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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internal flow structure of a small ejector and the major
design factors that affect suction force. The ejector had a limited total length of
45 mm, and the primary nozzle had a diameter of 1 m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main parameters on optimum nozzle opening ratio based on
injection flow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mixing chamber design on vacuum
suction performance. The second nozzle had a significant effect when the
diameter was 18 mm. Other parameter values were studied to identify design
elements that determine the shape of the mixing chamber. The effect of the pad
opening gap and the change in ambient pressure on the control state of the inflow
ratio and the possibility of non-contact gripping were also examined.

탈취, 증류, 배출 등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1]. 에너지 절약

1. 서 론

기술의 일환으로 열적으로 활성화되는 이젝터 기반 시스템은 특히
이젝트(ejector)는 벤튜리 효과를 이용하여 유체를 유입하는 기

가열 또는 냉각 응용 분야, 냉장 및 에어컨에 대한 유망한 솔루션을

능을 극대화한 일종의 장치로서, Fig. 1과 같이 고압의 주입유체

제공하고 있다[2]. 특히 정밀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 이송시스

(primary fluid)가 1차 노즐을 통해 챔버 내로 분사되고 이때 주입

템에 소형 구조의 기체 - 기체용 이젝트를 포함시켜 작업판 표면에

유체가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속도는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진다.

적용 가능한 흡착력을 저진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

이로 인해 챔버 공간에서 주변 유체를 유입할 수 있는 진공환경을

도체 웨이퍼, OLED, 태양전지판, 의약품, 식품 등의 이송을 위한

가지며 높은 전단력의 유속을 가진 추진체가 된다.

공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3-6].

이러한 구조의 이젝트는 주입 유체로는 증기 또는 기체를 사용

벤튜리 기반의 작동 유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하게 되며 유입 유체 대상으로는 기체, 액체, 먼지, 혼합 슬러지

파인 버블과 같은 응용 분야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주된 관심의 대

등으로 다양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진공 수준에 따라 단일

상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젝터 성능을 개선해

단(stage) 또는 복수의 단을 구성하여 사용되며 산업용으로 진공,

야 하는 필요성은 항상 존재했다. 이와 같이 이젝터는 새로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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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에 의한 진공 생성과 연관되는 소형 이젝터 성능에 대하여 논
의하며 이젝터 작동 특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외부 조건,
이젝터 내부 형상, 흐름 영역 및 기타 여러 사항 포함)을 검토하고
그리고 모델링 방법과 수치계산을 통한 결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압축 기체용 소형 이젝트 구조 형태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jector geometry

산업 플랜트에서 많이 쓰이는 중, 대형급 이젝터는 구조 단순성,
템에 맞는 틈새 산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낮은 유지비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보

[7,8]

여전히 연구의 중요한 초점으로 발전해 왔다

.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

기체 - 기체용 단상 소형 이젝터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수동

한 크기의 이젝터 연구는 에너지 관리, 초음속 조건, 충격파 형성,

압축 장치이며 고압 유체 흐름에 의해 활성화되어 저압 흐름으로

두 가지 유체의 난류 혼합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문제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부분 운동량을 통해 목적에 맞게

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반해 소형급은 이러한 문제점에서는 자유

매우 정밀한 조건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된 흐름은 주입과 유입

롭지만 정확한 성능과 섬세한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라는 유체역학적인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젝터 설계

2.1 소형 이젝트 유형

는 여러 변수들의 조건 사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체
- 기체 소형 이젝터는 압력에 의한 작동 유량에 있어서 매우 제한

이젝터 유형은 기본적으로 내부 흐름의 특성에 따라 크게 분류

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한된 유량만으로 충분히 진공 펌핑

된다. 유체 흐름 조합에 따라 단상 또는 2상, 압축 또는 비 압축

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젝트 믹싱 챔버 내에서 주입 유체의 에너

식 흐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소형 이젝터는 크기의 한계를 가지

지를 잘 사용하여 유입유체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챔버를

고 원톤형 노즐을 가장 많이 사용되며, 주로 단상 비압축성 흐름을

구성하는 형상에 관여되는 모든 것이 주요한 변수들이다.

사용하여 틈새 응용 분야에 주로 활용된다. 모든 이젝터 유형의

최근에 이젝트를 시스템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포괄적인 검토가

작업과정은 거의 유사하지만, 소형 이젝터는 단상인 기체(공기)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험적 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매체로 높은 에너지 흐름으로부터 운동량에 의해 낮은 에너지 흐

외에도 초음속 이젝터의 이론적 설계 및 연구에 대한 기술을 확립

름(진공)을 유도하여 진공펌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열, 유체역학적 접근법을 기반으

2.2 이젝트의 내부 형상에 의한 유형

로 설계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개념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9,10].
소형 진공 발생용 이젝트는 특정 엔지니어링 분야의 틀에서 집

Fig. 1은 소형 이젝터 레이아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왼

중 개발되었으나, 사용이 용이하고 강건성으로 인해 저변 확대성

쪽 부분은 1 차 노즐이며, 이것은 단순히 축소 또는 축소 - 확대하

이 크다. 그 중에서도 접촉 부위의 진공 흡착 패드와 진공을 발생하

는 구조를 가지며 주입 유체가 가지는 고압 형태의 에너지를 운동

는 벤튜리 효과의 챔버로 조합되는 진공 발생기는 간단하게 두 요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가진다. 여기서 고속 저압의 주입 유체

소만으로 구성된다. 간단한 구성과 빠른 진공 도달이 가능하기 때

는 노즐을 지나면서 고속 저압으로 전환된다. 1 차 노즐 출구 위치

문에 직접 시스템 구성에 적용이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벤튜리 효

는 이젝트 사용 유형에 따라 이젝터의 챔버 내에서 다양할 수 있으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공 발생기의 설계 요인도 단순하여 대략

나 주로 축소(convergent)관의 시작 쪽에 위치한다. 일반적인 벤튜

주요한 변수는 대략 5 ~ 7개 정도이다. 주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

리의 축소-확산 유형의 목에서 발생되는 저압에 의한 유입과정 역

게 되는 통로의 제원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되는 편이다. 그러나

할과 유사하게 노즐의 출구 위치에 따라 기능한다.
중앙 3개의 구역은 축소 구역(convergent section), 2차 노즐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발생시키는 진공 수준에 근거하여 다른 원

목 구역(throat zone) 및 확산 구역(diffuser)이다. 1차 노즐의 목

리와 비교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기존 시스템 측면에서 이젝트 기본 성능과 용이성을 기반으로

을 거쳐 2차 목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주변 축소 형태의 챔버에 의

다루던 일관되고 구조화된 이젝터 기술 활용을 배경으로 접근하여

해 안내된다. 이 흐름은 1차 노즐의 위치 및 형상(각 및 길이 등)에

단상 소형 구조로 기술의 활용 측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소형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2차 일정 목의 크기에 따라

이젝터는 여러 측면(유동, 성능, 적용 등)에서 중, 대형과는 다른

압력 구배를 다양하게 형성하게 하여 이젝트의 진공 형성 능력에

각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즐 및 믹싱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 목인 디퓨저는 두 번째 목 바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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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tting design parameters for standards
value (unit)
45 mm
12 mm
(4 ~ 14) + 8 mm
3 mm

Table 1 Setting design parameters for standards

Size name (symbol)
Total length (L)
Constant throat length (L1)
Diffuser + Extra length (L2)
Convergent length (L3)
Nozzle exit distance away from constant
neck entry (L4)
Ejector nozzle diameter ( )
Constant throat diameter ( )

나오는 확대형태를 가진다. 확산유체의 거동 환경 조건과 결합되

Mixing chamber angle ()
Diffuser angle by divergent length ()

1.6 ~ 3.0 mm
tan-1(1/3 ~ 3/3)
tan-1(0.5/14 ~ 0.5/4)

Fig. 2 Schematic presentation for a designed small ejector

1.5 ~ 6 mm
1 mm

어 이젝터 용량과 성능에 영향을 준다. 고용량의 이젝터에서는 오
른쪽 디퓨저 출구는 멀티형으로 연결되는 2차 노즐로 구성된다.

3. 소형 이젝터 형상의 모델링 설정
3.1 설계 변수 값의 수준 선정
Fig. 2는 이젝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설계요소를 나타낸 그림이
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 중 기체용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압축공기

(a) modeling

[11]

사용량(Q1)은 상용으로 나온 모델 에서 가장 작은 크기인 1차
노즐의 직경(d1)과 동일하게 1 mm 수준에서 사용되는 주입 압력
(2 ~ 5 bar)에 따라 나타나는 값을 적용하였다[6].
1차 노즐 직경 대비 2차 노즐 직경(d2)의 비(m = d2 / d1)는 챔버
내의 진공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압력 구배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 사용된다. 그리고 소형 이젝트 전체 길이(L)는 표준형 45 mm
로 유지하고 최대 50 mm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며 축소
챔버의 목에 대한 노즐 출구 위치(L4), 축소 챔버의 목, 일정 목

(b) mesh
Fig. 3 A modeling for the computational domain with non-constructed

그리고 디퓨저 목의 길이(순서 상 L3, L1, L2)와 노즐, 축소 챔버,
디퓨저 경사각(순서 상 , , ) 등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

mesh

에서는 각은 tan (0.1/1)로 고정하고 , 의 경사각을 3 ~ 4 수준
-1

으로 하여 처리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모델은 노즐 출구 위치가

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발생되어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축소 챔버 목의 축소 시작 위치에 놓이는 것이며 m 값은 최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유동 연장부를 두었다.

성능 지표(진공 흡입력)에 따라 정했다. 상세한 값은 Table 1에

계산 전 영역은 tetra 모양의 격자를 사용했으며 좋은 계산 품질

정리하였다.

을 위해 벽과 목, 챔버 영역과 같이 급격한 유동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위해 조밀한 비균등 간격 격자를 사용했다. 신뢰할 수 있는

3.2 계산 모델링 설정

계산 결과를 위해 성능 목표치인 진공흡입력 기준으로 일정 편차

수치계산을 위한 기하 모델링 영역은 3D 구조로 주입 노즐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자를 조정하여 절점(node) 기준

믹싱 챔버부, 유입부로 구성되며 Fig. 3 모양의 격자들을 갖는 모

42만3천개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모든 방정식의 수렴 조건은 10-4

양이 된다. 추가적으로 디퓨저의 토출부는 대기압 수준으로 설정

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에 경계조건을 포함한 설정 조건을 나타

이 되어 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냈다.

그러나 일부 유동 영역이 대기압보다 낮은 저압을 갖고 있는 경우

해석 도구는 CFX이며 해석은 정상상태(steady-state)로 하였다.

에는 설정 조건에 따라 계산상 역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직경의

질량 보존, 운동, 난류 방정식이 적용되며. 이젝터 해석에는 중요한

비 m값이 큰 경우 노즐에서 토출되는 저압의 특성을 디퓨저 출구

작동 유체의 흐름 조건에 따라 여러 조건에 적합한 난류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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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5

Table 2 Analysis settings
Conditions

4e+5

Analysis mode

Steady state

2e+5

Working fluid

25℃ air

Turbulence model

 model (intensity 5%)

Inlet

pressure inlet (total pressure)

Outlet

pressure outlet (atmosphere)

Opening

relative pressure

Pressure (Pa)

Parameters

Chamber
zone

Diffuser + Extension
zone

Throat
zone

0
-2e+5

2 bar, d2 = 1.8 mm
2 bar, d2 = 2.2 mm
3 bar, d2 = 1.8 mm
3 bar, d2 = 2.2 mm
4 bar, d2 = 1.8 mm
4 bar, d2 = 2.2 mm
5 bar, d2 = 1.8 mm
5 bar, d2 = 2.2 mm

-4e+5
-6e+5

Contract
zone

-8e+5
-1e+6

사용되지만 본 해석은 2상 유체가 아닌 기체(공기) 이젝터이기 때

0

문에 견고성으로 인해 표준 -ε 모델에 따른다[6].

10

20

30

40

Axial distance in Venturi-ejector (mm)

Fig. 4 Pressure line variations inside the tube by venturi nozzle
according to working pressure and 2nd nozzle diameter

4. 결과 및 고찰

1.0

Non-dimensional suction force

이젝트는 정형화된 형상 기준에서 보이는 성능은 유효한 설계값 사용
범위에서는 효율적이다. 그 유효한 설계 환경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성능
이 빠르게 저하된다. 특히 소형 이젝터 성능은 작동 조건과 함께 최적화
된 여러 가지 기하학적 특성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다. 대부분 노즐부와
믹싱 챔버를 구성하게 되는 중, 대형 이젝트의 기하학적인 조건들과 관련
하여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12].

4.1 주입 및 노즐 출구 조건

d2 = 1.8 mm
d2 = 2.2 mm
0.8

0.6

0.4

0.2
2.0

4.1.1 주입 유체 유량율의 변화의 효과

2.5

3.0

3.5

4.0

4.5

5.0

Working pressure (bar)

Fig. 4는 이젝터의 중심 축선을 따라 사용 유량률(Q1) 및 내부

Fig. 5 Non-dimensional suction force (compared to maximum
value) according to working pressure and 2nd nozzle size

관의 직경(d2)별로 소형 이젝트의 내부 관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주입 구경(6 mm 원터치 피팅 기준)에
25℃ 기준 공기 2 ~ 5 bar를 사용하면 적용되는 질량 유량률은

을 최대값에 대비하여 무차원화로 비교하여 표현했으며 사용압력

0.000791 kg/s ~ 0.001283 kg/s이다. 주입부의 노즐로부터 배압

(유량율)에 비례적인 선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요한 변

이 이루어지는 디퓨저 연장부 끝단까지 각 구성부에서 형성되는

수중의 하나인 2차 노즐의 직경과의 비가 1.8배인 상태를 충족할

압력의 크기를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때 진공 흡입력에서 1.33배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압력들은 1차 노즐에서 급격하게 낮아진 저압으로 토출된 후

4.1.2 노즐 출구 위치 효과

이후 믹싱(mixing) 영역을 거쳐 확산하면서 점차 대기압 수준으로
상승되면서 배기된다. 주입압력에 의한 작동 유량률이 클수록 챔

주입 유체가 믹싱 챔버를 거치는 동안 진공 펌핑 효과를 위해서

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펌핑 능력은 증가되는데 이는 이 부분의

는 노즐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노즐의 출구를 믹싱 챔버의 축소 영

면적대비 나타나는 진공 크기로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챔버 영역

역 입구 가까이에 위치한다. 믹싱 챔버를 구성하는 주변 하우징과

이후 일정 직경을 가진 목(throat)인 2차 노즐 영역 입구에 나타나는

노즐과 출구 형태의 다양한 형상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 챔버

특정 압력(p*) 수준에 따라 진공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키는 환경을

내 노즐 출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저압의 주입 유체 주변으

가지는데 이는 속도 분포, 관 직경 그리고 유량 등과 임계적인 상호

로 유입시키는 유동 공간의 효율성을 제공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관계에 있다. 현재 3 bar를 적용한 사용 유량률 조건에서는 d2 =

있다. 이를 위해 노즐 위치를 믹싱 챔버의 축소 입구면으로 기준하

1.8 mm에서 관 벽에서 속도 손실이 없는 최소 직경이며 Fig. 4에서

여 0, -1.0, 2.5 mm 씩 좌우로 이동시킨 조건을 적용했다. 나머지

는 입구인 8.1 mm 지점에서 p* = -127.5 kPa로 관측되었다.

형상 조건은 기본형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Fig. 6은 3 bar 사용의 기체 유량율을 적용할 때 노즐 위치 변경

Fig. 5는 작동압력 별로 밀폐형 공간에서 유지되는 진공흡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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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on-dimensional suction force

(a)

(b)

(c)

d2 = 1.8 mm
d2 = 2.2 mm

0.8

0.6

0.4

0.2

0.0
backward

center

foward

Nozzle exit position relative to mixing chamber entry

Fig. 7 Non-dimensional suction forces (compared to maximum
value) according to nozzle exit position

1.8 mm의 2차 노즐 진입 조건에 맞는 3 bar 조건의 0.000981
kg/s 임계 유량률이 적용할 때 진공 확보 성능은 크게 상승됨을
볼 수 있다. 이젝터 믹싱 챔버의 축소 목 기준에 대비하여 위치에

(d) vector fields with (c) case

의해 20% 변동 범위 내에서 진공으로 나타나는 성능의 변화가 나

Fig. 6 Isobars and vector field in ejector flow structure by
different nozzle exit positions at the base model with
d2 = 1.8 mm; (a) 1.0 mm forward position, (b) 2.5 mm
backward position, (c) contract entry position and (d)
vector fields of (c) case

타났다.

4.2 믹싱 챔버 형상의 효과
4.2.1 믹싱 챔버 노즐 목 직경 비율

에 대한 믹싱 챔버와 디퓨저를 거쳐 나가는 동안 형성되는 등 압력

믹싱 챔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노즐 목 비율(throat

분포의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즐 출구가 챕버의 축소

ratio)로 이젝터 성능(진공 흡입력)에 사용 유량에 이어 두 번째로

목 입구에 위치하는 경우 (c)와 나머지 다른 두 경우 (a, b)를 비교

중요한 영향을 가졌다. 보통 2차 노즐의 단면적에 대한 주입 노즐

해보면 일정 크기인 2차 노즐의 목에서 완만하게 압력이 발달하는

단면적의 비율로 정의하나 여기에서는 각 단면의 직경 크기의 비

과정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차 노즐 내에서 발생되는

(m)로 대신했다.

저압의 유동이 챔버 안으로 고속으로 토출되면서 주 흐름과 주변

작동압력은 3 bar, 노즐 직경은 1 mm, 노즐 출구 위치는 축소

흐름이 믹싱 챔버의 2차 노즐로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 짧거나 길어

챔버 입구, 기타 조건의 수준은 기본형으로 유지하여 목 직경 비율

지는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압인 주 흐름이 짧아서 직접

에 대한 영향을 1.4 ~ 2.4 배를 주었다. 목 직경 비율(m = d2 /

적인 전단 작용의 유입이 약하거나 길어서 순환 형태의 주변 흐름

d1) 변화에 대한 진공 흡입력 결과는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계속적인 유입 형태에 의한 진공 발생에

높은 진공 흡입력을 기준으로 무차원화 한 것으로 가장 진공흡입

영향을 주게 되어 믹싱 챔버 안에서 빠르게 상대적으로 대기압 수

력이 좋은 조건인 노즐 직경 기준 1.8배의 목 비율을 정점으로 선

준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bar를 사용하는

결국 소형 기체 이젝트의 경우 유량에 의한 속도 그리고 축소

유량율 조건에서 믹싱 챔버 내에서 가변적인 직경 비로 이젝터 성

영역의 크기에 적합한 임계 수준의 흐름 패턴을 유지할 때 가장

능에 영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이젝터

효율성이 좋다. 현재 적용된 제원과 사용조건 그리고 형상에서는

챔버 형상 설계에서 최적의 임계 목을 갖는 성능 지표가 된다.

챔버의 축소 영역 입구에 노즐 출구를 위치시켜 적절한 챔버 공안

최적의 목 직경 비율은 진공흡입력에 따라 나타나는 선형적인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우는 폐쇄형 모델로서 유입

안에서 진공을 유지하는 방법이 좋은 도구가 된다.
또한 채택한 제원과 작동 범위에서는 노즐 출구가 축소 챔버 입

량이 낮아 해당 임계 상태를 충족사키는 목의 직경 비율은 낮은

구에 위치할 때 진공 흡입력이 가장 우수한 것을 Fig. 7의 무차원

편이다. 그러나 하부 일부가 개방되어 유입량(Q2)이 증가하면 이

흡입력의 결과에서 비교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노즐 출구

에 대응되는 적절한 목 비율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1, 2차

위치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단, d2 =

노즐의 목 비율은 믹싱 챔버 내에서 유지되는 흐름 패턴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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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n-dimensional suction forces (compared to maximum
value) according to converging angle at entry of mixing
chamber, 

Fig. 8 Non-dimensional suction forces (compared to maximum
value) according to varying throat ratio using 3 bar
acting pressure

Non-dimensional suction force

그러나 노즐 목 직경 비율(d2/d1 =2.2)이 높을수록 목 길이가 증
가만큼 배압에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믹싱 챔버 내 노즐 목 길이

1.0

변화에 의한 설계 변수로써 영향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최적의
믹싱 챔버 목 비율 조건에서 일정 이상 L1의 길이(16 mm 이상)는

0.9

많은 압력 손실을 발생하여 성능 지표인 진공흡입력에서 많은 감

d2/d1 = 1.8 mm
d2/d1 = 2.2 mm

소가 초래되었다.

0.8

현재의 공기 유량율과 믹싱 챔버를 구성하는 기하학적 변수
중 하나인 챔버 내의 2차 노즐 목의 길이를 연속적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이젝터 설계의 최적화 조건인 d2/d1 = 1.8에 기인하는

0.7
6

8

10

12

14

L1 = 12 mm 값을 얻었다. 그리고 챔버 내 목 단면 비율 크기의

16

최적 상태를 벗어나면 L1의 조건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음을 알

Constant throat length (mm)

수 있었다.

Fig. 9 Non-dimensional suction forces (compared to maximum
value) according to 2nd nozzle throat length, L1

4.2.3 축소 챔버의 경사도
게 되며 이 후 적절한 압력 구배 형성과 함께 배압에까지 영향을

일반적으로 이젝터의 믹싱 챔버 입구 구역부터는 축소형 구조
이며, 경사는 각도 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목의 일정한 단면 구

주게 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역까지 감소한다. 이 각도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을

4.2.2 믹싱 챔버 내 2차 노즐 목 영역 길이

수 있으나 여기서는 수행된 기술적 사례를 기반으로 유사하게
tan    ~ tan    의 27 ~ 59° 범위로 현재 이젝터 설

믹싱 챔버의 2차 노즐 목 길이 L1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믹싱

계에 반영했다[11].

챔버를 구성하는 일부 사양은 앞서 확인된 사항을 기반으로 했으며

Fig. 10과 같이 27°에서 59°의 축소 각도 범위 내에서 6수준

목 길이는 6 ~ 16 mm까지 가변성을 주어 실시했다.
Fig. 9에서 믹싱 챔버 내 2차 노즐의 길이 변화가 영향을 주어

차이를 각도를 두어 테스트했으며 결과적으로 미세한 차이지만

진공흡입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2차 노즐

36.2°의 각도에서 최적의 진공 흡입력을 유지하는 조건에 가장 적

의 길이가 긴 경우는 더 큰 배압을 제공하지만 길이만큼 비례적으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입 압력 3 bar에 최적인 챔버 목

로 진공 발생에 대한 영향으로 주지 않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의 비율인 d2/d1 =1.8 조건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상기 축소 챔

주어진 기체 유량에 의한 챔버 내 흐름의 패턴에 최적인 임계 조건

버 경사도가 가장 좋은 조건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목 비율이 증가

을 제공하는 d2/d1 =1.8에서 이 매개 변수 L1의 효과는 12 mm에

할수록 경사도 변화에 대한 영향은 차이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이

서 최고의 진공흡입력을 제공하고 있다.

젝트 성능은 일괄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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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델을 적용했다.
Non-dimensional suction force

1.00

앞선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촉식 패드를 갖는 소형 이젝트

0.95

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패드 쪽의 유입부에 대한 다양한 조건
d2/d1 = 1.8

0.90

(비접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

d2/d1 = 2.2

유입되는 유체로 인한 활성은 하단부 패드가 일정 간격(틈새)으로

0.85
-1

Diffuser angle () = tan (0.5/L2)

개방하면서 믹싱 챔버 내에서 발달하는 진공에 의한 흡입 효과의

0.80

혼입이 증가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0.75

Fig. 6(c)의 폐쇄형에서 챔버 내의 압력이 낮으며 1차 노즐을

0.70

통과하면서 점차 압력이 상승하여 대기압 수준으로 배압 되는 것
4

6

8

10

12

과는 달리 개방으로 인해 이 과정동안 챔버 내에서는 압력은 진공

14

Diffuser length, L2 (mm)

수준은 유지하지만 거의 대기압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Fig. 11 Non-dimensional suction forces (compared to maximum
value) according to diverging angle at exit of mixing
chamber, 

없으며 두 유체의 혼입 흐름은 폐쇄형보다 더 강해진다. 그러나
2차 노즐을 지나는 동안 압력은 다시 낮아지고 디퓨저에서 감속
과 함께 대기압 수준으로 처리되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개방 조
건에 따른 유입량과의 비교 등을 통해 진공흡입력에 나타나는 영

4.2.4 디퓨저의 길이 및 경사도
이젝터 작동 및 성능은 유입구뿐만 아니라 배출구 경계에서 유

향을 확인하고자 비접촉 조건을 0.3 mm에서 1.0 mm까지 간격

체의 역학적 상태에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조건에 의해 특성이

을 증가시켜 개방 변화 폭을 주었다. 또 다른 조건으로 패드의

결정된다. 그리고 작동 및 유입 유체가 서로 다른 상(phase)으로

개방 경계에 대기압 수준에서 진공 100 kPa까지 변화를 주어 이

구성되어 있다면 팽창 내지 응축 과정에서 축소나 확대와 같은 구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설정하여 다른 진공 장치와의 혼합사용을

조에서는 많은 고려 대상들이 있으나 현재는 상온의 단일 기체로

고려했다.
Fig. 12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하부가 개방된 이젝터 내부 유

서 이러한 문제는 없으며 단순히 구조에 의한 배압의 형성에 의해

체 흐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앞 소절에서 논의했던 진공 발생

이젝터 성능에 대한 영향만이 존재한다.
현재 채택한 모델에서 디퓨저의 길이와 확대 경사도는 가로 길

능력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최적 제원을 기본으로 적

이(L2) 대비 높이 0.5 mm로 설정하여 경사각은 tan-1(0.5/14 ~

용했으며 패드 하단부를 0.6 mm 두께로 개방하고 개방 조건은

0.5/4)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연장부에서 최종 토출압은

대기압으로 주어 계산되어 내부 중심 수직면에 대한 압력 분포,

대기압으로 유지하면서 디퓨저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디퓨저 확

유선흐름, 벡터장으로 표현된 흐름 구조들이다. 하부 개방 면에서

대 각도를 다른 경우로 계산 수행한 결과는 Fig. 11과 같이 나타났

챔버 쪽으로 이루어지는 유입의 과정을 확인가능하다. 특히 개방

다. L2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2.04°에서 7.12°의 범위에서 각도

형에서는 믹싱 챔버의 2차 노즐 영역에서 저압을 2차적으로 발생

를 변화시킬 때 이전에서 확인된 최적의 기타 제원으로 L2 = 12

시키고 있으며 디퓨저 영역에서 빠르게 대기업 수준으로 이루어지

mm인 수준에서 진공 흡입력 성능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는 배압의 특성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2 < 10 mm인 짧은 디퓨저 길이일수록 팽창 각이 커져 흡입력을

Fig. 13은 주입 유량에 의한 흡입 능력으로 개방영역으로부터

위한 챔버의 진공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는 최종 배출 지점에서의

유입되는 유량의 비율을 개방의 폭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 때 적용

경계 조건에 의해 배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받은 것으로

한 이젝터 제원은 동일하게 이전 과정에서 확인한 최적으로 조합

보인다.

된 변수별 수준을 적용하였다. 보조 장치로서 대면적 평판을 비접
촉 상태에서 파지할 목적으로 끝단 갭의 이격을 0.3 mm에서 1.0
mm으로 변화를 주고 그리고 개방면의 경계조건을 0 kPa의 대기

4.3 패드 비접촉 형상에 따른 유입 유체 펌핑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노즐 직경 1 mm에 의한 소형 기체 이젝트

압 수준으로 하여 하부 패드 관을 통과하는 유량률을 계산하여 주

는 적정 작동 유량율을 사용하며 1차 노즐에서 토출된 고속 흐름이

입 유량률과의 비(Q2/Q1)로 나타냈다. 이젝터 하부 패드의 개방

그 경계에서 주로 전단 효과를 통해 주입 유량에 의해 생성 된 저압

부위를 넓힐 때 나타나는 결과로 밀폐형에서 개방이 이루어짐에

영역으로의 흡입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유입 유량을 운동량

따라 유입 비율은 지수적으로 주입량의 85% 수준까지 증가하고

교환에 의해 에너지의 일부로 전달되는 기하학적인 최적 조건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대로 Fig. 13의 내부 관계도는 0.6 mm 틈새의 개방 경계

자 했다. 이때에는 별다른 추가 유입량이 없는 하단부 패드쪽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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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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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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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umping ratio (Q2/Q1) of mixing chamber according to
open gap of pad and opening pressure at pad gap

5. 결 론
본 연구는 벤튜리 특성에 기인한 소형 이젝터의 내부 흐름에 대
(c)

한 구조를 분석하여 진공 흡입력의 성능 개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계 요인들을 수치 해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젝터는 소형으로
45 mm 전체 길이와 1차 노즐 직경 1 mm으로 제한하게 되며 사용
주입 압력으로 적정 주입 유량률을 우선 결정하였다. 이 유량률은
믹싱 챔버 내에서 최적의 초킹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1차 노즐 직
경 대비 2차 노즐의 단면 직경비가 1.8일 때 두 번째로 큰 영향(진
공흡입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Ejector flow structure developed by the optimal suggested
model with 0.6 mm open gap pad; (a) pressure contour,
(b) streamline and (c) vector field

그 외 믹싱 챔버의 형상을 구성하는 요인들인 1차 노즐 출구 위치,
축소 챔버 경사도, 2차 노즐 길이, 디퓨저 경사 등을 여러 수준별로
진공 흡입력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하였을 때 의미 있는 차선의
수준으로 각각 축소 챔버 입구 위치, 27° 경사각, 12 mm 길이,

부위에 대기압 수준에서 점차로 진공 영역으로 변화시키다가 최종

그리고 디퓨저 경사 12 mm 및 2.04°가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밀폐형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유입비율로써 감쇠 지수적으로 현

또한 조합적인 진공 유닛 사용을 위하여 패드의 하부 개방 틈새

저하게 떨어졌다. -100 kPa의 경계 주변 진공 환경에서는 30%

와 주변 압력 변화 조건을 주어 유입 비율에 대한 제어 상태를 검토

이하까지 저하되는 유입비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함으로써 비접촉 파지용으로 진공 패드를 조합 유닛에 장착되어

베르누이(Bernoulli), 보텍스(Vortex), 벤튜리(Venturi) 그리고 코

진공사용 효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안다(Coanda) 등의 물리적 현상들을 이용하는 진공 발생 유닛들
과의 복합 구성을 통하여 진공 흡입력을 향상시켜 파지하고자 할

후기

때 이젝터 유닛을 포함시키는 장치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시사점
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

이젝터 내부 챔버 쪽으로 유입비율을 줄이고 패드 자체가 필요

었습니다.

한 비접촉 간격을 위해 개방을 하고자할 때 경계 주변의 환경이
진공을 유지할 수 있는 패드 끝단(end-effector) 형상 설계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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