 한다. 그리고 비행체를 운용

하면서 고도에 따라 성능이 변하게 되어 빠른 제

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핀틀의 행정거리에도 

추력 조  성능이 좋아야 하며, 제어에 한 반

응속도가 빨라야 한다. 이러한 핀틀추력기의 작

동 개념은 Fig. 1과 같다[2].

고체 추진시스템에서의 연소실내의 압력은 식  

(1)과 같으며, 추력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1)

   (2)

챔버 압력의 경우 노즐 목 면 비분에 1/(1-n)

의 자승에 비례하여 노즐 목 면 의 감소율에 비

하여 연소실 압력 증가가 더 크게 되므로 추력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Fig. 1과 같이 핀

틀이 노즐 목에서 멀어지면 챔버 압력이 감소하

여 연소속도  추력이 감소하게 되고, 노즐 목

에 가까워지면 반 의 상이 발생한다.

기존의 DACS 기술 연구에서는 핀틀이 노즐의 

수축부에서 노즐 목 면 을 조 하는 내부형 핀

틀추력기에 한 연구가 국방과학연구소[4], 충남

학교[5], 한국항공 학교[6] 등을 심으로 진

행이 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핀틀이 

노즐 팽창부에서 노즐 목 면 을 조 하는 외부

형 핀틀추력기에 한 연구를 국내에서는 충남

학교[7]에서 시작단계에 있으며, 타 기 에서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외국에서는 외부형 핀틀

추력기와 유사한 형태의 E-D Nozzle(Expansion

-Deflection Nozzle)[8]에 한 연구는 진행되었지

만, E-D 노즐은 노즐 목 면 을 조 할 수 없다

는 에서 차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형 핀틀추력기에 해 핀

틀의 행정거리에 따른 추력성능 변화와 고도  

보어(Bore) 유무에 따른 특성을 산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Ⅱ. 수치해석 모델 조건

2.1 외부형 핀틀추력기 모델선정

본 논문에서는 외부형 핀틀 형상이 추력 변화 

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Fig. 2의  

Aerojet사의 외부형 핀틀의 특허 모델[9]을 기

으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특허의 핀틀추력기 특징은 핀틀의 치를 조

함으로써 추력기의 노즐 목 면 이 변화되고,

모터의 질량유량이 변화되어 추력을 조 하는 것

이다. 하나의 핀틀추력기를 가진 로켓 모터는 노

Fig. 2. Schematic of Aerojet pintle mode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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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 목 면 이 어들면 추력이 증가한다. 하지만 

여러 개의 핀틀추력기를 가진 모터의 경우 노즐 

목 면 이 어든 추력기의 추력은 감소하지만,

목 면 이 늘어난 추력기의 추력은 증가하는 특

성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추력기만을 

가정하여 질량유량이 일정하게 공 될 때 챔버의 

압력과 추력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2 수치해석 조건

외부형 핀틀추력기의 수치해석을 한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산수치해석은 유한체 법을 기반으로 하는 

Ansys사의 Fluent 15.0 버 의 상용코드를 사용

하 다. 경계조건으로는 Mass flow inlet, Pressure

far field 조건으로 설정하 고, Pressure far field

의 크기는 노즐 출구 직경을 기 으로 가로 150

배, 세로 30배로 구성하 다. 챔버 입구에서 

2,700 K의 연소가스가 질량유량 5.5 kg/s로 유입

된다. 외부 압력은 해수면 고도에서 1 atm으로 

설정하 고, 고도 20 km에서 5,688 Pa로 설정하

다. 이때의 온도는 각각 300 K, 220 K이다. 수

치해석을 한 난류모델은 국내 선행연구[7,10]를 

바탕으로 RANS(Ra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방정식의 Spalart-Allmaras 모델을 사용

하 다.

Figure 3(a)는 핀틀추력기의 개략도로서 5.5

kg/s의 질량유량이 유입되는 inlet과 pintle

body, nozzle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해석을 해 

축 칭조건을 용하 다. 격자생성은 Gambit

2.4.6 버 을 이용하여 Fig. 3(b)와 같이 생성하

다. 격자는 부분 사각 정렬격자를 사용하 으

나, 핀틀의 곡면형상과 노즐 팽창부의 형상으로 

인해 인 한 부분에서는 삼각격자를 사용하 다.

격자의 수는 핀틀의 행정거리에 따라 약 90,000

~ 120,000개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행정거리에

서 Y+ 값은 1이하이다.

Pre-Processing CATIA V5/Gambit 2.4.6

Solver Fluent 15.0

Working Fluid Hot gas

Inlet condition Mass flow rate= 5.5 kg/s

Wall condition Y
+
<1

Turbulent model Spalart-Allmaras

Far-Field distance x/de=150, y/de=30

Number of grids Approx. 90,000~120,000

Table 1. CFD analysis conditions

(a) Schematic of external pintle thruster

(b) Computational mesh for external pintle thruster

Fig. 3. Modeling of external pintle thruster

2.3 핀틀 행정거리(Pintle stroke) 정의

핀틀의 치는 Fig. 3(a)에서 나타낸 것처럼 노

즐 목에서 핀틀 끝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노즐 

목에서부터 핀틀 끝단까지의 거리가 12.5 mm인 

지 에서 이론 으로 이상팽창이며, 이때의 팽창

비는 3.30이다. 이론 으로 이상팽창일 때를 행정

거리 2로 정의하 는데, 이는 선행연구[11]의 노

즐 목 내부형 핀틀추력기의 행정거리와 동일하게 

정의하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2와 같

이 5가지의 행정거리에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Pintle stroke [mm] 1 2 3 4 5

Pintle tip position
[mm]

13.5 12.5 11.5 10.5 9.5

Expansion ratio 2.98 3.30 3.73 4.28 5.02

Table 2. Definition of pintle stroke and

pintle tip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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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ntle stroke 1 (b) Pintle stroke 2 (c) Pintle stroke 3

(d) Pintle stroke 4 (e) Pintle stroke 5

Fig. 4. Density gradient contours(top) and stream lines(bottom) according to pintle stroke

Ⅲ. 수치해석 결과

3.1 행정거리에 따른 특성

외부형 핀틀추력기의 핀틀 행정거리에 따른 

도구배와 유선(stream line)을 Fig. 4로 나타내

었다.

외부형 핀틀추력기는 핀틀 끝단이 노즐 팽창

부에 치하고 있어서 노즐 목을 지난 유동이 흘

러 나가는 노즐 팽창부의 길이가 짧아 행정거리 

체 구간에서 과소 팽창함을 알 수 있다. 핀틀 

끝단이 후향 계단 유동과 같은 작용을 하여 재순

환 역이 생성되는데, 내부형 핀틀추력기[7]에 비

해 그 크기가 크고 노즐 출구 이후까지 발달하고 

있다. 크게 발달된 재순환 역은 주유동의 흐름

에 벽면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노즐 출구 면

을 감소시켜 팽창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하지만 모든 핀틀 행정거리에서 재순환 역

의 크기가 일정하여 행정거리 증가에 따라 팽창

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행정거

리가 증가함에 따라 추력이 증가하는 경향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Figure 4(a)에서 도구배를 보면 핀틀 지지  

윗면(A 지 )에서 충격 가 발생하 는데, 행정

거리가 증가할수록 충격 의 크기가 감소하 다.

이 충격 가 노즐 벽면까지 향을 미치면서 박

리 거품(separation bubble)이 발생하 고, 반사

충격 (reflected shock)이 발생하 다. 이것은 핀

틀에 작용하는 공력하 의 증가를 야기하 다.

외부형 핀틀의 형상은 노즐에서 유동의 흐름

을 방해하기 때문에 압력 상승으로 인해 공력하

이 증가하며, 핀틀 행정거리가 증가할수록 크

게 작용한다. 술한 바와 같이 Fig. 5를 보면 핀

틀 윗면에서 충격 가 발생하여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부형 핀틀이 노즐 

목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노즐 수축부의 길이를 

늘리는 효과와 더불어 격하게 유동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으로 단된다. 핀틀에서 생성된 충

격 로 인해 Fig. 6에서처럼 노즐 벽면 압력이 

상승하 고, 이후 핀틀을 지난 유동은 팽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핀틀 행정거리에 따라 노즐 목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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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distribution on nozzle wall

according to pintle stroke[11]

Fig. 6. Pressure distribution on external

pintle upper surface[11]

Fig. 7. Comparison of nozzle throat area

ratio with thrust ratio

비와 추력비를 비교한 것이다. 노즐 목 면 비

와 추력비 모두 핀틀 행정거리가 1 mm일 때를 

기 으로 나타내었다. 추력은 운동량 보존법칙을 

용한 식 (3)에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노즐출구

속도, 노즐출구압력 등을 입하여 계산하 다.

        (3)

노즐 목 면 비는 핀틀 행정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핀틀 행정거리가 증가하여 노즐 목 면 이 감소

함에 따라 추력은 증가하 다. 추력비는 핀틀 행

정거리 1, 2 mm 사이의 변화폭과 4, 5 mm 사이

의 변화폭에 차이가 발생하 다. 이는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핀틀 지지  윗면에서 발생한 충격

와 이 충격 가 노즐 벽면에 미치는 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3.2 고도에 따른 특성

고도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해 설계상 이

상팽창조건인 핀틀 행정거리 2 mm에서 고도 0

km와 20 km에서 해석결과를 비교하 고, 그 결

과는 Fig. 8과 같다.

Figure 4의 핀틀 행정거리의 결과에서처럼 핀

틀 뒷면에서 재순환 역으로 인해 노즐 출구 면

이 감소하 고, 고도에 계없이 과소팽창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 핀틀 돌출부의 형상으로 인

해 충격 가 발생하 지만, 고도에 따라 박리 거

품의 크기 등에 차이가 발생하 다.

고도에 따른 성능을 Table 3에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고도 20 km에서 노즐 출구속도, 마하수,

추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도 보정 노즐로 연구되고 있는 E-D 노즐의 특

성과 마찬가지로 고도에서 성능의 하가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핀틀에 작용

하는 공력하 의 증가는 핀틀을 구동함에 있어 

구동력과 구조 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Figure 9는 고도에 따른 노즐 목의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형상설계 시 기하학  팽창비는 

3.30의 동일한 조건이며, 이때의 노즐 목은 선

으로 표시한 치이다. 수치해석결과를 통해 마

하수가 1이 되어 유동질식이 발생하는 해석상 노

즐 목을 보면 설계상 노즐 목 보다 상류쪽의 핀

틀 지지 에서 발생하 으며, 고도에 따라 해석

상 노즐 목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는 노즐 

목을 지난 유동이 핀틀의 돌출부 형상을 지나면

서 충격 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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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titude 0 km

(b) Altitude 20 km

Fig. 8. Density gradient contours for

altitude (a) 0 km and (b) 20 km

Altitude [km] 0 20

Pe [MPa] 1.40 1.40

Ve [m/s] 1,668 1,770

Me 2.11 2.20

Aerodynamic load

[N]
2,910 3,013

Thrust [N] 10,798 11,487

Table 3. Thruster performance according to
altitude[12]

(a) Altitude 0 km

(b) Altitude 20 km

Fig. 9. Mach number contours according to

altitude

Figure 10은 고도에 따른 노즐 벽면에서의 압

력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Fig. 11은 고도에 따라 

핀틀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 11에서 노즐 목 상류의 압력은 고

도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10의 

노즐 벽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보면 노즐 목 이후 

팽창부에서 압력이 감소하지 않고, 핀틀 윗면에

서 발생한 충격 의 향으로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도 0 km에서 충격 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는 구간이 넓어 충격 가 미

치는 향이 낮은 고도일 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리거품을 지난 유동은 팽창부를 따라 

흐르며 고도에 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E-D 노즐과 마찬가지로 핀틀 뒷면

의 재순환 역이 외부압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

면서 실제 유동이 흐르게 되는 노즐 출구 면 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단된다.

Figure 11의 핀틀 윗면의 압력분포를 보면 핀

틀이 돌출되는 형상으로 인해 유동이 정체되고,

충격 가 발생하여 압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핀틀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고도

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핀틀에 

작용하는 공력하  감소  핀틀 돌출부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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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ssure distribution on nozzle wall

according to altitude

Fig. 11. Pressure distribution on pintle

upper surface according to altitude

동질식이 발생하도록 하는 형상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3 보어 유무에 따른 특성

보어(Bore)는 Fig. 12의 (a)와 같이 핀틀 심

축을 통하는 구멍을 말한다. 행정거리 2의 핀

틀 치에서 보어를 추가하 고, 수치해석 조건

은 동일하게 진행하 다.

Figure 12의 (a)와 (b)를 보면 보어 유무에 

계없이 핀틀 윗면을 흐르는 유동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보어의 존재가 주유동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보어가 주유

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핀틀의 돌출

부에 작용하는 압력은 유사하다. 하지만 핀틀 뒷

면의 재순환 역이 향을 미치는 면 은 보어가 

있을 때 감소하게 된다. 외부형 핀틀추력기는 주

유동의 향으로 공력하 의 힘의 방향이 노즐 

(a) With bore

(b) Without bore

Fig. 12. Density gradient contours for pintle

stroke 2 mm bore effects

출구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 핀틀 뒷면에서 생

성된 재순환 역이 노즐 목 방향으로 향을 미

쳐 핀틀 체의 공력하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어가 있는 경우 핀틀 뒷면에서 재순

환 역이 향을 미치는 면 의 감소로 인해 핀

틀 돌출부에 작용하는 힘을 상쇄시키는 힘이 감

소하게 된다. 그 결과 핀틀에 보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어가 없는 경우보다 공력하 이 

5.9% 증가하 다[13]. 핀틀에 작용하는 공력하

이 낮을수록 핀틀을 구동하기 한 구동력이 작

아져 유리한데, 외부형 핀틀추력기는 공력하  

측면에서 보어가 없는 경우가 유리하다.

추력의 에서 보면 보어는 앞에서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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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주유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보어는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질량유량에도 향

을 미치지 않는다. 추력 결과 값은 보어가 있을 

때 11,797 N이고, 보어가 없을 때 11,928 N이다.

보어가 있는 경우에 추력이 낮은 결과를 보 지

만, 그 차이는 약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보어

가 추력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된다.

Ⅳ. 결 론

Aerojet사 특허 모델의 외부형 핀틀추력기를 모델

링하여 핀틀 행정거리와 고도  보어 유무에 따른 

성능을 살펴보기 해 산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자유류를 고려하지 않은 조건

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는데, 핀틀의 행정거리에 

따른 추력  핀틀에 작용하는 공력하 에는 외부 

자유류가 미치는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핀틀이 노즐 팽창부에 치하는 외부형 핀틀추

력기는 노즐 팽창부의 길이가 짧아 유동이 과소 

팽창하는 특성을 보 으며, 핀틀의 돌출된 형상이 

유동의 흐름을 방해하여 공력하 이 증가하는 원

인이 되었다. 핀틀 끝단이 노즐 목 외부에 치하

여 노즐 수축부의 길이가 증가하 고, 이로 인해 

설계상 노즐 목 보다 상류쪽인 핀틀 지지 에서 

노즐 목이 형성되었고, 충격 가 발생하 다. 충격

의 발생은 압력의 증가를 야기하고 행정거리가 

증가할수록 공력하 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고도 보정용 노즐인 

E-D 노즐과 같이 추력성능의 하가 없었으며,

고도에서 충격 가 노즐 벽면에 작용하여 압력이 

상승하는 구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보어 

유무에 따른 결과에서는 보어가 있는 경우에 공력

하 이 5.9% 증가하여 핀틀의 구동력을 해서는 

보어가 없는 형상이 유리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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