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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altitude-compensation and the possibility of throttling is performed by 

designing an E-D nozzle that is a type of altitude-compensation nozzle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ltitude-compensation, a CFD analysis is conducted by using three kinds (sea level, altitude at 

10 km and 16 km) of the atmosphere condition while maintaining the chamber pressur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 nozzle exit area is also gradually increased when the altitude get increased. 

Understanding the possibility of throttling, a CFD analysis is conducted by moving the location of the 

pintle. Just as same as a general pintle thruster, the chamber pressure and thrust are increased when 

the nozzle throat area get decreased. 

       록

  본 논문에서는 E-D 노즐을 설계하여 고도 보정에 한 효과와 Throttling에 한 가능성 연구를 수

행하 다. 고도 보정에 한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연소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총 3가지(해수

면, 고도 10 km, 고도 16 km)의 외부 기환경 조건을 이용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고도가 상승할수록 유효 노즐 출구 면  역시  증가하 으며 이로 인하여 추력도 증가하 다. 

한 Throttling에 한 가능성을 악하기 하여 핀틀의 치를 연소실 쪽으로 후진시켜 노즐 목 면

을 작게 모델링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일반 인 핀틀 추력기와 동일하게 노즐 목 면 이 

어들수록 연소실 압력이 상승하며 추력 역시 증가하 다. 

Key Words: Expansion-Deflection Nozzle(E-D 노즐), Altitude-Compensation(고도 보정), Nozzle 

Efficiency(노즐 효율), Aerodynamic Load(공력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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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추력 효율(thrust efficiency)은 연

소실에서 생성된 기체가 노즐을 통해 빠져나올 

때, 노즐 출구에서의 압력과 노즐 밖의 압력이 

동일한 경우에 가장 좋다. 일반 인 노즐은 노즐 

출구 면 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즐 출구에서

의 압력이 일정하지만, 기의 압력은 고도에 따

라 변한다. 따라서 설계 고도 이외의 모든 고도

에서는 노즐 출구 압력과 기압의 차압이 발생

하게 되어 노즐의 효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노즐

의 효율 감소를 최소화해주는 고도 보정 노즐

(altitude-compensation nozzle)에 한 연구는 

50 년 부터 존재해 왔다[1].

  고도 보정 노즐의 한 종류인 E-D (Expansion- 

Deflection) 노즐은 노즐 출구에 존재하는 핀틀(p

intle) 혹은 유동 변류기(flow deflector)를 이용해 

어느 유한의 유효 노즐 출구 면 에 변화를 유

도하여 고도에 응하는 원리를 가진다. 노즐 출

구에 존재하는 핀틀 혹은 유동 변류기를 통해 

노즐 내부에 성 후류 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유동 역으로 인하여 낮은 고도 조건에서는 

물리 으로 나타나는 노즐 출구 면 보다 작은 

유효 노즐 출구 면 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고

도가 상승함에 따라 노즐의 압력비(nozzle press

ure ratio, NPR)가 증가하게 되면 노즐의 유효 

출구 면 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유동 역은 

고도에서 개방(open) 유동장이라고 하며, 고고

도에서는 폐쇄(closed)유동장이라 한다. E-D 노

즐의 유동 특성은 Fig.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E-D 노즐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1960년 부터 연구

를 시작하 다. 미국의 경우 1960년 에 E-D 노

즐에 한 개념을 세워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

하 으며, 1970년 에는 고도 보정에 한 효과

와 더불어 E-D 노즐의 throttling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2]. 호주의 new south wales 학교

에서는 다양한 E-D 노즐 형상을 설계하고 이들

의 성능을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

험  연구를 통해 일반 인 노즐과의 유동장  

추력 성능에 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하 다[1,3]. 이 외에 국의 Bristol 학교에서

Fig. 1 Flow behavior in the E-D nozzle[1] ((a) open 

mode and (b) closed mode). 

는 E-D 노즐에 하이 리드 로켓을 용하여 연

소시험을 수행하 으며[4], 독일의 DLR(german 

aerospace center)에서는 공압시험을 통해 유동 

박리와 충격  등의 유동장 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5]. 

  본 논문에서는 수치  연구를 통해 고도 조건 

변화를 통한 E-D 노즐의 고도 보정 효과를 분석

하 으며, 핀틀을 통해 노즐 목 면 을 변화시킴

으로써 E-D 노즐의 throttling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2. 수치해석 모델  조건

2.1 E-D 노즐 해석 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고도 조건 변화를 통한 E-D 노

즐의 고도 보정 효과와 throttling 효과를 살펴보

기 하여 Fig. 2의 모식도를 이용하여 E-D 노즐

을 설계하 다. Fig. 2는 원호(circular arcs)를 이

용하여 E-D 노즐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핀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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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D nozzle geometry schematic[1].

Fig. 3 Configuration of E-D nozzle.

     

15 mm 75° 75° 37.5 mm

   

75° 150 mm 7.5 mm 7.5 mm

Table 1. E-D Nozzle geometric parameters.

형상, 노즐 목, 노즐 팽창부 모두 원호를 이용하

여 설계하 다. Fig. 2에서  c와 t 사이의 거리

는 기존 연구[1]와 동일하게 15 mm로 결정하

다. 핀틀의  d와 e의 각도는 각 각 0°, 90°로 

결정하 으며, 노즐 팽창비는 17.6 이다.  설계된 

핀틀의 형상은 Fig. 3과 같으며 각 각의 설계 수

치는 Table 1과 같다. 

2.2 수치해석 조건

  E-D 노즐의 수치해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산수치해석은 Fluent 15.0 버 의 상용코드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총 2 가지의 연구를 

Pre-Processing
CATIA V5/

Gambit 2.4.6

Solver Fluent 15.0

Working Fluid Cold gas

Wall Condition  <2

Turbulent model Spalart-Allmaras

Far-Field distance x/L=100, y/L=40

Number of grids Approx. 210000

Domain Planar

Table 2. CFD analysis conditions. 

Fig. 4 Schematic of E-D nozzle grid system[8].

수행하 다. 고도 보정에 한 효과를 단하기 

한 해석  연구에서는 입구조건을 압력 입구 

조건(pressure inlet)으로 구성하 으며, throttling

에 한 연구는 입구조건을 질량유량 조건(mass 

flow inlet)으로 설정하 다. 압력 입구 조건의 

경우 연소실 압력을 5 atm (506,625 bara)로 설

정해주었으며, 질량유량 조건에서는 질량유량이 

50 g/s로 유입되도록 설정하 다. 작동 유체는 

이상기체의 공기, 온도는 300 K로 설정하 다.  

Far-field의 크기는 추력기 길이를 기 으로 가로 

100배, 세로 40배로 구성하 다. 수치해석을 

한 난류모델은 국내 선행연구[6,7]로 수행하 던 

핀틀 추력기의 해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palart-Allmaras 모델을 사용하 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E-D 노즐의 격

자 구성도로 Fig. 3과 같이 설계된 E-D 노즐을 

Gambit 2.4.6 버 을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

다. 격자는 모두 사각 정렬 격자를 사용하 으며 

격자수는 약 21 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 

2 이하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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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결과 그래  기  정의

  본 연구에서 추력기의 형상은 Inlet(x=0 mm)

을 기 으로 설계되었다. 본 E-D 노즐의 경우 

핀틀 머리가 노즐 팽창부에 존재하므로 내부 유

동보다는 노즐 팽창부의 외부유동을 분석하 다. 

따라서 Fig. 5와 같이 핀틀  노즐의 벽면압력, 

도 등의 값들은 핀틀  노즐의 벽면에서 

Throat gap의 X축 좌표를 기 으로 X 축 체

를 무차원화 해주었다. 이를 활용하여 노즐 벽면 

혹은 핀틀 벽면의 압력분포를 나타내었고, 각 각

의 노즐  핀틀 벽면 압력 분포는 Throat gap

부터 노즐  핀틀 끝단까지의 값을 그래 로 

표시하 다. 

2.4 산수치해석 검증

2.4.1 격자수에 따른 실험 결과

  산수치해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동량, 에

지 등의 지배방정식을 통해 반복계산을 수행

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격자의 수와 

질(Quality)이 요하다. 따라서 E-D 노즐의 성

능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에 수치해석의 수렴

시간을 단축하면서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유지

하기 해 불필요한 유동장의 격자수를 이기 

하여 격자수에 따른 해석 결과를 분석하 다. 

설계된 E-D 노즐을 이용하여 동일한 유동장과 

해석 조건을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 고,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수치 해석 결과 약 28 

만개의 격자수를 가진 경우와 약 21 만개의 격

자수를 가진 경우가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 다. 한 핀틀 벽면의 정압분포를 이

용하여 공력하 을 분석하 으며, 약 0.06%의 오

차범 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격자의 수를 약 21만 개로 구성하여 해석  연

구를 수행하 다. 

Fig. 5 Definition of coordinates ((a) Pintle wall, (b) 

Nozzle wall).

2.4.2 기존 실험 결과를 이용한 수치해석 검증

  수치해석을 통해 E-D 노즐의 성능을 분석하기 

,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해 공압 

실험 결과[1]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공압 

실험 모델은 아래의 Fig. 7과 같으며, 공기를 이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선행연구[1]에서 연

소실 압력은 노즐 압력비 5~25로 설정하 으며, 

Number of grids Aerodynamic load

278,946 62.96 N

211,846 63 N

Table 3. Aerodynamic load according to different grid 

models.

(a)

(b)

Fig. 6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a): Nozzle wall, (b): 

Pintl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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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4 가지 노즐 압력비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Fig. 8과 같이 실험과 동일한 형상

의 노즐을 설계하여 실험결과와 해석  연구를 

비교하 다. 난류 모델은 Spalart-Allmaras 모델

을 사용하 고  는 2 이하로 유지하 다. 그 

Fig. 7 Experimental setup with E-D nozzle[1].

Fig. 8 Configuration of E-D nozzle for CFD validation.

Fig. 9 Comparison of numerical and experimental[1] 

thrust coefficient.

결과는 Fig. 9와 같으며 추력 계수의 값이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가 약 5% 이하의 차이를 보

으며, 추력의 경우 모두 약 3 N 이하의 차이를 

보 다. 이를 통해 E-D 노즐의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 다. 

3. 수치해석 결과

3.1 고도에 따른 E-D 노즐의 특성

  E-D 노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효 노즐 

출구 면 에 변화를 유도하여 고도 변화에 응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도 변화에 

따른 노즐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연소실 압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노즐 압력비(NPR)를 5.

0(해수면 조건), 19.1(고도 10 km 조건), 48.9(고

도 16 km 조건)로 설정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Inlet 조건은 압력 입구 조건을 사용하 고 

실험실에서 보유 인 HAP (Hypersonic Air-bre

athing Propulsion)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각

의 고도 조건에 맞는 압력, 온도 값을 얻어 해석 

조건으로 설정해 주었다. 그 결과 노즐 압력비에 

따른 유동장은 다음 Fig. 10과 같다. 

  각각의 고도에 한 마하수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도가 상승할수록 유효 노즐 

출구 면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

Fig. 10 Mach number contour according to different 

altitud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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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intle wall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different altitudes.

효 노즐 출구 면 이 증가함에 따라 추력 역시 

증가하 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 

16 km 조건에서의 추력은 해수면 조건에서 보

다 약 83%가량 증가하 으며, 이로 인해 추력계

수 역시 크게 증가하 다. 이것으로 인해 노즐의 

성능이 동일한 연소실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핀틀에 작용하

는 공력하  역시 약 56%가량 증가함을 확인하

는데, 이는 핀틀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커

졌기 때문이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

도가 증가할수록 핀틀 벽면에서 나타나는 충격

가 핀틀 끝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핀틀 뒷면의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핀틀 벽면으로 흘러들어오는 유동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틀 뒷면의 압력 하 은 감소

하고 핀틀 벽면의 압력하 은 커지기 때문에 핀

틀의 공력하 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크게 나

타난다. 

  해수면 조건의 경우 Fig. 12에서 보는바와 같

이 핀틀 윗면에서 생성된 경사충격 가 노즐 벽

면에 부딪히면서 경계층 분리 거품(Separation 

Bubble)이 나타났다. 이 경계층 분리 거품에 의

해서 나타난 충격 로 인해 노즐 벽면에 복잡한 

유동 구조가 나타났다. 고도가 상승할수록 충격

의 각도가 어들어 경계층 분리 거품이 노즐 

끝단으로 이동하 으며 충격 의 강도가 약해짐

에 따라 크기가 작아졌다. 따라서 고도가 상승할

Fig. 12 Nozzle wall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different altitudes. 

Altitude

[km]

Thrust

[N]


Aero-

dynamic

load [N]

0 13.96 0.626 62.99

10 21.12 0.947 91.53

16 25.58 1.147 98.44

Table 4. Performance of E-D nozzle according to 

different altitudes.

수록 노즐 목을 빠져나온 유동이 충격 의 향

을 크게 받지 않고 단조롭게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노즐 목 면 에 따른 E-D 노즐 특성 

  고도 보정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연소

실 압력을 일정하게 고정한 후 수치해석을 수행

하 지만, Throttling에 한 연구는 Inlet 조건으

로 질량 유량 조건을 사용하 다. 질량유량은 본 

연구실에서 수행[9]한 내부형 핀틀 추력기의 공

 유량과 동일한 50 g/s로 설정하 으며, 노즐 

목 면  비를 기 설계 노즐 목 면 (44.025 

)에 비하여 100%, 71.2%, 42.8%로 설정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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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은 Throttling에 한 연구에서 이용한 

E-D 노즐의 격자 구성도로 격자수는 약 21 만개

로 삼각격자와 사각격자를 활용하여 노즐 목과 

노즐 팽창부에 격자를 조 하게 생성해주었다. 

외부 기 압력은 1 atm(해수면)으로 설정해주었

으며, 난류 모델은 Spalart-Allmaras 모델을 사용

하 다. 

  Fig. 14는 노즐 목 면  비에 따른 마하수 분

포이다. 핀틀이 연소실 방향으로 이동하여 노즐 

Fig. 13 E-D nozzle grid system for throttling analysis.

Fig. 14 Mach number contour according to pintle 

stroke.

목 면 비가 어든 경우, 노즐 목을 빠져나가는 

유동의 마하수가 증가하 다.

  Fig. 15는 핀틀 벽면의 압력 분포로, 3가지 해

석결과 모두에서 동일하게 노즐 목 부근에 충격

가 발생하 다. 이는 핀틀 뒷면의 재순환 역 

유동이 핀틀 벽면을 따라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기(wedge)역할을 하여 충격 가 생성된 것으

로 단된다. 노즐 목 면  비가 어들게 되는 

경우 노즐 목 부근에서 형성되는 충격 의 강도

가  약해지는 것을 핀틀 벽면 정압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 핀틀 벽면에서 형성되는 

충격 의 각도가 핀틀 노즐 목 면 이 감소할수

Fig. 15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pintle 

stroke (Pintle wall).

Fig. 16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pintle 

stroke (Nozzl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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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at

Area



[bara]

Thrust

[N]


Aero-

dynamic

load 

[N]

100% 4.92 10.08 0.465 61.73 

71.2% 6.90 12.12 0.561 99.57 

42.8% 11.46 14.43 0.668 184.59 

Table 5. Performance of E-D nozzle according to 

pintle stroke.

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핀틀 윗면에서 생성된 충격 로 인하여 Fig. 

16에서 보듯 노즐 벽면에 경계층 분리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즐 벽

면 압력 분포는 앞 선 고도 보정 연구에서 수행

하 던 해수면 조건의 노즐 정압 분포(Fig. 12)와 

동일한 경향성을 가진다. 노즐 목을 빠져나오는 

유동의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격 의 각도

가 작아지게 되어 경계층 분리 거품이 노즐 목 

면 이 작아질수록 노즐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에서 보면 일반 인 핀틀 추력기와 동

일하게 노즐 목 면 이 감소할수록 E-D 노즐의 

연소실 압력이 증가하 으며, 추력 역시 상승하

다. 노즐 목 면 비가 약 42.8%로 감소한 경우 

연소실 압력은 약 2.3배 증가하 으며, 추력은 

약 1.4배 증가하 다. 하지만 연소실 압력이 높

아짐에 따라 핀틀의 공력하  역시 약 3배 증가

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도 보정 노즐의 한 종류인 

E-D 노즐의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연

소실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외부 기 환경 

조건을 변경하여 고도 보정 효과를 확인하 고 

E-D 노즐의 Throttling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소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외부 기 

환경을 변경하여 총 3 가지(해수면, 고도 10 km, 

고도 16 km)의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고도가 상승할수록 유효 노즐 출구 면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추력이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

며 추력이 증가하여 추력계수 역시 고도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 다. 따라서 고도가 상승할수

록 노즐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기 압력과 핀틀 벽면 압

력에 의하여 공력하  역시 함께 증가하 다. 

  한 E-D 노즐의 노즐 목 면 을 변화시켜 

Throttling에 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일

반 인 핀틀 추력기와 동일하게 노즐 목 면 이 

어들수록 연소실 압력이 상승하며 추력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추력 계수 역시 노즐 

목 면 이 어들수록 증가함을 확인하 지만 

연소실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핀틀에 작용하는 

압력하 이 증가하여 핀틀의 공력하 이 큰 폭

으로 상승하 다. 

  E-D 노즐은 주 의 배압에 따라 추력계수를 

보정하여 효율을 증 시키고, 핀틀  · 후진에 

따른 노즐 목 면  변화로 Throttling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고고도 환경에서 E-D 노즐

을 사용한다면 고도 보정의 효과와 추력 조 이 

모두 가능하므로 추력기의 성능을 증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핀틀 이라는 구조물이 노즐 목 부

근에 존재하여 큰 공력하 을 야기하므로 추력 

 연소실 압력 조 과 더불어 공력하 을 감소

시키는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4M1A3A3A02034776).

References

 1. Schomberg, K., Doig, G. and Olsen, J., 



제20권 제3호 2016. 6. 고도 보정용 E-D 노즐의 추력 특성에 한 수치해석 연구 95

“Geometric Analysis of the Linear 

Expansion-Deflection Nozzle at Highly 

Overexpanded Flow Conditions,” 50th AIAA/ 

ASME/SAE/ASEE Joint Propulsion Conference, 

AIAA 2014-4001, Jul. 2014.

 2. Schorr, C.J., “Constant Chamber Pressure 

Throttling of an Expansion-Deflection 

Nozzle,” Journal of Spacecraft and Rockets, 

Vol. 7, No. 7, pp. 843-847, 1970.

 3. Schomberg, K., Olsen, J., Neely, A. and 

Doig, G, “Experimental Analysis of a 

Linear Expansion-Deflection Nozzle at 

Highly Overexpanded Conditions,” 19th 

Australasian Fluid Mechanics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Dec. 2014.

 4. World Wide Web location http://www. 

bristol.ac.uk/news/2010/7059.html/

 5. Wagner, B., Stark, R. and Schlechtriem, S., 

“Experimental study of a planar expansion- 

deflection nozzle flow field,” 4th EUROPEAN 

CONFERENCE FOR AEROSPACE SCIENCE, 

Saint Petersbrug, Russia, Jul. 2011.

 6. Lee, J., “A Study on the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Pintle-Perturbed  

Conical Nozzle Flows,” Ph.D. Dissertation,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Yonsei 

Univ., Seoul, ROK, 2012.

 7. Kim, J., “Study on the effects of pintle 

shapes and position in nozzle flowfield, 

and thrust in a solid rocket motor with 

pintle nozzle,” Ph.D. Dissertation, Dep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Chungnam 

Univ., Daejeon, ROK, 2011.

 8. Choi, J., Hwang, H. and Huh, H., 

“Technology Review of and E-D Nozzle 

for Altitude Compensation Purpose,” 2015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Spring Conference, Pusan, Korea, pp. 80~83, 

May. 2015.

 9. Hwang, H. and Huh, H., “Experimental 

Study on Unsteady-state Characteristics of 

a Pintle Thruster with Variable Pintle 

Spee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 44, No. 

3, pp. 247-255,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