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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elements of swirl

injector hydrodynamics, such as variations in liquid film thickness or air core diameter. From these

studies, some theoretical relationship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an approximate analytical solution

of flow hydrodynamics in a swirl nozzle. However, experimental studies on elements such as the

stability of internal flow have not produced conclusive results.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the

internal flow under tangential entry conditions was examined by visualizing the formation of the air

core in the swirl chamber and measuring the liquid film thickness in the orifice.

초 록

지금까지 액막두께나 air core 직경 변화 등과 같은 수력학적 과정에 대한 이론․실험적 연구가 많

이 이루어져왔다. 스월 노즐에서 수치적 해석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식들이 확립되었지

만, 아직까지 내부유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 등은 명백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스월 챔버 내의 air core 구조를 가시화하고 오리피스에서의 액막두께를 측정함으로써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른 내부유동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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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월 챔버 내에서 형성되는 air core는 오리피

스에서의 액막두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젝터 외부의 분무현상은 관

찰이 용이하지만, 스월 챔버 내의 air core 및 유

동 현상은 large scale의 인젝터를 제외하고 보통



은 가시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수치적인

해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ir core

는 스월 인젝터에서 접선방향 유입구를 지난 유

체가 회전속도의 증가로 인해 오리피스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스월 챔버 후

방 벽면에서 오리피스 끝단까지 뻗어 존재한다.

Som 등은 air core가 중요한 분무특성 중의

하나인 유출계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air

core의 직경 역시 SMD(Sauter Mean Diameter :

평균입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액막두께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ir core가 스월 분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 Dash 등은 원뿔형 노즐과 실

린더형 노즐에서의 air core 형상을 비교하였으

며, 실린더형 노즐에서 air core가 복잡한 나선

구조를 이루어 노즐 출구에서 원형이 아닌 타원

형 제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2]. Cooper 등은

고속영상과 LDA 기법을 이용하여 pressure

swirl atomizer의 air core와 액체표면의 wave를

가시화하였으며, helical, low amplitude random

ripples, low frequency stationary wave라는 3가

지 형태의 wave를 언급하였다. 또한, air core와

액체 표면상의 교란이 atomizer 출구에서 분열

되는 액막에 의해 발생되는 wave 때문이라고 하

였다[3]. Donjat 등은 레이저 스펙트럼 분석과 수

치적 결과를 통해 내부유동의 불규칙성

(unsteadiness)이 유입구 제트의 확산으로 인한

세차운동과 회전하는 이중 나선 파동 때문에 발

생한다고 하였다[6]. Von Lavante와 Maatje 등은

상용코드를 이용한 수치분석을 통해 air core 표

면에서의 유동이 노즐 끝에서 발생하는 파동과

개구단(open end)으로 전파되는 파동으로 인해

불규칙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7]. 이러한 분

석결과 등은 주로 특정 인젝터 형상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젝터 형상 변화를 고려한

불규칙성이나 불안정 현상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월 인젝터 내부의 유동현상

을 분석하기위해 오리피스에서의 액막두께와 스

월 챔버 내의 air core를 가시화하였다. 액막두께

는 Kim 등의 전기전도도를 이용한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Suyari와 Lefebvre가 사

용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스월 챔버 내부의 가시

화가 가능하고, 스월 챔버 길이 및 직경, 오리피

스 길이에 따른 액막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인젝

터를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정확

한 액막두께 측정을 위해 더 다양한 두께에 대

한 보정을 수행하였다[4, 5]. 본 연구에서는 길이

방향 변수 외에 접선방향 유입구의 직경 및 개

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젝터를 제작하였다.

스월 챔버 내에서 형성되는 air core는 순간적인

이미지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인젝터 및 장치구성

실험에 사용된 단일 스월 인젝터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기본적으로 액막두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스월 인젝터는 접선방향 유입구 개수

및 직경, 스월 챔버 길이 및 직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체가 가능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액

막두께는 스월 유동이 인젝터 내부에 형성되고

오리피스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실험에서 작동유체로 사용되는 물의 전기전도

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오리피스 내에서 형성되

는 액막두께에 따라 측정되는 전압으로 평균 액

Fig. 1 Schematic of swirl injector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막두께를 환산할 수 있다. 전극은 원형의 얇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이며, 두 전극은 절연물질

인 아크릴에 접착되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전극

부분은 스월 챔버 길이 변화를 위해 파트를 교

체할 때 마다 분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

착대신 오링을 사용하여 결합된다. 오리피스 내

에서 형성되는 액막두께는 상당히 얇으므로 오

링 안쪽에 약간의 물이라도 침투하면 전압 값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극 표면은 페릴렌

코팅처리를 하여 물이 침투하더라도 전압 값에

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물의 전기전도도

는 온도에 의한 영향(약 2%)이 크기 때문에 대

개는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25 °C 에

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그렇지

만 본 연구에서는 Fig. 2에서와 같이 물 공급라

인에 reference section을 두어 인젝터의 오리피

스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극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공급라인은 항상 물이 가득차 있으

므로 매번 실험시 측정하여 온도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였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2와 같다. 실험 장치

는 크게 함수발생기, 측정회로, DAQ, 인젝터, 고

속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함수발생기로 일정한

주파수(10 kHz)와 전압(20 Vp-p)을 공급해주고 오

리피스 내의 두 전극을 통해 액막두께에 따른

전압이 측정된다. 인젝터 내부유동은 Photron社

의 고속카메라(FASTCAM SA1.1 model

675K-C2)를 사용하여 4000 frame/s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인젝터 manifold

압력과 액막두께는 동시에 측정하였다.

2.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되는 인젝터의 형상 변수를 정리

하면 Table 1과 같다. 스월 인젝터의 기본 형상

은 스월 챔버 길이 및 직경이 각각 19 mm, 18

mm, 접선방향 유입구 직경과 개수가 각각 1

mm,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접선방향 유입구 직

경은 유입구의 개수가 3개로 고정된 상태에서

0.5, 2, 3, 4 mm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유입구

개수는 유입구의 직경이 1 mm로 고정된 상태에

서 2, 4, 5, 6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

선방향 유입구의 조건은 내부유동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스월 챔버의 모든 길이 변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스월 챔버 직경 변화에서는 기

본 직경인 18 mm보다 작은 12, 15 mm 직경에

접선방향 유입구 직경 1, 3 mm를 각각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분사압의 측정은 인젝터 매니폴드의 압력을

직접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오리피스에서의 액막

두께를 200 kHz의 초당 샘플수로 측정하였다.

Variable parameter Value

Swirl chamber

length (mm)
19 28 37 46 55

Swirl chamber

diameter (mm)
12 15 18 21 24

Tangential entry

diameter (mm)
0.5 1 2 3 4

Tangential entry

number (ea)
2 3 4 5 6

Table 1. Specification of swirl injector

유량은 각 조건에 따라 20초 동안 측정하여 평

균된 값을 사용하였다. 분사압력은 기본적으로

1, 2, 4, 6, 8, 12, 16 bar로 설정하였으며, 접선방

향 유입구 조건에 따라 적절히 유동적으로 조절

하였다. 이는 특정 유입구 조건에서 유량이 급격

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위해 평균한 유량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3. 실험결과

3.1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른 유량 변화

Figure 3은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른 분사

압력별 유량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입구 조

건에 따라 유량의 증가폭은 다양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Fig. 3에서 접선방향 유입구 개수(nT)가

2, 3, 4, 5, 6개인 경우는 유입구 직경이 1 mm이

며, 유입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유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접선방향 유입구 직경(dP)

이 0.5, 2, 3 mm인 경우는 유입구의 개수가 3개

로 동일하며, 유입구 개수를 증가시킨 경우보다

유량의 증가폭이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유량이 접선방향 유입구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

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스월 챔버 길이 변화에

따른 내부유동의 안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을 변화시켜 유량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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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ss flow rate for tangential entry

conditions (d P : tangential entry area, n

T : tangential entry number)

3.2 형상변수에 따른 내부유동 및 액막두께 변화

스월 인젝터에서 air core의 구조와 액막두께

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Fig. 4는 스월 챔

버의 길이가 37 mm일 때, 일정한 분사압력(4

bar)에서 접선방향 유입구 직경 및 개수 변화에

따른 내부유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4의 (a)

와 (b)의 경우에서 air core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하거나 꼬임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a)의 경

우 좁은 유입구 면적으로 인해 충분한 유량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b)의 경우에는 유입

구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함으로 인해 유량

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Fig. 4(c)의 경우 유입

구 면적이 2 mm로 증가하였고, Fig. 4(d), (e)의

경우 유입구 개수가 각각 3, 4개로 증가해서 그

만큼 유량의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Dash 등은 inlet Reynolds number에 따라 air

core의 형상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

고, air core의 발달에는 충분히 높은 입구 속도

와 유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2].

Fig. 4(a)와 (b)의 경우 이점을 고려하여 분사압

을 16 bar까지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접선방

향 유입구 조건으로 인해 air core의 형태가 여

전히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사압의 증가

로 유량이 증가하게 되지만(∝P
0.5

), 분사압이 증

가함에 따라 유량의 증가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라서 유량 증가의 한

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내부유동의

불안정 경향은 스월 챔버 내부의 가시화뿐만 아

니라 Fig. 5에서와 같이 오리피스 내의 액막두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 (b) (c) (d) (e)

Fig. 4 Formation of air core in swirl chamber ;

(a) d P = 0.5mm, (b) n T = 2 ea, (c) d P = 2mm,

(d) n T = 3 ea, (e) n T = 4 ea (d P : tangential entry

area, n T : tangential entry number, △P= 4 bar)



Fig. 5 Variations of liquid film thickness in orifice (d P :

tangential entry area, n T : tangential entry

number)

3.3 액막두께와매니폴드 압력의 변화

Khil 등은 Mechanical Pulsator라는 외부압력

섭동장치를 이용하여 유량 공급라인에 특정 주

파수의 압력섭동을 발생시켰을 때, 인젝터 출구

에서의 유량변동을 측정하고 정량화하였다[8].

액체로켓엔진에서 저주파 섭동은 연료공급계통

에서의 발생될 수도 있고, 연소 챔버 내의 압력

섭동에 의해 연소 챔버로 분무되는 추진제의 유

량 섭동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저주파

섭동 등과 연소불안정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

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량공급라인에 압력진동이 발생

한다면, 유동의 진행방향에 따라 인젝터 내부유

동이나 인젝터 외부의 분무가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젝터 매니폴드까지

의 외부섭동 요인은 배제되어 있다. Fig. 6에서

는 스월 챔버 길이가 46 mm인 인젝터에서 접선

방향 유입구의 개수나 직경을 변화시켰을 경우

에 오리피스에서의 액막두께 변화와 매니폴드

압력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Fig. 6(d)의 경우

액막두께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니폴드

압력에서도 특별한 섭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액막두께 변화를 통해 내부유동의 안정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데, 특정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

에서 약 10 Hz 내외의 섭동이 액막두께 변화를

통해 나타났다. 이때의 매니폴드 압력변화를 보

면, 액막두께의 변화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인젝터 내부유동의 변화가 매니폴드 압력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액체

로켓엔진에서 연소 챔버 내의 압력은 상당히 높

기 때문에 연소 챔버 내의 압력 섭동이 인젝터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매니폴드 압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3.4 Internal flow stability

Figure 7은 일정한 분사압(2, 4, 6, 8 bar)에서

각 형상변수 변화에 따른 안정성 경계를 나타낸

다. 스월 챔버에서 충분한 초기 모멘텀은 안정된

air core 및 내부유동을 위한 조건이 된다. Fig.

7에서의 각운동량은 Eq. 1과 같이 초기 모멘텀

(

 ,  : tangential entry area)과 회전반경

(R)을 곱한 값으로 유량증가 폭에 큰 영향을 받

는다.

  



  








 (1)

Fig. 7에서는 특정 L/D(스월 챔버 길이 대 직경

비)에서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

시킴으로써 내부유동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유

량 범위를 알 수 있다. Fig. 7(a), (b), (c), (d)는

각각 2, 4, 6, 8 bar의 분사 압력에서의 내부유동

안정성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사 압력의 증

가에 따라 안정성 경계 영역이 높은 각운동량에

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접선방

향 유입구 조건에 따라 유량 증가의 한계점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분사 압력이 증가함에 따

라 유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 연소불안정 억제의 방안으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진주파수를 감쇠시키기 위해 인젝터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인젝터

길이에 따라 매니폴드 크기나 스월 챔버 길이

등의 적절한 설계가 요구된다. 스월 인젝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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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iquid film thickness variations and FFT analysis ( △P= 6 bar, LS = 46 mm ) ; (a) d P = 0.5mm, (b) n T = 2

ea, (c) d P = 2mm, (d) n T = 3 ea, (e) n T = 4 ea ( LS : swirl chamber length, d P : tangential entry area, n T :

tangential entry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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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able and unstable point of internal flow in swirl chamber ; (a) △P= 2 bar, (b) △P= 4 bar, (c) △P= 6 bar,

(d) △P= 8 bar ( L/D : the ratio of swirl chamber length to swirl chamber diameter )

내부유동의 안정성은 유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유량은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라 변화

하므로 충분한 유량의 전달, 압력 섭동의 피드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물

론 인젝터의 기하학적 형상 등의 차이로 인해

Fig. 7에서의 안정영역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초기 각운동량 계산을 통한 내부유동 안정성 평

가방법은 충분히 활용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

겨진다.

4. 결 론

스월 인젝터에서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이 내

부유동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사압에 따

라 스월 챔버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비교하였다.

접선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른 내부유동의 안정

성 여부를 가시화기법, 액막두께 측정, 각운동량

의 계산 등을 통해 판단하였다. 분사압의 증가가

유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선

방향 유입구 조건에 따라서 유량의 증가에는 한

계가 있을 수 있고, 그 한계 시점도 달라질 수

있으며, 내부유동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실제 액

체로켓용 인젝터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추력증가

등을 위한 형상변수(매니폴드 크기, 스월챔버 길

이) 스케일링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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