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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p : 압력, bar 

R : 반경, mm 

t : 시간, µs 

U  : 속도, m/s 

 

그리스문자 

ρ : 밀도, kg/m3                          

σ : 표면장력, N/m  

τ : 전단응력, Ν/m2        

 

하첨자 

B : 기포    

f : 액체 

v : 기체 

 

1. 서 론 

커먼레일 시스템의 개발로 디젤엔진은 고압분사

에 의한 연료 미립화 개선으로 엔진효율 향상 및 

매연 감소 등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커먼

레일 시스템이란 고압펌프에 의해 가압된 1,500bar 

Key Words: Cavitation(공동현상), Design of Experiment(실험계획법), K-factor(K 인자), Nozzle(노즐), Simulation(시

뮬레이션)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다공홀 인젝터 내부 유동에 대한 CFD 시뮬레이션 해석(ANSYS 13.0 CFX)을 직접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젝터 노즐 설계변수가 캐비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실험계획법이 적용되었다. 각 설계변수의 설계민감도 및 신호 대 잡음비 분석을 위해 캐비테이션 유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설계변수는 노즐 홀 직경, 노즐 홀 길이, 노즐 홀 각도 및 노즐 홀의 K-

factor 로 지정하였다. 또한 16 개 실험점으로 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즐 내부유동

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과 신호 대 잡음비 분석이 본 논문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 K-

factor 의 변화가 노즐 홀 길이와 노즐 홀 각도의 변화보다 인젝터 내부 캐비테이션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performs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of the inner flow of a multihole injector 

nozzle by using ANSYS CFX 13.0.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a design of experiment (DOE) was performed and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jector nozzle design parameters on cavitation. To analyze the design sensitivity 

and signal-to-noise ratio (S/N ratio), the hole diameter, hole length, hole angle, and K-factor of the nozzle hole were 

selected as design parameters, and the effect of these parameters was investigated at 16 experimental points.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K-factor on the cavitation and inner flow of the injector nozzle is the 

greatest. Thus, the selection of a suitable K-factor is important in nozzle design considering cavitation flow.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2013 년도 춘계학술대회 

(2013. 3. 27.-29., 제주대)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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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료압을 하나의 레일로써 제어하고, 각 

실린더에 장착된 연료 인젝터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세부적인 통제로써 분사율 등을 개

별 제어하는 방식의 디젤엔진 장치이다. 이러한 

디젤엔진의 연소실 내 연료 분무거동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중요한데 분무거동에 대한 수치적 접근은 

일반적인 라그랑주 방법(Lagrangian method)으로 완

벽히 해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고압디젤분사에 

대한 수치해석 분석은 주요 관심사이다. Powell 등(1)

은 단공홀 인젝터 내부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통하여 니들(Needle)의 움직임이 

스프레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였고, 

Wang 등(2)은 인젝터 노즐 내부 유동 해석과 함께 

라그랑주 접근으로서 액적 분열모델 (ELSA model)

을 통해 노즐 외부의 액체 미립화를 재현하여 관

통과 무화 특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러한 필요

성에 따라 현재, 실험에 기초한 다양한 서브모델

(Sub-model)들이 개발되어있으며 다양한 실험적 

검증을 통한 연구로써 그 실효성 및 응용 가능성

이 확인되고 있다. Park 등(3)은 Reitz-Diwakar 모델 

및 KH-RT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

으며 관통성에 대해 KH-RT 모델이 더 실험에 근

접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커먼레일 인젝터에서 디

젤연료의 고압분사는 분열 양상에 따라 초기분열

(Primary breakup)과 이차분열(Secondary breakup)으

로 나눌 수 있다.(4) 초기분열은 노즐부에 가까운 

지점에 발생하는 교란 및 분열로 내부유동과 캐비

테이션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이차분열은 분무 

하류부의 떨어져 나온 액적들의 분열을 의미하며 

액체부의 표면장력과 항력, 공기역학적 작용의 영

향을 주로 받는다. 노즐을 통한 연료분사에 있어

서 인젝터의 내부 형상은 초기분열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연료분무의 요구조건인 무화 및 관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엔진성

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내부유동의 매커니즘은 

단공홀 인젝터보다 다공홀 인젝터에서 더 복잡하

다. 다공홀 인젝터에서는 노즐 및 니들의 형상에 

따라 노츨 출구부의 유동이 달라지며 이로 인 해 

분무의 초기 액적 분열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주요 노즐 설계 변수로써 홀 개수, 홀 직경, 

홀 길이, SAC 형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노즐 내 연료유동 교란(Churning) 에 영향을 미쳐 

연료 분무거동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관

한 연구로서 Baumgarten 등(5)은 디젤 분무의 캐비

테이션 현상에 관한 초기분열모델을 개발하였고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분무선단 도달거리와 분무

각 등의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Kim 등(6)

은 노즐 내부 형상의 10 배 확대 모형을 사용한 

유동 가시화 실험에서 니들 리프트 및 내부 형상

을 달리하여 노즐 내부의 캐비테이션과 유량 변동

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Mitroglou 등(7)은 투

명 노즐과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 실험을 실

시하여 캐비테이션 및 분무 구조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구찌 방법(8)의 직교배

열 및 신호 대 잡음 비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다구

찌 방법은 6sigma 방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이를 연

료 인젝터에 적용한 연구로는 Kim 등(9)의 실험용 

엔진을 이용한 인젝터 노즐의 설계변수가 노즐 코

킹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적법 기반 상용 CFD 프로 

그램 ANSYS 13.0 CFX 을 사용하여 캐비테이션을 

고려한 노즐 내부 유동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

한 설계변수들이 분무거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하여 4 개 인자, 4 개 수준의 L16 

직교배열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용한 다구찌 방

법의 신호 대 잡음 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은 연료 인젝터의 설계변수가 캐비테이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1

단계 초기조건(Initial case) 모델을 통한 수치해석 

방법의 사전검증, 2 단계 실험 계획법을 이용한 설

계민감도 및 신호 대 잡음 비 분석으로 이루어졌

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차후 연료분무에 대한 

CFD 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사용될 것이며 초

기 액적의 지름, 속도 및 분무각을 결정하기 위해

서 인젝터 형상에 따른 노즐 내부 유동에 대한 수

치해석적 접근은 분무특성의 미시적 접근을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Fig. 1 Flow chart for design sensitivity estimation 



  

 

Fig. 2 Classification
multi

 

본 연구의

상용 커먼레일

제작되었다.  Fig. 2

에 사용된 

다. 인젝터 

부 유동장의

상태의 정상상태

용 CFD프로그램

행하였다. 모든

포함한 RANS

부터 계산되었으며

재현하기 위해

는 Rayleigh

을 발생시키는

의 포화증기압으로

해석에 사용된

의 측정 치수로부터

을 위해 노즐

  

lassification of d
multihole injector 

2. 수치해석

연구의 CFD 해석에

커먼레일 7 홀 인젝터의

.  Fig. 2는 

 상용 커먼레일

 내부유동의

유동장의 완전 니들

정상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ANSYS 13.0 CFX

모든 수치해석은

RANS(Reynolds 

계산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위해 캐비테이션

Rayleigh-Plesset 모델

발생시키는 상변화에

포화증기압으로 설정하

사용된 유한체적모델로

치수로부터 제작되었으며

노즐 홀을 기준으로

캐비테이션에

of design parameters of the 
hole injector  

수치해석 

해석에 사용된 유한체적

인젝터의 단면

 유한체적 모델의

커먼레일 인젝터의

내부유동의 해석은 다공홀

니들 개방 (0.25mm needle lift) 

이루어졌다. 

ANSYS 13.0 CFX

수치해석은 난류모델

(Reynolds Averaged Navier

추가적으로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 기포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상변화에 대한 임계조건은

설정하였다. Fig. 3

유한체적모델로 상용

제작되었으며 

기준으로 1/7 모델이

캐비테이션에 관한 인젝터

esign parameters of the 

유한체적 모델은

단면 측정을 통하여

모델의 치수 측정

인젝터의 단면 사진이

다공홀 인젝터

(0.25mm needle lift) 

. 수치해석은

ANSYS 13.0 CFX를 사용하여

난류모델 k−ε model

Navier-Stokes)(10)

캐비테이션 유동을

 유동을 예측하

사용되었다. 캐비테이션

임계조건은 25℃

. Fig. 3 은 본 CFD

상용 7 홀 인젝터

 해석시간 단축

모델이 사용되었

인젝터 노즐 

 

esign parameters of the 

모델은 

통하여 

측정

사진이 

인젝터 내

(0.25mm needle lift) 

수치해석은 상

사용하여 진

model 을 
10)로

유동을 

예측하

캐비테이션

℃ 물

CFD

인젝터

단축

사용되었 

Table 

 

 

Fig. 

 

다. 

유동이

였다

56,000

Table 1

 

2.1 

수치해석은

램 

연속체

다. 
 

-The Continuity Equation

 

-Reynolds Averaged Navier

In

condition

Saturation pressure [Pa]

 홀의 설계민감도

Table 1 Input data

Fig. 3 Computational mesh for the cavitating
analysis (Initial case)

. 유동 모델의

유동이 다른 한

였다. 사용된 요소

56,000 개 이다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 지배방정식

수치해석은 유한체적법

 ANSYS 13.0 CFX

연속체 해석에 

.  

The Continuity Equation

Reynolds Averaged Navier

Injection nozzle

Temperature [K]

Working fluid

Inlet 

condition  

M

Mass flow 

rate [g/s]

Outlet condition

Saturation pressure [Pa]

설계민감도 평가 

Input data and conditions

Computational mesh for the cavitating
analysis (Initial case) 

 

모델의 절단면에

한 면에 영향을

요소 수는 약

이다. 작동 유체

나타내었다. 

지배방정식 

유한체적법 

ANSYS 13.0 CFX 가 사용되었으며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은

The Continuity Equation 

��
�� � � · �

Reynolds Averaged Navier-

Injection nozzle 

Type : 

Diameter of hole : 0.1

Needle lift

emperature [K] 

Working fluid 

Material 

ass flow 

rate [g/s] 

Outlet condition 

Saturation pressure [Pa] 

 

conditions for numerical analysis

Computational mesh for the cavitating
 

절단면에 대해서 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약 175,000, 질점

유체 및 자세한 

 기반 상용 CFD 

사용되었으며

지배방정식은

 

���	 
 0        
-Stokes(RANS) equations

Type : 7 holes B

Diameter of hole : 0.1

eedle lift : 0.25

298

Water  

Water-vapor 

Water at 25

3.97

Atmospheric pressure

2,658

1363 

for numerical analysis 

 

Computational mesh for the cavitating flow 

한 면에 대한

있도록 설정하

질점 수는 약

 경계조건은

CFD 프로그

사용되었으며 인젝터 내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

                   �1	
Stokes(RANS) equations 

Bosch nozzle 

Diameter of hole : 0.12 [mm] 

0.25 [mm] 

298 

Water   

vapor  

Water at 25℃ 

3.97 

tmospheric pressure 

658 

1363 

 

 

flow 

대한 

설정하

약 

경계조건은 

프로그

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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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	 
 

여기서 ρ는 밀도, τ는 분자 응력 텐서(전단응력), t

는 시간, U 는 속도, u 는 시간에 따르는 속도 요소 

그리고 S 는 상수이다. 식의  �� � ��������는 레이놀즈 

흐름률을 의미한다. 

 

2.2 Rayleigh-Plesset equation 

다음의 식은 캐비테이팅 유동을 예측하기 위해 

기체 발생과 압축 반응 속도식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하는 Rayleigh-Plesset 식이다.  
 

�� �
���
��� � 32 �

���
�� �

�
� 2�
���� 


�� � �
��       �3	 

 

여기서 RB 는 기포의 반경, pv 는 기포 내부의 압

력, p 는 기포 주변 액체의 압력, ρf는 액체상의 밀

도 그리고 σ는 액체와 기체 간 표면장력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식에 근거한 Rayleigh-

Plesset 모델을 사용하여 압력 강하에 따른 캐비테

이션 발생을 재현하였다. 

3. 설계변수에 따른 샘플 추출 

커먼레일 디젤 인젝터의 설계변수에 따른 설계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즐 출구 유동에 영향

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4 개 설계변수(홀 지름, 홀 

길이, 홀 각도 및 K-factor)를 채택했으며 실험계획

법(DOE; Design of experiments)에 따라 L16 직교배

열표를 작성하여 4개 변수, 4개수준의 16개 실험

점을 얻어내었다. Table 2 은 본 실험에 사용된 설

계변수 및 수준이며 노즐 내부 유동현상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홀 직경, 홀 길이, 홀 

각도 및 K-factor 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수준에 관

해서는 초기조건 해석을 위한 측정에 사용된 상용 

커먼레일 인젝터 노즐의 치수를 기준으로 크게 벗

어나지 않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지정하여 각각 등

간격으로 4 등분 하여 수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4 인자 4 수준의 직교배열을 이용한 최소시행 

실험을 계획하였으며 Table 3 은 실험계획을 위한 

L16 직교배열표이다. 상용 커먼레일 인젝터의 측

정을 통해 제작된 초기모델의 수치해석에 근거하

여 모든 16 개 모델의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설정

하였다. 각 인자가 노즐 출구부 유동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기 위해 각 모델을 사용하여 CFD 해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즐 출구부의 유

동조건이 측정되었다. Fig. 4 는 각 실험점에 해당 

Table 2 Design parameters and levels 

 

 

Table 3 Orthogonal arrays for DOE (L16) 

Case. 
Design variable 

x1 e x2 x3 x4 

1 1 1 1 1 1 

2 1 2 2 2 2 

3 1 3 3 3 3 

4 1 4 4 4 4 

5 2 1 2 3 4 

6 2 2 1 4 3 

7 2 3 4 1 2 

8 2 4 3 2 1 

9 3 1 3 4 2 

10 3 2 4 3 1 

11 3 3 1 2 4 

12 3 4 2 1 3 

13 4 1 4 2 3 

14 4 2 3 1 4 

15 4 3 2 4 1 

16 4 4 1 3 2 

 
하는 16 개 실험모델이다.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한 

노즐 출구부의 토출 유속을 최대화, 기상의 토출 

연료에 의한 교란의 역수를 의미하는 토출 액상의 

체적 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들을 각각 목적

함수의 망대특성 및 망소특성으로 설정하여 신호 

대 잡음 비를 측정하였고 각 요소의 설계민감도의 

순위를 정렬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상용 커먼레일 

인젝터를 바탕으로 한 수치해석 모델을 제작하여 

인젝터 내부의 캐비테이팅 유동 해석을 실시하였

으며 노즐 홀 내부 액상 및 기상의 부피분율 분포 

Design 

variable 
Unit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x1 mm 0.08 0.12 0.16 0.2 

x2 mm 0.6 0.9 1.2 1.5 

x3 Deg. 5.5 10.5 15.5 20.5 

x4 - 1.5 0.5 -0.5 -1.5 



  

 

 
및 인젝터 

션 결과의 

험과 비교되었다

계변수가 노즐

기 위해 첫

여 실험계획법에

결과 데이터에

하였다. 

 

4.1 초기조건

본 논문의

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결과로서 니들

내부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은

및 소멸을 반복하는데

된 아크릴 노즐을

즐 내부 유동을

젝터 노즐 

리피스 중간지점의

인젝터 출구부의

인할 수 있다

나타낸다. 인젝터

변부터 급격하게

  

 내부 압력분포가

 거시적 유동

비교되었다. 두 번째

노즐 출구 유동에

첫 번째 단계의

실험계획법에 의한 

데이터에 대한 신호

초기조건에 관한 

논문의 수치해석은

검증되었다. Fig. 5

니들 리프트 

캐비테이션 유동에

캐비테이션은 인젝터 내부압력

반복하는데 

노즐을 사용한

유동을 고찰한

 홀 입구의 안쪽

중간지점의 바깥쪽

출구부의 유동 

있다. Fig. 6은

인젝터 내부의

급격하게 강하하여

캐비테이션에

Fig. 4 Flow field modeling for numerical analysis

압력분포가 측정되었다

유동 특성은 기존의

번째 단계로 

유동에 미치는

단계의 수치해석

 16 개 실험을

신호 대 잡음 

 해석결과 

수치해석은 해당 인젝터를

. Fig. 5 는 수치해석에

 0.25mm 시의

유동에 대한 정상상태

내부압력 강하에

 본 수치해석에서는

사용한 가시화 실험장치로써

고찰한 연구(5~7)와

안쪽 날카로운

바깥쪽 벽 부근에서

 및 교란에 

은 인젝터 내부의

내부의 압력은 노즐

강하하여 인젝터 

캐비테이션에 관한 인젝터

Flow field modeling for numerical analysis

측정되었다. 시뮬레이

기존의 가시화

 인젝터의 각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수치해석 방법을 사용하

실험을 실시하였고

 비 분석을 진행

인젝터를 사용한

수치해석에 대한

시의 인젝터 노즐

정상상태 결과이다

강하에 따라 생성

수치해석에서는 기 보고

실험장치로써

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모서리와

부근에서 발생하여

 영향을 줌을

내부의 압력분포를

노즐 홀 입구

 내부 유체는

인젝터 노즐 

Flow field modeling for numerical analysis

시뮬레이

가시화 실

각 설 

파악하 

사용하

실시하였고 

진행 

사용한 실

대한 

노즐 

결과이다. 

생성 

보고

실험장치로써 노

마찬가지로 인

모서리와 오

발생하여 

줌을 확

압력분포를 

입구 주 

유체는 대  

Fig. 

 홀의 설계민감도

Flow field modeling for numerical analysis in each case

Fig. 5 Inner cavitating flow 
(Initial case) 

설계민감도 평가 

in each case 

avitating flow 
(Initi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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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조건의 노즐 출구부까지 가속하게 된다. 이

때 노즐 홀 앞부분의 압력분포는 매우 균일하며 

인젝터 유동장 모델 입구면부터 노즐 SAC 부 전

반에 걸쳐 약 1,087bar 를 나타낸다. Fig. 7는 인젝

터 홀 내부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 생성되는 기

상의 부피분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캐비테이

션은 홀의 입구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홀의 약 

0.5mm 지점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약 0.5mm 지점

에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캐비테이션에 의해 인

젝터 노즐의 출구 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함

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인젝터 노즐의 

출구부에서 측정되는 기상의 부피분율은 약 11%

이다. 이러한 캐비테이션을 고려한 관내 유동 해

석의 결과로 토출 유체의 관 수축을 예측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수축의 예측은 이차분열 모델을 사용 

한 인젝터 외부의 분무해석 시 입력되는 초기 입 

 

 
Fig. 6 Change in the pressure distribution inside the 

injector nozzle tip (Initial case) 
 

 

Fig. 7 Change in the volume fraction of vapor phase in 
injector orifice (Initial case) 

자 지름에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캐비테이션의 타 연구(6,7,11)

에서 시행된 아크릴 노즐과 분사 유체로써 물이 

사용된 가시화 실험과의 거시적 형상 비교를 통하

여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판단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인젝터 설계변수의 영향에 관한 다음의 수치

해석적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4.2 설계변수가 노즐 출구유동에 미치는 영향 

앞서 시행한 상용 커먼레일 인젝터의 노즐 내부

유동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인젝터의 각 설계변

수가 노즐 출구 캐비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에 의한 4 인자, 4 수준의 16

종류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모든 

경우의 해석조건은 유동장 모델을 제외하고 상기 

수행된 초기 인젝터 유동해석과 동일하게 설정하

였으며 인젝터 노즐 출구부의 액상과 기상 간 비

와 토출 유속의 비가 결과로서 측정 되었다.  

  Table 4는 각 경우에 대한 측정 결과이며 Fig. 8

은 각 변수에 대한 신호 대 잡음 비 분석 결과 그

래프로 각 데이터는 해당 정특성 계량치의 개선을 

위한 정도를 나타낸다. Fig. 8 의 (a)는 캐비테이션

이 노즐 출구부에 도달하는 비율에 대한 척도로, 

 
Table 4 Responses (Water volume fraction and velocity) 

of each case model 

Water volume fraction[%] 

Case Value Case Value 

1 99.95 9 85.31 

2 99.83 10 99.90 

3 85.78 11 81.51 

4 56.32 12 80.97 

5 75.18 13 77.63 

6 82.59 14 70.10 

7 98.42 15 80.41 

8 99.95 16 85.98 

Velocity[m/s] 

Case Value Case Value 

1 792.77 9 206.48 

2 773.88 10 185.73 

3 878.45 11 224.20 

4 1111.34 12 239.33 

5 422.30 13 158.44 

6 370.64 14 171.27 

7 356.83 15 133.52 

8 325.09 16 131.48 



캐비테이션에 관한 인젝터 노즐 홀의 설계민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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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출구부의 기상에 대한 액상의 비를 망소특성

으로 지정한 신호 대 잡음 비 그래프이며, Fig. 8

의 (b)는 인젝터의 분무 유동에서 중요한 영향을 
 

 
(a) Effects to cavitation 

 
(b) Effects to fluid velocity 

Fig. 8 Change in the signal to noise ratio with respect to 
design parameters 

 

미치는 입력조건인 토출유속에 대한 망대특성의 

신호 대 잡음 비 그래프이다. 노즐 출구의 캐비테

이션 영향은 4인자 모두 4번째 단계의 수준이 가

장 크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출구부 토출 속도에 

관해서는 홀 직경은 수준 1 의 신호 대 잡음 비가 

가장 높으며, 나머지 3 인자는 수준 4 의 신호 대 

잡음 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설계변수의 변위 조건 하에서 캐비테이

션은 홀 직경, 홀 길이, 홀 각도 및 K-factor 값은 

가장 큰 값을 선택했을 때 노즐 출구부에 도달하

는 캐비테이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홀 직경

과 홀 각도의 수준 2 에서 영향이 가장 작았다. 그

리고 토출 유속에 관해서는 홀 직경이 작을수록, 

홀 길이는 길수록 그리고 K-factor 는 클수록 토출 

유속이 증가함을 보이고, 홀 각도에 대해서는 클

수록 유속이 증가하나 수준 2의 경우에 유속이 가

장 작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와 Table 6 은 각 인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낸 비로써 토출 유속에 대한 

영향은 홀 직경에 대한 영향이 81.7%로 가장 지

배적인 설계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부 토

출 속도에 관해 홀 직경의 영향이 지배적인 이유

는 동일한 유량조건 하에서 유체의 속도는 홀 면

적에 반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며 본 논문의 캐

비테이션의 영향에 의한 유속 변동이 토출 단면적

에 따른 유속 변동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또한 출구부의 액체상 단면적으로 측정한 

캐비테이션이 유체 토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인자는 K-factor, 홀 각도, 홀 직경, 홀 길이 순

으로 영향을 주며 가장 큰 민감도를 보이는 K- 

Table 5 Design sensitivity analysis for design variables affecting discharged cavitation 

D.V. 
Effect 

Deviation P.C[%] Rank 
Level1 Level2 Level3 Level4 

X1 1.58 1.07 1.25 2.12 1.05 18.20 3 

X2 1.19 1.56 1.45 1.53 0.64 11.20 4 

X3 1.27 1.00 1.28 2.48 1.48 25.60 2 

X4 0.48 0.71 1.76 3.08 2.60 45.00 1 

Total     5.78 100  

 

              Table 6 Design sensitivity analysis for design variables affecting discharge velocity 

D.V. 
Effect 

Deviation P.C[%] Rank 
Level1 Level2 Level3 Level4 

X1 58.89 51.30 46.57 43.39 15.50 81.70 1 

X2 49.69 50.09 50.02 50.34 0.65 3.40 3 

X3 50.32 49.76 49.79 50.28 0.57 3.00 4 

X4 49.03 49.37 50.46 51.28 2.25 11.90 2 

Total     18.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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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의 영향이 4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작동유체의 유동 방향 변화가 급격하

거나 오리피스 입구의 형상이 날카로울수록 캐비

테이션이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토출유속이 높고 동

시에 캐비테이션 토출이 활발하게 일어나 연료 미립

화 측면의 이상적인 인젝터 설계가 가능하며 각 인자

의 설계민감도와 신호 대 잡음 비를 고려하여 각 인

자의 수준을 선택하였다. 토출유속은 홀 직경 외 요

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유량조건

에서 적절한 유속을 얻기 위한 홀 직경의 선택이 중

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 분사 시 착

화를 촉진한다고 보고되는 충격패턴(Shock pattern)이 

발생하도록 음속이 넘게 하며 인젝터 내부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홀 직경을 수준 2(0.12mm)로 

선 지정하여 나머지 인자를 캐비테이션 토출 최대화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인자들 홀길

이, 홀 각도, K-factor에 대해 가장 높은 신호 대 잡음 

비를 갖는 수준으로 x2의 수준 4, x3의 수준 4, x4의 

수준 4 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

상적인 인젝터 노즐 형상으로 4 가지 인자 x1, x2, x3 

및 x4에 대해 순서대로 수준 2, 수준 4, 수준 4 및 수

준 4 를 부여한 홀 직경 0.12mm, 홀 길이 1.5mm, 홀 

각도 20.5°, K-factor -1.5의 치수를 가지는 인젝터 노즐

을 제안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커먼레일 디젤 인젝터 형상의 설

계변수가 노즐 내부 캐비테이팅 유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였

고, 설정 16 개 조건에 대하여 유동 시뮬레이션 해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조건의 인젝터 내부의 유동해석 실시 

결과 캐비테이션은 인젝터 SAC 부 에서 노즐 홀

로 유입하는 안쪽 모서리 지점에서 발생하여 출구

에 가까워 질수록 감소하며 추가적으로 노즐 홀 

내부 중간지점의 바깥쪽 벽에서 다소 미세하게 발

생하여 노즐 출구 부에 약 11% 부피분율을 차지

하며 토출된다. 

(2) 각 설계변수가 노즐 출구부의 캐비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K-factor 가 45%로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홀 길이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토출 속도에 대해서는 홀 직경이 82%로 가

장 큰 설계민감도를 가지며 이는 동일 유량 조건

에서 유동 단면적의 감소가 유속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이에 비해 캐비테이션이 토출 유속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4) 디젤 연료 인젝터의 설계인자 중 K-factor 는 

캐비테이션 토출에 45%로 1 위, 액상의 유체 토출 

속도에는 노즐 단면적 감소의 영향 다음으로 높은 

12%로 2 위에 달하는 설계민감도를 가지기 때문

에 캐비테이팅 유동을 고려한 인젝터 설계 시 K-

factor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5) 토출 유속에 대해 홀 직경의 설계민감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홀 직경은 토출유속이 

음속을 넘는 정도를 유지하게 하는 0.12mm 로 고

정하고 캐비테이션 토출을 최대화하는 인젝터 노

즐의 설계변수로 홀 길이 1.5mm, 홀 각도 20.5°, 

K-factor -1.5의 치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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