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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첨단과학기술은 저비용,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최

근 합성제트 액추에이터(Synthetic Jet Actuator)와 관련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합성제트 액추에이터란 박막이나 

피스톤의 진동을 통해 유동을 주기적으로 흡입하고 분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합성제트 액추에이터는 유동을 공급해주기 

위한 부가적인 장치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고 간단한 형

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주기적인 진

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와류(Vortex)로 인해 별도의 유량 공급

원 없이도 외부 유동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합성제트 액추에이터를 유동제

어나 소형냉각장치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연구로 미루어 볼 때 고출력 합성제트 액추

에이터가 제작된다면, 그 활용성이 좀 더 다양해 질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여러 연구그룹에서 합성

제트 액추에이터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단일 액추에이터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로는 원형출

구 형상의 액추에이터에 대한 Zhong et. al.[2]과 Jain et. al.[3]

의 연구가 있다. Zhong et. al.[2]과 Jain et. al.[3]은 각각 피스

톤과 Piezo-electric 구동 방식의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구를 실험과 계산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액추에이터의 형상 

및 작동조건 변화에 대한 유동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배열된 

액추에이터의 성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Kim and Kim[4]과 Lee 

et. al.[5]의 연구가 있다. Kim and Kim[4]과 Lee. et. al.[5]은 합

성제트 액추에이터의 배열과 액추에이터간의 위상각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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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동제어 성능변화를 계산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단일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

해 기존의 단일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구조물을 부착시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uo and Xia[6]는 합성제트 액추에이

터의 출구에 Baffle plate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부착하여 액추

에이터의 유량공급 성능을 향상시켰다. Murata Manufacturing 

Co.[7]는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하여 

소형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Micro Blower라는 제품을 개

발하였다. 하지만 추가적인 유로의 형상변화가 합성제트 액추

에이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과 실험을 활용하여 기존의 합성제

트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한 유량 공급 장치의 

유동특성을 분석하고, 유로의 형상변화에 따른 장치의 유량공

급성능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2.1.1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량 공급 장치에 의해 발생된 유량의 

최대유속은 16 m/s이고, 이는 마하수 0.05이하의 비압축성 유

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량 공급 장치의 박막은 0.5 mm의 

작은 변위를 보이고, 이로 인한 내부 부피변화역시 작기 때문

에 비압축성 유동가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방정식에 대한 해석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위첨자 ( )는 레이놀즈 평균

값을 나타낸다.

∇∙   (1)




∙∇  ∇∇

 (2)

비압축성 방정식의 속도장과 압력장을 연결시키기 위해 가

상 압축성(pseudo compressibility) 방법[8]을 도입하였다. 비정

상 유동해석을 위해 이중 시간전진 기법(dual time stepping)을 

적용하였다. 가상 압축성 방법과 이중 시간전진 기법을 적용

한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이때 는 가상 압축성 상수

(pseudo compressibility parameter)를 나타내고 는 가상 시간

(pseudo time)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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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제트 액추에이터의 난류유동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Menter[9]의 k-w SST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k-w SST 난류 

모델은 blending function 을 활용하여 k-w 모델과 k-  모델

을 조합하였으며 그 형태는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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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정식의 비점성항 계산은 플럭스 차이 분할기법(flux 

difference splitting) 방법에 기초한 풍상차분법을 사용하였고, 

점성항은 2차 정확도를 갖는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여기

서 고차의 공간정확도를 위해 MUSCL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

간 전진은 내재적 시간 적분법인 LU-SGS 방법[10]을 사용하

였다. 계산에 사용된 코드는 in-house 코드로 충분히 검증되었

다[11].

2.1.2 Piezoelectric-driven diaphragm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성제트 액추에이터는 Fig. 1과 같이 

63.5 mm의 직경을 갖는 원형 piezoelectric-driven diaphragm이 

좌·우에 부착된 형태를 갖는다. Piezoelectric-driven diaphragm

에 전압을 가할 경우 박막이 진동하게 되고, 이러한 진동에 

의해 유체의 흡입과 분출이 반복되게 된다.

박막의 진동은 박막이 움직이는 속도를 직접 대입하는 경

계조건을 통해 모사하였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cos (8)

   l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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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thetic jet based flow supplying device

여기서 , , 는 각각 박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시

간, 박막의 직경을 나타낸다. ∆는 박막 중심의 최대변위를 

나타내며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박막의 형상

을 나타내는 함수인 은 Mane et. al.[12]이 실험과 계산

을 통해 검증한 식을 적용하였다. 위 경계조건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박막의 움직임을 모사했기 때문에 합성제트 액추에

이터의 유동특성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2 코드 검증

2.2.1 검증 대상

해석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직사각형 출구형상을 

가진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한 유량 

공급 장치에 대한 해석과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과 실

험에 사용된 유량 공급 장치의 형상 및 작동조건은 Table 1 

및 Fig. 1과 같다.

2.2.2 검증 결과

코드 검증은 추가적인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유

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Fig. 3)와 부착한 경우(Fig. 4)에 대

한 해석과 실험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해석은 유량 

공급 장치의 중심인 z축을 기준으로 대칭해석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는 열선유량계(hot-wire)를 이용하여 측정한 속력을 

합성제트 액추에

이터의 형상 및 

작동조건

출구 높이 (h1) 2.00 mm
출구 폭 (d) 1.50 mm
액추에이터 높이 (H) 7.25 mm
액추에이터 폭 (w) 7.00 mm
진동수 (f) 100 Hz
진폭 (∆) 0.50 mm

추가적인 

유로 형상

흡입유로 길이 (L) 12.00 mm
흡입유로 너비 (Y) 1.50 mm
배출유로 너비 (X) 1.50 mm
배출유로 길이 (T) 1.50 mm

Table 1 Shapes and operating conditions

Fig. 2 Time averaged velocity magnitude profile along z-axis

사용하였다. z축을 따라 측정한 시간에 대한 평균속력을 나타

내는 Fig. 2를 통해 해석과 실험이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z = 3 ~ 15 mm 범위에서 추가적

인 유로를 부착시킨 유량 공급 장치가 좀 더 높은 속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추가적인 유로의 영향 분석

앞서 코드 검증과정을 통해 기존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시킬 경우 좀 더 빠른 속력을 갖는 유

동을 분출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유량 공급 장치 주변의 유동장을 

Fig. 3 와 4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우선 합성제트 액추에이터가 유동을 불어줄 경우 Fig. 3(a)

와 같이 액추에이터 출구에서 형성된 와류가 출구 중심선을 

따라 분출된다. 이때 와류에 의해 출구 좌·우의 유동은 출구

중심방향으로 모인 후 와류와 함께 분출되게 된다. 이와 반대

로 합성제트 액추에이터가 유동을 흡입할 경우 Fig. 3(b)와 같

이 출구 좌·우의 유동이 출구 중심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흡입

되는 유동장이 형성된다. 이때 유동의 배출과정에서 형성된 

와류가 전파되는 속도가 감소하고, 출구 중심선상에 정체점

(stagnation point)이 형성된다.

Fig. 4와 같이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의해 흡입되는 유동

의 유선을 따라 추가적인 유로를 형성시켜 줄 경우, 유동의 

배출과정이 외부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지한 채로 유동의 

흡입과정이 외부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선 Fig. 4(a)와 같이 유동을 불어주는 과정에서는 흡입유로 

내부에 추가적인 와류가 형성되고, 이러한 와류가 벽과 같은 

역할을 하여 대부분의 유동이 배출유로를 따라 분출되게 된

다. 반면 유동을 흡입하는 과정에서는 배출유로(outflow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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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owing phase (b) Suction phase

Fig. 3 Flow field around synthetic jet actuator without flow path

(a) Blowing phase (b) Suction phase

Fig. 4 Flow field around synthetic jet actuator with flow path

Fig. 5 Volume flow rate at each flow path

와 흡입유로(inflow path)를 통해 유입된 유량들이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의 출구(orifice)에서 합쳐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각 

유로에서의 유량특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Fig. 5와 

같이 각 유로를 따라 흐르는 체적유량을 비교해보았다. Fig. 5

에 의하면 배출유로에서는 토출유량이 흡입유량에 비해 큰 

값을 보였고, 흡입유로에서는 토출유량에 비해 흡입유량이 큰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배출유동과 흡입유동의 비대칭성은 

유동의 흡입과정이 유동의 배출과정에서 형성된 와류에 미치

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을 강

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4 유로의 형상변화에 따른 성능변화 분석

유로의 형상변화가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Fig. 6 Calculation of the device performances

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총 네 개의 형상변수에 대

한 인자연구(parameter study)를 수행하였다. 이때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은 평균 속력과 체적유량으로 선정하였고 Fig. 6

와 같이 구해지게 된다. 평균 속력은 z축을 따라 측정한 최대

속력 값들의 평균을 통해 얻어지고, 장치가 유량을 얼마나 멀

리 퍼트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체적유량은 x축을 따

라 적분한 z축 방향 평균속도와 출구 폭(43 mm)의 곱을 통해 

구해지며, 장치가 얼마나 많은 유동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가 된다. 두 성능변수 모두 높은 값을 가질수록 고

성능 유량 공급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4.1 인자연구 분석 결과

유로의 형상변화에 대한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변화는 Fig. 

7과 같다. 각 인자의 변화에 대한 공통적인 성능변화를 살펴

보면, 출구(z = 0 mm)에서 0의 체적유량을 나타내는 합성제

트 액추에이터(SJA)와는 달리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한 유량 

공급 장치들은 평균적으로 불어주는 체적유량을 발생시킨다. 

또한 적절한 형상의 유로구조물이 부착된 유량 공급 장치는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주어진 

인자연구 범위 내에서 평균 속력과 z = 3 mm에서의 체적유

량은 각각 최대 9.2% 와 42.7%의 성능향상효과를 가져다주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유로형상이 합성제트 액

추에이터의 흡입과정의 세기를 감소시키고, 장치의 성능을 향

상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로의 길이와 관련

된 인자인 흡입유로의 길이(L/d)와 배출유로의 길이(T/d)를 살

펴보면, 두 인자의 변화와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Fig. 7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흡입유

흡입유로 길이 (L/d) 1, 4, 8 (baseline), 12
흡입유로 너비 (Y/d) 0.5, 1 (baseline), 2, 4, 6, 8
배출유로 너비 (X/d) 0.5, 1 (baseline), 1.5, 2
배출유로 길이 (T/d) 0.5, 1 (baseline), 2, 3

d = 1.5 mm (합성제트 액추에이터 출구 폭 )

Table 2 Shap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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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x-directional velocity contour and streamlineswith various 
flow path length (45 deg.)

로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배출유로의 길이가 감소할 경우 평

균 속력과 체적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유

로의 저항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유량 공급 장치와 

같이 병렬로 구성된 유로 시스템에서 특정 유로의 길이가 길

어지게 되면 해당 유로를 따라 흐르는 유체에 작용하는 저항

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증가한 저항은 해당 유로에서의 유속

과 유량을 감소시킨다. 유량 공급 장치의 경우 흡입유로의 길

이가 충분히 길지 않거나 배출유로의 길이가 충분히 짧지 않

으면 Fig. 8의 small L/T과 같이 흡입유로를 통해 화살표 방향

의 유량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흡입유로의 길이

에 대한 배출유로의 길이가 충분히 크면(large L/T) 이러한 유

량손실이 사라진다. 즉, 배출유로 저항에 대한 흡입유로 저항

Fig. 9 Velocity magnitude contour and streamlines with various 
flow path width (90, 270 deg.)

의 비율(L/T)을 증가시킬수록 유량 공급 장치는 더 높은 성능

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로의 너비와 관련된 인자인 흡입유로 너비

(Y/d)와 배출유로 너비(X/d)는 각 인자의 변화에 대한 유량 공

급 장치의 성능변화가 비선형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을 Fig. 7

을 통해 확인하였다.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유로의 길이

와 관련된 인자들과는 달리 유로의 너비와 관련된 인자들이 

비선형적인 거동을 보이는 이유는 유동의 흡입과정과 배출과

정에서의 유선을 나타내는 Fig. 9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

선 흡입유로의 너비가 커지게 되면 유로 내부에서 형성되는 

와류가 커지게 된다. 만약 이러한 와류가 Fig. 9의 high Y/d와 

같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와류는 유동의 배출과정 뿐만 아니

라 흡입과정에서도 유지되게 된다. 또한 와류의 크기변화가 

유로의 형상 저항 계수(loss coefficient)를 변화시키고, 최종적

으로 유로의 비선형적인 거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배출유로의 경우 배출유로의 너비가 커지게 되면(high X/d) 

Fig. 7 Time averaged volume flow rate and averag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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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내부에서 형성되는 와류가 빨리 사라지게 된다. 이때 유

량 공급 장치가 충분히 넓은 배출유로의 너비를 가지면 합성

제트 액추에이터에서 배출되는 유동뿐만 아니라 흡입유로를 

통해 유입되는 유동이 함께 배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유동특

성은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향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어진 해석범위 내에서의 인자연구를 통해 유로의 너비변

화가 유로의 길이변화에 비해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과 함께(Fig. 7), 유로의 너비 변화

에 의한 유량 공급 장치의 비선형적인 성능변화를 정량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응표면모델

(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구성해 보았다.

2.4.2 반응표면모델 분석 결과

반응표면모델 분석을 위한 설계 인자는 유로의 너비(Y/d, 

X/d)이며, 목적함수는 z = 3 mm에서의 체적유량과 평균 속력

이다. 인자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표면모델을 구성하

기 위해 Table 3와 같이 총 30개의 표본점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반응표면모델은 식 

(10) 및 Table 4와 같다.

or        


 
 

 
 




 


 

 


(10)

     ,  

체적유량과 평균 속도 관계식을 Fig. 10과 같이 가시화 할 

경우 각각의 흡입유로 너비에 대해 최대의 체적유량과 평균 

배출유로 너비 (X/d) 0.5, 1, 1.5, 2, 2.5, 3
흡입유로 너비 (Y/d) 0.5, 1, 2, 4, 6

L/d = 8, T/d = 1

Table 3 Sample points

≡   (Adj. Rsquare = 0.99)
a0 = -8.6662E-05 a1 = 9.6981E-05 a2 = 6.0969E-04
a3 = -8.5483E-05 a4 = 2.8631E-05 a5 = -3.5199E-04
a6 = 2.1026E-05 a7 = -1.1440E-05 a8 = 4.2762E-05
a9 = 6.1716E-05 a10 = -1.5156E-06 a11 = -5.6164E-07
a12 = 4.4321E-06 a13 = -1.4000E-05 a14 = -3.9367E-07

≡  (Adj. Rsquare = 0.97)
a0 = -1.8554 a1 = -1.4906 a2 = 37.1332
a3 = -1.1183 a4 = 2.1843 a5 = -31.8976
a6 = 0.4306 a7 = -0.6562 a8 = 0.3612
a9 = 10.5283 a10 = -0.0373 a11 = 0.0272
a12 = 0.0772 a13 = -0.1676 a14 = -1.2132

Table 4 Polynomial coefficients

(a) Volume flow rate (b) Average velocity

Fig. 10 Contour of the response

Fig. 11 Maximum performances at each Y/d

속력을 발생시키는 배출유로 너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해지게 된다면 유량 공급 장치의 크기를 결정짓는 흡입유로

의 너비( )가 정해지게 된다. 이때 주어진 흡입유로 

너비에 대해 최대 성능을 내는 배출유로 너비는 아래와 같이 

목적함수(or)에 대한 배출유로 너비( )의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11)

Fig. 11은 각각의 흡입유로 너비에 대한 식 (11)의 해를 구

한 그림이다. Fig. 11을 통해 주어진 흡입유로 너비에서 최대 

체적유량과 최대 평균 속력은 서로 다른 배출유로 너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흡입유로의 너비변화에 대한 체적

유량과 평균 속력의 변화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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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흡입유로가 증가할수록 체적유

량은 증가하지만 평균 속력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주어진 제한조건과 중요시하는 유량 공급 장

치의 성능에 따라 흡입유로의 너비와 배출유로의 너비를 선정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해석범위 내에서 최대 체적

유량과 평균 속력은 Table 5와 같은 조건에서 발생하였다.

3. 결  론

기존의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한 유

량 공급 장치의 유동특성을 분석하고, 유로의 형상변화에 따

른 장치의 유량공급성능변화를 파악하였다. 먼저,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의 출구에 추가적인 유로를 부착시킴으로써 액추

에이터의 흡입과정이 외부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로의 형상이 유량공

급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로의 길이 및 유로

의 너비와 관련된 네 개의 형상변수에 대한 인자연구를 수행

하였다. 인자연구를 통해 합성제트 액추에이터에 유로를 부착

시킬 경우 유량 공급 장치의 출구에서 평균적으로 불어주는 

유량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로의 길이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유량이 배출되는 유로의 길이에 대한 유량이 흡

입되는 유로의 길이의 비율(L/T)이 클수록 유량공급성능이 증

가하는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반면 유로의 너비와 관련

된 변수들은 유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영향으로 인해 

형상변수의 변화에 대한 유량공급성능변화가 비선형적인 특

성을 나타낸다. 유로의 단면적 변화에 의한 비선형적인 유량

공급성능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반응포면모델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주어진 흡입 유로 너비에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토출 유로 너비를 구하였다. 이때 흡입유로의 변

화에 대한 체적유량과 평균 속력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부터 적절한 유로 형상 설계를 통해 유량 

공급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2014년도 BK21 플러스 사업 및 서울대학교 항

공우주신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UE144017GD)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성능 X/d Y/d
체적유량 6.841E-4 m3/s 2.965 6.0
평균 속력 12.815 m/s 1.082 0.5

L/d = 8, T/d = 1

Table 5 Maximum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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