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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축방향 속도 : (m/s)

 방사방향 속도 : (m/s)

 소용돌이 속도 : (m/s)

 밀도 : ()

압력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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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동력펌프의 일종인 이젝터는 압력을 갖는 유체를 노즐에서 분사하여 주위의 유체를 흡입 후 혼: 

합유체를 외부 동력 없이 송출하는 장치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용되. 

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연료주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 이젝터는 가스상을 사용하기 , . 

때문에 가스상 이젝터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액체상 이젝터는 그 용도에 비해 아직 연구가 활, . 

발하지 못하다 가스상 이젝터와 달리 액체상 이젝터는 노즐목에서 부분적인 압력강하에의한 공동현상. , 

이 발생되고 이러한 공동현상은 부품파손을 유발하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 . 

액체 액체상 이젝터의 최대 유량비와 공동현상 발생영역 비교를 위해 가지 인자를 변경하여 차원 축- 5 2

대칭 전산해석을 진행하였다 액체 이젝터의 공동현상에서는 특히 노즐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 

유량비 성능 특성은 혼합챔버각도 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공동 현상을 최소화 35° . 

시키면서 성능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조합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n ejector is a type of non-powered pump that is used to supply a secondary flow via the ejection 

of a primary flow. It is utilized in many industrial fields, and is used for fueling the vehicle because of less 

failures and simple structure. Since most of ejectors in industry are gas-to-gas and liquid to gas ejector, many 

research activities have been reported in optimization of gas ejector. On the other hand, the liquid ejector is 

also applied in many industry but few research has been reported. The liquid ejector occurs cavitation, and it 

causes damage of parts. Cavitation has bees observed at the nozzle throat at the specified pressure. In this 

study, a two-dimensional axisymmetric simulation of a liquid-liquid ejector was carried out using five different 

parameters. The angle of the nozz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avitation of a liquid ejector, an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flow ratio showed that an angle of 35° was the most advantageous.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liquid ejector and the cavitation effect have t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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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위의 유체를 고속유체 주위로 유입시켜 혼 

합 후 운송하는 장치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운동. , 

부분이 없어 고장이 적기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

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압력을 가진 유체 차. (1

측 액체 를 노즐에서 고속 분사시키면 유체의 압)

력에너지는 속도에너지로 바뀌고 이 빠른 속도에 

의하여 흡입실내에 진공이 형성되어 저압의 유체

차측 액체 를 이젝터 내부로 유입시킨다 노즐(2 ) . 

로 분사된 차측 액체와 흡입된 저압유체는 혼합 1

챔버와 이젝터 목에서 혼합되고 디퓨져를 거치, 

면서 속도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환원되어 분출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은 이젝터의 구조와 . Fig. 1

각 부의 명칭을 나타낸다.(1)

이젝터의 입구부에서는 관경을 가늘게 하여 2

차측 액체가 차측 액체와 잘 섞이도록 하고 이1 , 

젝터 후단에서는 혼합된 유체의 속도에너지가 압

력에너지로 바뀌도록 디퓨져를 설치해 관경을 넓

힌다. 

는 액체 기체상 이젝터 각 부의 압력과 Fig. 2 -

속도 변화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 사이, 1 3

에서는 차측 액체 가 노즐을 통해 1 (Primary fluid)

이젝터 관 내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압력에너지

가 속력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와 , 2 3

사이에서는 저압의 차측 액체 가 2 (Seconday fluid)

차측 액체의 고속 분출에 의해 혼합챔버 안으로 1

유입되게 되며 압력과 속도는 증가한다 과 사. 3 4

이에서는 차측 액체와 차측 액체가 섞이고 관1 2

의 지름변화에 영향을 받아 압력의 변화가 생긴

다 와 사이에서는 디퓨져 관 지름의 영향을 받. 4 5

아 혼합유체의 속도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환

되어 분출된다.(2)

기체상 이젝터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

되어 왔으며 주로 이젝터 내부의 압력변화와 압, 

력회복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3~5) 

등은 액체 기체상 이젝터의 혼합챔버에서 Jeong -

혼합충격에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목비가 보다 , 5.5

작을 경우 혼합챔버 내에서 두 유체의 혼합이 완

전히 일어나지 못함을 확인했다.(3) 등은 이Long 

젝터 내에서 공동현상의 세기가 증가하면 한계작

동에 이르러 이 이상에서는 흡입유량이 출구압, 

력의 감소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이젝터의 작동

범위를 제한하고 이젝터의 효율감소를 야기한다

고 발표했다.(4)  등은 공기구동 이젝터 목비가 Ji 

인 경우 최대효율을 달성함을 확인했으며 디퓨2 , , 

져 목의 길이가 이하인 경우 디퓨져의 압력회4d 

복이 원활히 일어남을 확인했다.(5) 등은 Hwang 

담수장치에 사용된 액체 가스 이젝터의 노즐 지-

름과 구동유량에 따른 성능을 를 이용해 분Fluent

석하였고 노즐 직경이 증가할수록 흡입유량이 , 

증가하지만 압력강하의 영향으로 역류발생 가능

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6)  등은 이젝터Mun 

의 구동노즐을 원형구멍을 가공한 다공성 오리피

스 타입의 노즐을 사용하여 기존 이젝터 노즐에 

비해 흡입실 내에서 차측 액체와 차측 액체의 1 2

접촉시간과 면적이 증가하여 차측 액체를 흡입2

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7) 

액체상 이젝터는 가스상 이젝터와 달리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 공동현상은 유체의 속도가 증. 

가해 진공상태에 가까워지면 유체가 증발하여 수

증기가 되고 수증기에 녹아있던 공기가 공동, 

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공동현상은 베르누(Cavity) . 

이의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유속과 압력의 변화. 

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 구동노즐 목을 통과

하는 차측 액체의 유속이 급격히 높아지면 압력1

이 급격하게 낮아져 유체의 상이 기화되어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8)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공동

Fig. 1 Typical structure of ejector and description 
of components 

Fig. 2 Velocity and pressure alteration along the 
e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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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부식과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동현, 

상 발생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는 가스상 이젝터 연구를 주로 진행

하여 다양한 연구 업적들이 보고되어 지고 있으

나 아직 액체상 이젝터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 . 

이젝터는 두 유체의 혼합이라는 목적 외에도 하

나의 펌프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유체의 송출량

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와 같이 유체의 상에 따라 설계변수에 따

른 성능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액체상 이젝터 ,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액체상 이젝터의 설계변수에 따른 이젝터 

성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차원 축대칭 해석 2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차측 액체의 노즐 분. 1

사 속도에 따라 구동 노즐 목에서 공동현상이 관

측되기 때문에 해석모델을 이용해 설계 변수에 

따른 공동현상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성능 특성과 차측 구동노즐 공동현상 사이의 1

상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젝터 전산 해석2. 

본 연구에서는 차측 유량 Pr 
차측 유량  

을 

유량비로 정의하고 이젝터 성능 지수로 사용하였

다 이젝터 내구특성은 노즐 목에서 발생하는 공. 

동현상영역의 길이로 표시하였다. 

차원 축대칭 이젝터 모델 2.1 2

의 은 본 연구의 이젝터 유동 차Fig. 3 Case 1 3

원 형상이며 여러 인자별 결과비교를 위한 시간, 

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와 같이 차측 액, Case 2 2

체가 혼합챔버 주위 에서 유입된다는 가정 360˚

하에 차원 축대칭 모델로 변형하였다 는 2 . Fig. 4

전산해석을 위한 격자생성으로 구동노즐과 혼합

챔버 부분의 격자를 보여준다 각 인자에 따른 . 

형상이 변하기 때문에 개에서 개까지 58486 69683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가 평균 , Orthogonal Quality

의 평균이 등으로 원활0.99, Skewness 0.07 환 전

산해석 진행이 가능했다.

인자별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압력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차측 액체의 압력은 . 1 400 흡입, 

구와 출구 압력은 대기압으로 설정하여 차측 액1

체의 흐름에 따른 이젝터 내부의 유동 특성을 분

석하였다 을 사용하였으며 이젝터를 . Fluent 13.0

흐르는 유동은 난류모델인 을 Realizable k- Modelɛ
사용하였다 이젝터를 흐르는 유체는 가솔린이다. . 

지배방정식2.2 

본 연구에서 이젝터 형상은 차원 축대칭으로 2

모델링 하였으며 정상상태로 가정하였다 모델 , . 

해석에서 사용되는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Mass conservation equation










    (1)

- Axial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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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l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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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ejector vs. 2-D axisymmetric ejector

Fig. 4 Mesh generation of axisymmetric e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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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검증2.3 

해석 모델의 결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주관기

관에서 제공하는 실험데이터와 본 연구의 차원 2

축대칭 형상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200-500

의 구동압력별 구동유량 실험데이터와 해석 

결과의 구동유량은 의 차트에 나타냈으며Fig. 5 , 

구동압력의 증가에 따라 오차율은 에서 9.7%

까지 증가하였지만 데이터 증가 경향은 일18.8% , 

치하였다 본 실험적 검증을 통해 변경된 형상의 . 

해석과 실험적 결과의 경향성 변화추이가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차원 축대칭 전산해. 2

석을 위해 변경한 형상이 본 연구에서 각 인자의 

해석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4 인자 선정

이젝터의 목적이 차측 액체를 이용하여 주변1

의 유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인 만큼 구동, 

유량 비 흡입유량이 많을수록 높은 성능을 갖는

다 이젝터 성능지표인 유량비는 혼합챔버 내부. 

의 공간 혼합챔버의 각도 혼합챔버 내부에서 발, , 

생하는 재순환현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선정하였다.

공동현상은 이젝터의 구동노즐 목에서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기준이 되는 형상의 노즐 목 길이는 이며1mm , 

노즐 목 유입부에서 공동현상이 시작되고 전파되

기 때문에 노즐 목에서 공동현상 영역에 영향을 , 

주는 인자를 선정하였다.

은 높은 유량비 효율과 노즐 목에서의 공Fig. 6

동현상 영역의 최소화를 위해 선정된 가지 인자5

를 나타낸다 인자는 목비 구동노즐의 각도. , , ① ②

노즐직경 비 혼합챔버의 각도를 나타낸다, . ③ ④

번 인자는 이젝터 목 입구 대비 구동노즐 출구⑤

와의 거리를 변경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노즐 목. 

에서 발생하는 공동현상의 특성 비교를 위해 노

즐 목 후단에서 길이방향으로 진행하는 공동현상 

발생 영역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전산해석 결과3. 

목비 변화에 대한 해석3.1 

목비는 이젝터의 고정된 목 직경에 따른 목 길

이의 비로 무 차원화한 변수이다 은 목비 . Fig. 7

범위에서 각 유량비의 변화를 나타낸다 목0.5-5 . 

비가 인 경우 유량비가 로 가장 높았1 15.84 LPH

으며 이는 목비 와 비교하여 의 효율이 상승5 2%

되었다 은 목비가 일 때 혼합챔버 . Fig. 8-10 1, 4, 5

내부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과 의 비교. Fig. 8 9

를 통해 목비가 일 때 혼합챔버 내의 압력1 , 이 

낮게 형성되어 흡입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목비. 

가 인 경우를 기준으로 유량비 효율이 급격하게 4

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 Fig. 9, Fig. 10

을 비교하면 목비가 인 경우 혼합챔버 내부 압5

력이 더 증가하여 흡입유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비의 변화는 구동노즐의 속도 변화. 

량에 영향을 주지 못해 공동현상 발생 영역은 변

Fig. 5 Comparisons of experimental and CFD analysis

Fig. 6 Geometric parameters in axisymmetric ejector

Fig. 7 Secondary flow suction capacity in terms of 
throa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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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구동노즐 각도 변화에 대한 해석3.2 

구동노즐의 각도는 노즐 목에서 발생하는 공동

현상 영역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구 . 

동노즐 목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압력의 변화를 

낮추는 원인을 찾아 노즐 목에서 발생하는 공동

현상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 

노즐 각도를 까지 변화하며 해석을 수행하4-24˚

였다 에는 각도별 유량비 변화를 나타내. Fig. 11

고 있으며, 16~20o 사이에 최소 유량비를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는 각도별 공동. Fig. 12

현상 발생영역 변화를 나타내었다 노즐 각도가 .  

작을수록 유량비는 증가하지만 공동현상 발생영, 

역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 노즐 각도가 높을. 

수록 흡입구 주변 재순환 현상이 심해지고 벽 ,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흡입유량의 유입을 방해하

기 때문에 유량비가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즐 각도가 작을수록 노즐 목이 연장되는 , 

효과를 보여 공동현상 발생영역이 증가하였다.

Fig. 8 Pressure contour in suction chamber at 
throat ratio=1

Fig. 9 Pressure contour in suction chamber 
at throat ratio=4

Fig. 10 Pressure contour in suction chamber at 
throat ratio=5

Fig. 11 Secondary flow suction capacity in terms of 
nozzle angle( )˚

Fig. 12 Width of cavitation area in terms of nozzle 
a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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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직경 비 변화에 대한 해석3.3 

노즐직경 비는 이젝터의 고정된 목 직경에 따

른 구동노즐 직경의 비로 무 차원화한 변수이다. 

구동노즐의 직경은 차측 액체의 유량과 차측 1 2

액체의 유량 그리고 공동현상 발생영역까지 영, 

향을 주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 구동노즐의 . 

직경을 까지 변화하여 노즐직경 비 0.3-0.8mm , 

의 범위에서 해석을 진행했다 은 0.06-0.16 . Fig. 13

노즐직경 비의 유량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고 

는 노즐직경 비에 따른 노즐 목에서의 공Fig. 14

동현상 영역 변화를 나타낸다 노즐직경 비가 . 

에서 까지 증가할수록 구동유량은 0.06 0.16 700%, 

흡입유량은 까지 증가하였다 절대량의 증가287% . 

와 달리 유량비로 비교 시 노즐직경 비가 작을, 

수록 유량비효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동현상 . 

발생 시점도 노즐직경 비가 작을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노즐직경 비가 증가할수록 혼합. , 

챔버에서의 재순환 현상의 세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의 그래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흡, Fig. 15

입구 주변의 벽 전단응력은 노즐직경 비에 비례

하여 증가하고 이는 흡입유량의 유입을 방해하며 

재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 

노즐 목에서 발생하는 공동현상의 단면적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공동 현상 영역 또한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되어진다.

혼합챔버 각도 변화에 대한 해석3.4 

혼합챔버의 각도변경은 공동현상 발생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량비 변화폭을 늘릴  

수 있다 혼합챔버 유입 각도를 범위에서 . 25-39˚

변경하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은 혼합챔. Fig. 16

버 유입 각도별 유량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를 정점으로 유량비 효율이 가장 높은 결과35˚

를 얻었다 에 각 의 혼합챔. Fig. 17-19 31, 35, 39 °

버 내부 압력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범

례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혼합 챔버 내의 압, 

력 분포가 에서 가장 낮고 이로인해 압력차35 , ˚

로 유입되는 차측 액체의 흡입유량이 가장 큰 2

것으로 판단된다.

 

구동노즐 출구위치 변화에 대한 해석3.5 

구동 노즐의 출구위치는 이젝터 목의 입구대비 

구동노즐 출구와의 거리로서 까지 해석을 , 3-7 mm

수행했다 은 구동노즐의 거리별 유량비 . Fig. 20

비교 그래프이다 노즐 거리 를 정점으로 . 5 mm

Fig. 13 Secondary flow suction capacity in terms of 
nozzle diameter ratio

Fig. 14 Cavitation width in terms of nozzle diameter 
ratio

Fig. 15 Wall shear stress around secondary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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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유량비를 얻었고 , 노즐 거리가 인  7 mm 

경우 유량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구동노즐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혼합 챔

버의 벽이 재순환 유동을 유입시키는 기능을 정

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차측 액체가 차측 액1 2

체를 끌어오는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혼합챔버 내부의 압력은 인 경우 가. 3 mm 

Fig. 20 Secondary flow suction capacity in terms of 
nozzle distance(mm)

장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혼합챔버 내부의 공간

이 충분하지 못해 차측 액체의 유입이 방해되므2

로 유량비가 감소된다 공동현상 발생영역의 변. 

화는 없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 가솔린 이젝터의 최대 성능을 갖

는 파라미터들을 찾기 위해 유량비와 공동현상영

역에 영향을 주는 인자 가지를 선정하여 독립적5

으로 전산해석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각 최적 인. 

자를 선정 종합하여 차원 전산해석과 실험적 , 3

검증을 하는 것은 추후 진행사항이다 본 연구에. 

서는 액체형 이젝터 차원 축대칭 전산해석을 통2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인자별 결과 비교를 통해 노즐직경 비가 (1) 

인 경우 최대 유량비를 보였고 공동현상 발0.06 , 

생영역 또한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노즐직경 . 

비가 유량비와 공동현상 발생영역에 가장 큰 영

Fig. 16 Secondary flow suction capacity in terms of 
suction chamber angle( )˚

Fig. 17 Pressure contour in suction chamber at 
suction angle=31˚

Fig. 18 Pressure contour in suction chamber at 
suction angle=35˚

Fig. 19 Pressure contour in suction chamber at 
suction angl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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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인자로 판단된다 노즐직경 비가 낮을. 

수록 높은 효율을 나타내지만 노즐에서 압력강, 

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역류발생 가능성이 

있다.

혼합챔버 각도가 일 때 유량비가 까(2) 35° 15.9

지 증가하며 노즐 반지름에 이어 고효율 유량비, 

를 만족하는 인자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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