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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jector system is one of fluid machinery which can entrain the fluid in low pressure part and transport it to 
the higher pressure part. The ejector system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high-vacuum 
state, fluid transport, thrust augmentation, etc. It can transport a large capacity of fluid with relatively small 
device of no any moving parts, and thus seldom causes mechanical troubles. However, the conventional 
ejector system has been pointed out that its overall efficiency is quite low compared with other fluid 
machinery since it is derived by only the pure shear stresses. In the present study, 4, 6, and 8 lobed petal 
nozzles with a design Mach number of 1.7 are adopted as a primary nozzle to improve the ejector 
performance, and are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circular nozzle. The static pressures along the diffuser 
wall are measured to qualify the flow field inside the supersonic petal ejector system. 

1. 서 론 

이젝터는 고압의 유체가 노즐을 통과할 때 발
생하는 제트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저압부의 
유체를 고압부로 압축하여 수송하는 유체기계이다. 
이젝터는 보통 1 차 구동노즐, 혼합부 및 디퓨저로 
구성되어 있으며(1), 1 차 구동노즐에서 발생하는 제
트의 전단작용 및 압력강하에 의하여 저압부의 2
차 유동을 흡인하거나 압력상태를 변화시킨다. 이
젝터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내부에 활동부분

을 가지지 않으므로 비교적 고장의 요소가 적고, 
소규모의 장치로 대용량의 유체를 압축, 수송할 
수 있으며, 유지 및 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장점 
때문에 현재 V/STOL 항공기의 추력증강(2), 고고도 
상태 시뮬레이션 장치(3)를 비롯하여 연소장치(4), 

냉동 및 공기조화(5), 환기 및 탈취(6), 식품제조(7), 
소음저감 설비(8)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젝터

의 구동은 제트와 주변유체간의 순수한 운동량 교
환에 의존하게 되므로 다른 유체기계에 비하여 효
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이젝터의 사용형태는 주로 2 차유동

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추기펌프형과 2 차 정체

실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진공펌프형으로 구분하

며, 2 차측의 압력 및 유량은 이젝터의 구동 및 운
전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2 차측의 압력 및 유
량은 이젝터의 전체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젝터의 낮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문헌(9)에서는 초음속 이젝터의 성능에 미치는 이
젝터 내부의 노즐, 덕트 및 디퓨저의 기하학적 형
상 변화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 문헌(10,11)에서

는 초음속 이젝터의 혼합성능 향상을 위하여 구동

노즐 출구부분에 믹서로브(mixer lobe)를 적용하여 
믹서로브의 형상변화가 이젝터의 추기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문헌(12)에서는 다양한 
구동노즐의 형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젝터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노즐형상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젝터 내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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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행하여지지 않았

고, 단순한 이론적 예측이나 이젝터 벽면에서의 
압력측정에 의한 내부유동장의 1 차원적 추론에 
그쳤다. 또, 1 차 구동노즐의 형상변화가 초음속 이
젝터의 성능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성적으

로 해석되는데 불과하며, 이론적 해석이나 정량적 
평가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차 구동노즐에서 발생하는 제
트와 주위 유체와의 전단작용을 증대시키기 위하

여, 노즐출구의 형상을 꽃잎모양으로 한 페탈노즐

을 구동노즐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페탈 노즐로부

터 방출되는 초음속 유동은 Fig. 1 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출구 단면 꽃잎모양의 주축과 
보조축에서 유동의 특성길이가 다르게 되므로, 유
동방향의 강한 와류를 형성한다. 따라서, 1 차 구동

노즐로 페탈노즐을 채용시 초음속 제트 내부로 주
위 유체의 혼입은 크게 증가하여 이젝터의 성능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에서는 동일 설계마

하수의 초음속 원형 노즐 및 로브의 개수를 4, 6, 8
개로 한 페탈 노즐을 구동노즐로 사용하여, 구동

노즐의 형상 및 작동압력비와 2 차측 압력/유량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노즐출구와 이젝터 목 사이의 
내부 유동특성이 이젝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1 차 구동노즐 
Fig. 1 과 Table 1 은 본 실험에서 채택된 노즐의 

상세형상 및 치수를 나타낸다. 노즐의 형상은 동
일한 설계마하수(Md=1.7)를 갖는 원형 및 4, 6, 8 개

의 로브를 갖는 페탈 형상이다. 페탈노즐은 축소

부, 목, 확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에서의 단면 
형상은 원형이지만, 노즐 확대부는 꽃무늬 형상이

다. 즉, 노즐 확대부가 시작되는 부분의 단면 형상

은 원형이며, 확대부의 형상은 노즐 하류방향으로 
점점 꽃무늬의 형상을 띈다. 본 연구에서는 꽃무

늬노즐 출구에서 특성길이가 긴 축을 주축, 짧은 
축을 보조축으로 명명하였으며, 주축은 노즐 목직

경보다 크지만, 보조축은 목직경보다 작게 설계하

였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2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의 개략

도를 나타낸 것으로, 압축기, 1 차/2 차 정체실, 이
젝터, 계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차 정체실 
에 저장된 압축공기는 1 차 구동노즐을 통과하여 
가속되며, 분류 주변에 생기는 강한 전단력으로 2 
차유동을 흡인하게 되어 2 차 정체실의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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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chematics of nozzle geometry 
 
 

Table 1 Nozzle Geometric Parameters 

Secondary 
chamber

200

Computer

106
Drain

103

D

Screw
Compressor

5

Dth

Pressure  
Tranducer

Do

Digital Manometer

Primary 
chamber

Reservoir
1.5MPa
15m3

P0s

0pP

  
Fig. 2 Schematics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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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 된다. 또, 2 차측의 유량 측정시에는 2
차측은 대기상태이다. 노즐로부터 방출되는 1 차유

동과 2 차 흡인유동은 이젝터 혼합부에서 혼합되

어 이젝터 노즐과 디퓨저를 통과하여 대기로 방출

된다. 본 연구에서는 1 차 구동노즐의 작동압력비

를 p0p/pa=2.0~10.0, 디퓨저의 목면적(Ath)과 구동노

즐의 목면적(An)의 비인 이젝터 목면적비는 
Ψ(Ath/An)=2.9, 6.0, 9.0 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 차 정체실의 압력변화 
Fig. 3 은 이젝터 목면적비가 각각, Ψ(Ath/An)=2.9, 

6.0, 9.0 로 일정하고 작동압력비(p0p/pa)를 증가시키

는 경우, 구동노즐의 형상이 2 차 정체실의 압력상

태(p0s/pa)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목면적비가

일정한 경우, 이젝터의 작동압력비가 증가할수록 2
차 정체실의 압력은 감소하다가 어느 일정 작동압

력비에서 최소값을 갖으며, 목면적비가 Ψ=2.9 와 
Ψ=6.0 인 경우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이 경우, 유동은 문헌(13)에서 규명한 바와 같
이, 구동노즐로부터 발생한 부족팽창 제트유동이 
이젝터 혼합부에서 재순환 유동을 일으켜 2 차 정
체실로 역류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디퓨저의 유
동이 초크되기전의 구간에서는 일정 작동 압력비

에서 목면적비가 작을수록 2 차 정체실의 압력은 
낮다. 한편, 작동압력비가 일정한 경우, 2 차 정체

실의 압력은 구동노즐의 형상과 목면적비에 따라 
다르다. Ψ=2.9 의 경우, 일정 작동압력비에서 2 차 
정체실의 압력은 구동노즐이 원형노즐인 경우가 
가장 낮으며, 8-L, 6-L, 4-L 페탈노즐의 순으로 낮다. 
Ψ=6.0 의 경우, 2 차 정체실의 압력은 작동압력비 
p0p/pa=2.0~4.0 에서 Ψ=2.9 의 경우와 같지만, 
p0p/pa≥4.0 에서는 원형노즐, 4-L, 8-L, 6-L 페탈노즐 
순으로 낮아진다. 또, Ψ=9.0 의 경우는 작동압력비 
전구간에서 원형노즐, 4-L, 8-L, 6-L 페탈노즐 순으

로 낮다. 
 

3.2 2 차측의 질량유량비 변화 
Fig. 4 에는 이젝터 목면적비가 각각, 

Ψ(Ath/An)=2.9, 6.0, 9.0 로 일정하고 구동노즐의 형
상을 변화한 경우, 2 차측의 흡인유량비와 이젝터 
작동압력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의 종축은 
이젝터 혼합부로 유입되는 질량유량 sm& 를 구동

노즐의 질량유량 pm& 로 무차원화하였다. 이 때, 

pm& 은 구동노즐의 설계마하수가 Md=1.7 인 경우, 

목을 통과하는 초크유량이다. 그림에서 작동압력

비가 일정한 경우, 이젝터 목면적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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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Ψ( Ath/An)=9.0 

Fig. 3 Effect of nozzle configurations on secondary 
chamb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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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유량비( sm& / pm& )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Ψ=2.9 인 경우, 2 차측 흡인유량비는 p0p/pa=2.0 에서 
최대가 되며, 작동압력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원형노즐은 p0p/pa≒9.0, 4-L 페탈노즐의 경우, 
p0p/pa≒5.0, 그리고, 6-L 및 8-L 페탈노즐의 경우에

는 p0p/pa≒7.0 에서 2 차측 유동은 역류한다. 또, 
Ψ=6.0 인 경우와 Ψ=9.0 인 경우에도 작동압력비가 
증가할수록 질량유량비는 증가하다가 어느 작동압

력비에서 질량유량이 최대가 된다. 그림에서 이젝

터 목면적비가 증가할수록 2 차 흡인유량비가 최
대가 되는 작동압력비가 증가하는 것은 목면적이 
클수록 이젝터 혼합부의 벽면에 발생하는 충돌분

류의 재순환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 작동압력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작동압력비가 증가할수

록 2 차 흡인유량이 최대가 되고 이후에 다시 감
소하는 것은 2 차 유동이 이젝터 목 상류의 어느 
위치에서 초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작동

압력비가 일정하고 목면적비가 일정한 경우, 2 차

측 질량유량비와 작동압력비의 관계는 구동노즐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된다. Ψ=2.9 의 경우, 일정 작
동압력비에서 2 차측 질량유량비는 원형 구동노즐

의 경우가 가장 높으며, 8-L, 6-L, 4-L 페탈노즐의 
순서를 갖는다. 그러나, Ψ=6.0 와 Ψ=8.0 의 경우에

는 질량유량비가 원형노즐, 4-L, 6-L, 8-L 페탈노즐

의 순서로 높다. 
2 차 정체실의 압력변화와 2 차측의 질량유량비

변화에서 페탈구동노즐의 성능이 원형구동노즐에 
비하여 낮은 것은 원형노즐의 경우 노즐출구에서 
제트유동이 주위 공기와 바로 접촉하는 반면, 페
탈노즐에서는 로브사이의 유효면적이 제한되어 노
즐출구에서 제트와 주위 공기와의 전단작용을 차
단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디퓨저 벽면의 정압분포 
Fig. 5 에는 이젝터 내부의 유동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목면적비가 Ψ=2.9 로 일정하고 작동압력

비가 p0p/pa=2.0~10.0 인 경우, 이젝터 벽면의 정압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5 의 횡축은 구동노즐의 
출구를 원점으로 하는 하류방향의 거리 x 를 원형

노즐의 직경 De 로 무차원화한 값이며, 종축은 이
젝터 벽면의 정압 pw 를 구동노즐의 공급압력으로 
무차원한 국소정압이다. 그림에서 이젝터 목의 위
치는 x/De≒9.8 이다. 작동압력비의 전 영역에서 
이젝터 목을 지나는 유동은 목에서 초크를 하며, 
p0p/pa=가 증가함에 따라 이젝터 목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하류로 이동한다. 

Fig. 6 에는 구동노즐의 형상이 원형노즐과 4-L, 
6-L, 8-L 페탈노즐인 경우에 대하여 과팽창인 상태

(p0p/pa=4.0)와 부족팽창인 상태(p0p/pa=9.0)인 제트유

동이 이젝터 내부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

다. 목면적비가 Ψ=2.9 인 경우, 구동노즐의 과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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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Ψ( Ath/A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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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Ψ( Ath/A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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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Ψ( Ath/An)=9.0 

Fig. 4 Effect of nozzle configurations on mas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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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족팽창 상태에서 모두 이젝터 목에서 강한 
충격파가 발생하지만, 목면적비가 커지면, 구동노

즐의 부족팽창 상태에서 약한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림으로부터 이젝터의 작동압력비가 동일한 경우, 
이젝터의 목면적비에 따라 충격파의 발생 위치나 
강도 및 디퓨저내의 유동은 달라진다. 즉, 이젝터 
목면적비가 증가할수록 충격파는 이젝터 목의 상
류로 이동하며, 충격파의 강도는 약해진다. 또, 이
젝터 목의 상류에서 정압분포는 페탈노즐의 경우

가 원형노즐의 경우에 비하여 높고, 4-L, 6-L, 8-L 
페탈노즐의 순서로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초음속 페탈 이젝터에서 1 차 구동

노즐의 형상이 2 차 정체실의 압력 및 2 차측 흡인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
었다. 

(1) 이젝터 목면적비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 2 차 
정체실의 압력값은 이젝터의 작동압력비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다가 어느 최소값을 갖고, 다시 증
가한다. 또, 디퓨저의 유동이 초크되기전의 구간에

서는 일정 작동 압력비에서 목면적비가 작을수록 
2 차 정체실의 압력은 낮다. 

(2) 작동압력비가 증가할수록 2 차측의 질량유량비

는 증가하다가 어느 작동압력비에서 질량유량비는 
최대가 되며, 이젝터 목면적비가 증가할수록 2 차

흡인유량이 최대가 되는 작동압력비의 값은 커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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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Ψ( Ath/A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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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Ψ( Ath/A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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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Ψ( Ath/An)=9.0 

Fig. 6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along the      
diffus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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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along the      
diffus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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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탈 구동노즐에서 로브사이의 유효면적이 
제한된 경우, 2 차 정체실의 압력변화와 2 차측의 
질량유량비 변화에서 페탈노즐의 성능은 원형노즐

에 비하여 낮다. 

(4) 2 차목의 유동이 초크하지 않은 범위에서, 2 차 
정체실의 압력은 4-L 페탈구동노즐의 경우가 6-L 
및 8-L 페탈노즐의 경우에 비하여 낮고, 2 차측의 
질량유량비는 4-L 페탈구동노즐의 경우가 다른 페
탈노즐의 경우에 비하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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