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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Nomenclature)

Amax :난류에너지와 와도의 크기가 특정값 이상인 면적

Aref :출구 목의 단면적

Ax-y :유체진동기의 x-y 평면상의 면적

b :피드백 채널 너비

d1 :분리판 사이 거리

d2 :출구 목 두께

d3 :출구 너비

Dh :출구 목의 수력직경

H :z방향 깊이

L :피드백 채널 및 챔버의 유동방향 길이

 :입구 노즐의 질량유량

S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거리

Upeak :최대 제트 속도

Uref :출구 목에서의 기준 속도

w :입구 유로 너비

x, y, z :직교 좌표들

ᐃp :유체진동기 내의 압력강하

ρ :작동유체의 밀도

1. 서  론

항공기나 유체기계의 날개 위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박리는 

성능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

한 박리 현상의 제어를 위한 첨단적인 방법으로 소형 유체진

동기들을 날개에 삽입하여 유동을 제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유체진동기는 진동하는 유체를 발생시켜 

경계층 내부에 분사함으로써 압력 구배를 조절하여 박리현상

을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유동제어 방식을 풍력터빈의 블레

이드에 적용할 경우 바람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풍력발

전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Fig. 1과 같은 유체진동기의 입구에서는 유체가 시간에 따

유체진동기의 형상 변화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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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domain

라 일정하게 유입이 되고 유입된 유체는 코안다(Coanda) 효과

에 의해 챔버(chanmber)의 한쪽 벽을 따라 흘러 주유동을 형

성한다. 주유동은 분리기(splitter)에 의해 분리되어 일부는 출

구로 향하고 나머지는 피드백 유로(feed back channel)를 통해 

다시 입구부로 되돌아와 주유동을 반대쪽 챔버 벽면으로 밀

어 붙인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유체진동기의 출구에서 유동

은 시간에 따라 좌우로 진동하며 나가게 된다.

항공기나 유체기계의 날개에 삽입된 유체진동기가 날개면

상의 유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어왔다. Lee et al.[1]은 타원형 단면의 날개에 유체를 일

정하게 분사하는 제트분사기와 진동하며 분사하는 유체진동

기를 각각 설치하여 실험적으로 유동형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유동박리 억제를 통한 실속지연 효과는 제트분

사기 보다 유체진동기가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Nagib et 

al.[2]은 유체진동기의 성능 지표들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유

체진동기의 조건에 따른 익형의 양력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동박리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유체진동기의 성능 지

표로 속도비(velocity ratio)가 가장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Cerretelli et al.[3]은 풍력터빈의 날개에 삽입된 유체진동기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자유류의 레이놀즈수와 유체진

동기의 속도비에 따라 날개의 양력계수가 10 ~ 60% 증진된다

고 보고하였다.

유체진동기 내부 유동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Bobusch et al.[4]은 2개의 

피드백 유로과 2개의 출구 노즐을 갖는 유체진동기의 내부 

유동 특성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활성화 된 

출구 노즐에서는 큰 와류가 발생해 활성화된 출구 노즐로만 

유체가 분사되며, 입구와 출구 노즐의 형상이 진동 여부와 진

동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Woszidlo et al.[5]은 

유체진동기 내부의 유동 현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챔버 안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부피와 반 주기(period) 동

안 피드백 유로를 통해 흐른 유체의 양이 일치함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진동수가 피드백 유로로 유입되는 유량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여러가지 외부 형상을 갖는 유체진동기의 유동 특

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Yang et al.[6]은 직선형 챔버 

벽을 갖는 유체진동기와 계단형 챔버 벽을 갖는 유체진동기

의 유동장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계단형 벽을 

갖는 유체진동기가 챔버 내부에 와류를 더 효과적으로 발생

시키고, 직선형 벽을 갖는 유체진동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

량 조건에서 유동의 진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asta et al.[7]은 유체진동기의 출구 노즐이 기준 축을 중심으

로 90°와 124°로 기울어진 경우에 대해 제트 분사의 폭과 속

도를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출구 노즐의 각이 

90°인 경우가 124°인 경우보다 더 낮은 평균 속도로 더 넓게 

분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Ostermann et al.[8]은 유체진동기

의 모서리가 각각 직선과 곡선인 경우에 대해 입구 노즐에 

동일 유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과 출구에서의 제트 

굴절각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서리가 곡선인 

유체진동기가 직선인 유체진동기 보다 제트 굴절각이 더 크

며, 20% 낮은 압력으로 동일 유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유체진동기가 날개면 상의 유동특성

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유체진

동기 내부의 유체역학적 현상과 여러 가지 외부 형상을 갖는 

유체진동기의 성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체진동

기의 내부 형상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유동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유체진동기의 내부형상 변수들이 출구 제트의 속도와 진동기 

내 압력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일

반적 2개의 피드백 유로와 단일 출구 노즐을 갖는 유체진동

기에 대해 다섯 가지 형상 인자들을 사용해 속도비와 압력손

실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유동해석을 위해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ANSYS CFX 15.0[9]을 이용하였다. 비정상상태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유체진동기 내부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난류모

델로는 표준 k-ɛ모델을 사용하였다. Vasta et al.[7]은 k-ɛ 모델

을 사용해 다양한 유체진동기의 형상에 따른 제트의 진동수

와 속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 결과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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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example of grid system

Fig. 3 Grid dependency test

험결과와 매우 좋은 일치를 보인 바 있다.

계산영역은 Fig. 1과 같이 y축과 대칭인 전체 유체유동기 

내부유동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유체가 유입되는 직사각

형 입구유로와 코안다 효과가 발생하는 챔버, 분리기, 피드백 

유로, 목(throat), 그리고 출구유로로 구성되어 있다. 작동유체

로는 물을 사용하였다. 출구 목의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한 레

이놀즈수는 14,570이다. 경계조건으로 입구에서는 일정유량 

조건, 출구에서는 정압력 조건을 사용하였다. 벽면에는 점착 

조건(no-slip condition)이 부여되었다. 비정상 수치계산에서 코

런트 수(Courant number)를 1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시간간

격(time step)을 0.001 s로 설정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격자계로 비정렬 사면체 격자계가 사용

되었다. 벽 근처에서는 해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

리즘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벽에서 가까운 첫 번째 격자점에

서의 y+값을 30 이상으로 유지하여 실험적인 벽함수가 벽근

처 난류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될 최적의 격자수와 격자분포를 찾기 위해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기준형상에 대해 격자수 

300,000 ~ 3,400,000 사이의 네 가지 격자계를 사용하여 테스

Fig. 4 Geometric parameters of fluidic oscillator

트를 수행하여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피드백 유로 내부

유동의 진동수에 대해 약 260만개 이상의 격자수에서 격자 

의존성이 없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600,000개

를 최적 격자수로 선정하였다. 유체진동기의 형상변화에 따라 

사용된 격자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격자 밀도를 유지하였다.

수치해석의 수렴 여부는 지배방정식들의 RMS 잉여값

(root-mean-square residual)이 10-4 이하일 경우 수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Intel i7 2.67 GHz CPU를 사

용하였으며, 한 가지 형상을 계산하는데 평균적으로 매 타임

스텝 당 10번의 반복계산과 약 8일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3. 형상변수 및 목적함수

Fig. 4에 도시된 기준형상에 대한 기하학적 변수값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유체진동기의 형상변수들이 출구 제트

의 속도와 압력강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하여 5개의 

w 2 mm
d1 7.7 mm
d3 7.7 mm
b 3 mm
L 50 mm
d2 5.3 mm
H 40 mm

Table 1 Dimensions of the reference fluidic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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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화된 형상변수들, 즉 출구 목의 폭에 대한 입구유로 폭

(w/d2), 분리기 사이 거리(d1/d2), 출구 폭(d3/d2), 피드백 유로 

폭(b/d2), 피드백 유로의 유동방향 길이(L/d2)의 비를 선택하였

다. 무차원 형상변수들의 범위와 기준값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유체진동기의 제트 속도와 압력강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성능함수를 정의하였다. 제트 속도와 관련한 성능함수로

는 속도비를 사용하였다. 속도비는 유동제어를 위한 유체진동

기의 주된 성능함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10],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기준속도 는 출구 목 부분의 속도로

 



이고, 는 출구에서 질량유량으로 평균된 제트 속도의 최

대값이며, 은 입구에서의 질량유량, 는 출구 목 부

분의 단면적, 는 작동유체(물)의 밀도이다.

압력손실과 관계된 성능함수는 마찰계수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

여기서 ∆는 유동장에서의 압력강하를 나타낸다. 는 출

구유로 목의 수력직경, S는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거리이다.

4. 결과 및 검토

수치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Yang et al.[6]이 실험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유체진동기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실험치와 계산치를 비교하였다. 실험에서와 같이 입

Parameter Lower limit Reference Upper limit
w/d2 0.19 0.37 0.94
d1/d2 0.53 1.45 2.34
d3/d2 0.77 1.45 1.94
b/d2 0.57 0.57 1.04
L/d2 2.26 3.58 4.91

Table 2 Ranges of geometric parameters

Fig. 5 Valiadtion of numerical results and turbulence model 
test using experimental data[6]

(a) ∅ = 90° (b) ∅ = 270°

Fig. 6 Velocity vectors and streamlines on y-z plane(x = 0) for 
reference geometry

구 유량을 10 ~ 65 L/min 범위에서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

하였고, 주어진 유량 범위에서 Yang et al.[6]이 제시한 바 있

는 챔버 내부에서 코안다 효과에 의해 주 유동이 한쪽 벽으

로 붙어 진동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Fig. 5에는 피드백 유로 

내부유동의 진동수에 대한 실험치[6]와 URANS(Unsteady 

RANS) 해석의 계산값을 나타내었다. 수치계산은 세 가지의 

난류모델, 즉 Shear Stress Transport(SST), Baseline(BSL)[11], 그

리고 k-ɛ 모델을 사용해 수행되었다. 계산 결과를 통해 SST와 

k-ɛ 모델을 사용한 해석이 입구유량에 따른 진동수 변화의 경

향을 대체적으로 잘 예측함을 알 수 있었으며, k-ɛ 모델을 사

용한 계산결과가 실험값과 평균적으로 약 12%의 오차를 나타

내 가장 정확하였으므로 추후 계산을 위한 난류모델로 k-ɛ 모

델을 선정하였다. 제트의 중심이 출구유로의 중앙에 위치한 

시각의 위상각( )을 0°로 진동 주기를 정의했을 때, = 90°

와 270°일 때 y-z 평면(x = 0)에서 기준형상을 가진 유체진동

기의 속도 벡터와 유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유체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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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FVR with inlet nozzle width-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Fig. 8 Variation of Ff with inlet nozzle width-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형상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더라도 유동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위상각에서 제트가 z = 

0 인근에 집중되며 좌우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z = 0 에서 x-y 평면 상에서의 유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4.1 입구유로 폭의 영향

Fig. 7과 8에 0.19 w/d2 0.94 의 범위에서 출구 목 폭

에 대한 입구유로 폭의 비(w/d2) 변화에 대한 FVR과 Ff의 변화

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7은 w/d2가 감소할수록 속도비가 거

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손실의 

경우 w/d2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w/d2 = 0.19 ~ 0.37 구간에서 압력손실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구유로 폭(w/d2)이 감소할수록 

속도비는 향상되지만 압력손실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90°와 270°일 때 x-y 평면(z = 0)에서 w/d2 변화에 따

른 국부속도비(local velocity ratio) 분포를 Fig. 9에 나타내었

(a) w/d2 = 0.19 ∅ = 90° (b) w/d2 = 0.19 ∅ = 270°

(c) w/d2 = 0.57 ∅ = 90° (d) w/d2 = 0.57 ∅ = 270°

(e) w/d2 = 0.94 ∅ = 90° (f) w/d2 = 0.94 ∅ = 270°

Fig. 9 Distributions of local velocity ratio on x-y plane(z = 0) for 
different w/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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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d2 = 0.19 ∅ = 90° (b) w/d2 = 0.19 ∅ = 270°

(c) w/d2 = 0.57 ∅ = 90° (d) w/d2 = 0.57 ∅ = 270°

(e) w/d2 = 0.94 ∅ = 90° (f) w/d2 = 0.94 ∅ = 270°

Fig. 10 Vorticity(ωz)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on x-y plane(z
= 0) for different w/d2

(a) w/d2 = 0.19 ∅ = 90° (b) w/d2 = 0.19 ∅ = 270°

(c) w/d2 = 0.57 ∅ = 90° (d) w/d2 = 0.57 ∅ = 270°

(e) w/d2 = 0.94 ∅ = 90° (f) w/d2 = 0.94 ∅ = 270°

Fig. 11 Turbulent kinetic energy distributions on x-y plane(z = 0) 
for different w/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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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reas of high turbulent kinetic energy and vorticity(ωz) 
for different w/d2

다. 국부속도비는 기준속도에 대한 국부속도(Ulocal)의 비로 정

의하였다. 입구의 폭(w/d2)이 감소할수록 입구의 유동 속도가 

커짐에 따라 챔버 내부의 주유동과 출구 제트의 속도도 커짐

을 알 수 있다. w/d2가 감소할수록 피드백 유로로 유입되는 

유체의 속도 비도 증가하는 데 특히 가장 작은 입구폭 w/d2 

= 0.19에서는 피드백 유로 입구에서의 유속이 거의 출구 제트

의 속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 90°와 

270°일 때 x-y 평면(z = 0)에서 w/d2 변화에 따른 z 방향 와도

(ωz)와 유선의 분포를 나타낸다. w/d2가 감소할수록 전반적으

로 더 큰 와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작은 입구

폭(w/d2 = 0.19)에서 피드백 유로에서 나온 유동과 입구유동

이 충돌하는 입구 근처 챔버 내에 강한 반대 방향 와류 쌍

(vortex pair)이 나타나고 있다. = 90°와 270°일 때 x-y 평면

(z = 0)에서 w/d2 변화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의 분포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w/d2가 감소할수록 난류운동에너지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Ff가 압도적으로 큰 w/d2 = 0.19의 경우 Fig. 11(a)와 (b)

에서와 같이 챔버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난류에너지 분

포가 나타난다. Fig. 12에는 x-y 평면(z = 0)에서 난류에너지가 

0.24  이상인 면적 또는 와도의 절댓값이 400  이

상인 면적(Amax)과 x-y 평면 면적(Ax-y)의 비를 나타내었다. Amax

의 면적은 = 90°와 270°에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가장 

작은 입구폭인 w/d2 = 0.17인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매우 

큰 면적비 값들이 얻어졌다. 유동장 내의 와도와 난류운동에

너지의 증가는 압력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따라서 특정 값 이상의 와도와 난류에너지 영역이 가장 

큰 w/d2 = 0.17인 경우가 Fig. 8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압력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Fig. 13 Variation of FVR with splitter distance-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Fig. 14 Variation of Ff with splitter distance-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4.2 분리기 사이 거리의 영향

0.53 d1/d2 2.34 범위에서 출구 목 폭에 대한 분리기

사이 거리의 비(d1/d2)에 따른 속도비의 변화가 Fig. 13에 나

타나 있다. d1/d2가 감소할수록 속도비는 완만하게 증가하다

가 d1/d2 = 0.53 ~ 0.75 구간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속도비

의 총 변화 폭은 주어진 범위에서 w/d2의 경우(Fig. 7)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4은 d1/d2 변화에 따

른 압력손실에 관련된 마찰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d1/d2가 

증가할수록 압력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변화

의 폭은 w/d2의 경우(Fig. 8) 보다 1/6 정도로 작다.

Fig. 15는 = 90°와 270°일 때 x-y 평면(z = 0)에서 d1/d2

변화에 따른 국부속도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d1/d2 = 1.45

와 2.34에 대해서는 유체진동기 내부 속도분포가 비슷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출구 목이 사라지고 출구유로가 선형적으로 

확대되는 d1/d2 = 0.53에서는 Fig. 15(a)와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구 유속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어 Fig. 13의 속도비 

FVR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과 17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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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d2 = 0.53 ∅ = 90° (b) d1/d2 = 0.53 ∅ = 270°

(c) d1/d2 = 1.45 ∅ = 90° (d) d1/d2 = 1.45 ∅ = 270°

(e) d1/d2 = 2.34 ∅ = 90° (f) d1/d2 = 2.34 ∅ = 270°

Fig. 15 Distributions of local velocity ratio on x-y plane(z = 0) for 
different d1/d2

(a) d1/d2 = 0.53 ∅ = 90° (b) d1/d2 = 0.53 ∅ = 270°

(c) d1/d2 = 1.45 ∅ = 90° (d) d1/d2 = 1.45 ∅ = 270°

(e) d1/d2 = 2.34 ∅ = 90° (f) d1/d2 = 2.34 ∅ = 270°

Fig. 16 Vorticity(ωz)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on x-y plane(z 
= 0) for different d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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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d2 = 0.53 ∅ = 90° (b) d1/d2 = 0.53 ∅ = 270°

(c) d1/d2 = 1.45 ∅ = 90° (d) d1/d2 = 1.45 ∅ = 270°

(e) d1/d2 = 2.34 ∅ = 90° (f) d1/d2 = 2.34 ∅ = 270°

Fig. 17 Turbulent kinetic energy distributions on x-y plane(z = 0) 
for different d1/d2

Fig. 18 Variation of FVR with outlet nozzle width-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Fig. 19 Variation of Ff with outlet nozzle width-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90°와 270°일 때 x-y 평면(z = 0)에서 d1/d2 변화에 따른 z 방

향 와도(ωz)와 유선의 분포와 난류운동에너지 분포를 각각 나

타낸 것이다. 이 그림들에서 d1/d2의 변화에 따라 분포 상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d1/d2 = 0.53에서는 

Fig. 16(a)와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구 유로에 강한 와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Fig. 14에서 볼 수 있듯이 d1/d2 = 

0.53의 경우 다른 형상에 비해 높은 마찰계수, Ff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구 폭의 영향

Fig. 18과 19은 0.77 d3/d2 1.94의 범위에서 출구 폭

이 각각 FVR과 Ff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18은 d3/d2

가 감소할수록 FVR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그 변화 폭

은 w/d2와 d1/d2에 비해 각각 1/2과 1/5 정도로 매우 작다. 

Fig. 19은 출구 폭이 압력손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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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3/d2 = 0.77 ∅ = 90° (b) d3/d2 = 0.77 ∅ = 270°

(c) d3/d2 = 1.45 ∅ = 90° (d) d3/d2 = 1.45 ∅ = 270°

(e) d3/d2 = 1.94 ∅ = 90° (f) d3/d2 = 1.94 ∅ = 270°

Fig. 20 Velocity vectors on x-y plane for different d3/d2

Fig. 20는 = 90°와 270°일 때, 출구 유로에서의 x-y 평면

(z = 0) 상의 속도벡터 분포를 보여준다. d3/d2 = 0.77인 경우

(Fig. 20(a)와 (b)) 출구 폭이 출구 목의 폭 보다 더 좁아서 유

동이 출구 유로 벽에 가두어져 충분히 편향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3/d2 = 0.77인 경우 출구에서 주유동에 수직

한 방향(x-방향)의 속도 최대치를 = 90°와 270°에 대해 평

균한 값은 0.381 m/s이다. 반면에 d3/d2 = 1.45인 경우에는 속

도 벡터가 출구 유로 벽의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편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구에서 두 위상각에 대해 평균한 x-

성분 속도 최대치의 평균이 각각 0.500 m/s(d3/d2 = 1.45)와 

Fig. 21 Variation of FVR with feed back channel width-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Fig. 22 Variation of Ff with feed back channel width-to-outlet 
throat thickness ratio

0.685 m/s(d3/d2 = 1.94)로 d3/d2 = 0.77일 때 보다 크게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d3/d2가 작아질수록 

속도비가 증가하는 경향(Fig. 18)은 출구 제트의 편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구 단면이 좁아져서 단면내 평균속도가 증가

하기 때문임을 임을 알 수 있다.

4.4 피드백 유로 폭의 영향

출구 목 폭에 대한 피드백 유로 폭의 비 b/d2를 0.57에서 

1.04까지 변화시켜가며 속도비와 마찰계수의 변화를 각각 Fig. 

21과 22에 나타내었다. Fig. 21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변화폭

이 6% 정도로 b/d2가 작아질수록 FVR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

을 보여준다. 반면에 마찰계수는 피드백 유로 폭의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b/d2가 0.38 이하인 경

우에서는 출구 유동이 전혀 진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4.5 피드백 유로의 유동방향 길이의 영향

Fig. 23과 24에 2.26 L/d2 4.91의 범위에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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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Variation of FVR with feed back channel and chamber
length-to-outlet throat thickness

Fig. 24 Variation of Ff with feed back channel and chamber 
length-to-outlet throat thickness

유로의 길이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어진 범

위 내에서 FVR과 Ff의 변화의 폭은 각각 약 6%와 5%로 매우 

작았다. 이를 통해 피드백 유로의 길이가 유체진동기의 속도

비와 압력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URANS해석을 사용하여 유체진동기

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절한 난류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SST, BSL, 그리

고 k-ɛ 모델 등 세 가지 난류모델을 사용한 수치해를 출구유

동의 진동수에 대한 실험치와 비교한 결과, k-ɛ 모델에 의한 

결과가 평균적으로 약 12% 정도의 상대오차로 실험치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체진동기의 성능은 출

구의 최대속도를 나타내는 속도비와 압력손실로 계산되는 마

찰계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매개변수 연구에서는 출구 목의 

폭에 대한 입구유로 폭(w/d2), 분리기 사이 거리(d1/d2), 출구 

폭(d3/d2), 피드백 유로 폭(b/d2), 피드백 유로의 유동방향 길

이(L/d2)의 비 등 다섯 가지 형상변수를 사용하였다. 계산결과

는 w/d2가 감소함에 따라 입구속도가 증가하여 속도비는 크

게 향상되고 압력손실은 증가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d1/d2가 감소할수록 높은 속도비를 나타내었다. 이 때 속도비 

변화의 폭은 w/d2경우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컸다. d1/d2의 

증가에 따라 압력손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주어진 

범위에서 그 변화의 폭은 w/d2 경우에 비해 1/6정도로 낮았

다. d3/d2는 감소할수록 속도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출구 제트의 편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좁아진 출구 단

면에 의해 출구의 평균속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변화의 폭은 약 9% 정도로 나타나 w/d2와 d1/d2

에 비해 속도비의 민감도가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b/d2 와 L/d2 는 시험된 범위에서 속도비와 마찰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삼차원 유동 해

석을 통해 유체진동기의 형상이 두께방향(z)으로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y-z 평면의 유동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형성 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연구된 유

체진동기의 속도비는 d1/d2에, 그리고 마찰계수는 w/d2에 가

장 민감하고, 유체진동기의 유동 특성을 정확하기 모사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동해석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체계적인 최적화기법을 사용할 경우 유체진동기의 성능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유동해석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대와류모사

(LES)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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