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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세정용 노즐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물과 공기를 이용한 비데용 분사노즐의 세정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세정효과와 절수를 목적으로 과거 물만을 공급되었던 비데노즐에 공기를 물을 혼합한 혼합류를

주입하면서 형성되는 노즐 내부 유동현상을 상용코드인 CFD-ACE+을 이용하여 가시화하고자 했다.

1. 서론

20세기의 주거환경 변화 및 인간의 끊임없는 편

리성의 추구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활의 변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실의 청결성과 생식기

의 청결유지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

으며, 특히 화장실의 변기는 청결함과 편리함을 끊

임없이 추구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세정이 가능한 변기가 등장하여 세정도 자동으

로 끝이 나는 일체형 변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비데는 치질, 변비가 걸린 사람이나 임산부

등에게 배변 후 청결함과 안락함을 주는 장치로서

비데용 노즐은 물통에 저장된 세정수를 사용자의 선

택에 의해 세정노즐 및 비데노즐로 공급하여 항문세

정 및 비데세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체 미립화와 분무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로서 노즐형태 및 분사

액체의 물성치와 주위 기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유량으로 세정력이 우수한 분사 노즐과 제품의

특성화 에 필요한 독특한 형태의 분사수류를 개발하

는데 있어 수치해석적인 접근을 통해 시제품 및 완

성 제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전산해석의 결과 및 고찰

2.1 Model 1

CFD-ACE+의 Pre-processor인 CFD-GEOM에

서 Wire frame model로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도 및

조건과 2-유체 분사시스템의 초기조건을 Table 1

과 Fig.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Input data for model 1 
항 목 입력조건

물의 유입속도 (m/sec) 0.25

공기의 유입속도 (m/sec) 0.25

유입압력 (atm, ㎏/㎠) 1, 1.0332

유입온도 (K) 308.15

중력 (m/s
2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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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model 1

노즐 내부 유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CFD-ACE의

모듈 중 2-fluid와 유동 모듈을 적용했다. 벽면에서

의 마찰에 의한 저항으로 속도분포에 미소한 영향을

미치지만 본 조건에서는 무시하였다. 왼쪽의 상하는

물의 입구이고 가운데는 공기의 입구로 하였으며 출

구는 오른쪽 끝의 중앙에 위치한다. 중간에 나와 있

는 3개의 구멍은 Interface condition으로 해석하였

다.

Fig. 2 Velocity profile of water

Fig. 3 Velocity profile of air

Fig. 2 와 3 에서 속도는 분사 구멍이 있는 부분

에서 가장 큰 속도를 나타내고 공기와 물의

Interface area에서 난류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분사출구로의 원활한 분사를 방해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기와 물이 혼합된 상태에서의 전체

압력은 분사 출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2 Model 2

Model 2에서는 물과 공기가 혼합되는 부분에서

공기가 물을 밀어내어 출구로 분사되고, 물과 공기

가 분사됨에 있어 그 혼합부의 공기와 물의 역류하

는 현상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속도

장의 형성으로서 그 현상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이와

같은 모델링으로 제품을 제작하였을 때 비데노즐시

스템으로 적합한지를 수치 해석적으로 판별하였다.

Fig. 4 Geometry of model 2

Table 2. Input data for model 2 & 3
항 목 입력조건

모듈 flow, two-phase

물의 유입속도 (m/s) 8.5

공기의 유입속도 (m/s) 19.7

물의 압력 (bar) 0.8

공기의 압력 (KPa) 50

유입온도 (K) 300

중력 (m/s2) 9.8

Fig. 5 는 혼합부에서 물과 공기의 유동을 나타

내고 벽면 끝단에서 공기가 분사되어 물과 함께 출

구로 나오는 모델링 해석이다. 공기가 나오는 끝단

을 보면 그 부분에서 공기의 역류현상을 볼 수 있었

고 물이 나오는 부분은 공기 노즐의 내부 벽면에 충

돌하여 그 부분에서 물 속도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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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locity profile of model 2

2.3 Model 3

Fig. 6 은 공기 노즐의 형상을 CASE 1의 경우

보다 축소하여 모델링을 한 것으로 혼합부의 형성을

더 늘여주고 물이 공기 노즐에 충돌하여 감소되는

속도를 더 줄여 물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델

링이다.

Fig. 6 Geometry of model 3

Fig. 7 Velocity profile of model 3

Fig. 7 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 노즐을 길이를

축소할 때 공기가 역류하는 현상은 다소 줄어들고

공기가 분사되면서 물의 유동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공기와 물이 혼합되는 면은 향상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델링을 수행하여 본 결과 A

사에서 사용하는 공기 펌프를 사용한다면 모델 2의

경우에는 공기 노즐 쪽으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크고 Model 3의 경우는 물의 유동에 방해 요인이

생겨 세정력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결론

상용 전산해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데 노즐

에 대해 3종류의 모델의 형태에 따른 유동현상에 대

해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CFD-ACE+를 이용하여 분사노즐의 내부유동

즉 물과 공기가 혼합된 유동을 가시화하여 비데노즐

의 세정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실제 기하학적인 형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

해 공기와 물의 혼합에 의한 유동 현상은 노즐 팁에

서의 토출유량 및 분사각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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