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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acoustic streaming, experimental setup of 3-D 
stereoscopic PIV(particle imaging velocimetry) was designed and quantitative ultrasonic flow fields in 
the gap between the ultrasonic vibrator and heat source were measured. Utilizing acoustic streaming 
induced by ultrasonic vibration, surface temperature drop of cooling object was also measured. The 
study on smart cooling method by acoustic streaming induced by ultrasonic vibration was performed 
due to the empirical relations of flow pattern, average flow velocity, different gaps, and enhancement 
on cooling rates in the gap. Average velocity fields and maximum acoustic streaming velocity in the 
open gap between the stationary cylindrical heat source and ultrasonic vibrator were experimentally 
measured at no vibration, resonance, and non-resonance. It was clearly observed that the enhancement 
of cooling rates existed owing to the acoustic air flow in the gap at resonance and non-resonance 
induced by ultrasonic vibration. The ultrasonic wave propagating into air in the gap creates 
steady-state secondary eddy called acoustic streaming which enhances heat transfer from the heat 
source to encompassing air. The intensity of the acoustic streaming induced by ultrasonic vibration 
experimentally depended upon the gap between the heat source and ultrasonic vibrator. The ultrasonic 
vibration at resonance caused the increase of the acoustic streaming velocity and convective heat 
transfer augmentation when the flow fields by 3D stereoscopic PIV and temperature drop of the heat 
source were measured experimentally. The acoustic streaming velocity of air enhancement on cooling 
rates in the gap is maximal when the gap agrees with the multiples of half wavelength of the ultra-
sonic wave, which is specifically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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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향유동은 고주파 가진에 의해 진동체와 멤브레

인 및 벽과 같은 물리적 경계 표면에서 생성되는 

와류(eddy) 구조의 정상유동 상태의 공기 대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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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이 음향유동은 자유 공간에서의 음파의 공

간적 감쇠와 매질과 진동체 사이의 대체적으로 무

시할 수 있는 마찰로 인해 생성된다. 
음파의 흡수와 산란이 파의 전파 과정에서 음파

의 감쇠를 야기시킨다. 고주파수 음장에서 음파의 

전파와 연관된 손실은 일반적으로 무시될 수 있지

만 대량의 정상유동 상태의 공기 회전 운동을 생성

하기에 충분한 중요한 압력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이런 유형의 유동은 고점도의 매질에서 흔히 발생

한다. 
음성같은 일반적인 음파가 대기 중에 전파될 경

우 공기는 파동을 전달하는 매체로 파동 전파에 의

해 생기는 공기 입자의 움직임은 수십 μm 이내이

다. 이 경우 음파전파에 따른 대류에 의한 열전달 

효과의 향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초음파 전파의 경

우에는 수십 μm 이내의 1차의 주기적인 공기분자

의 운동 외에 음향유동이라 불리는 2차적인 와류의 

공기유동이 생성된다. 이러한 2차적인 공기유동의 

생성의 원인은 음파와 물리적인 장애물 사이의 마

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알려져 있다(1). 
저주파 음파의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의 손실이 

무시할 정도로 작지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손실은 증가하며 특히 초음파의 경우에는 고속의 

와류를 생성할 정도로 에너지 손실은 커진다(2). 음

향유동은 경계층 이내에서 발생하는 내측 음향유동

과 내측 음향유동에 의해서 유도되는 외측 음향유

동으로 구분된다. 
열전달 효과의 상승은 대량의 공기유동을 유발하

는 외측 음향유동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 연구는 이

런 종류의 근 경계(near-boundary)음향유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대량의 회전성을 가진 정상 상태의 

2차 공기 유동을 야기시키는 와류 구조의 음향유동

은 특히 대류 열 및 물질 전달에서의 에너지 이송

률 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다.  
음향유동에 관한 연구는 Faraday(3)에 의해 처음

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론적인 해석은 Lighthill(1), 

Rayleigh(4), Schlichting(5), Nyborg(6)에 의해 이론적

으로 정립되었다. Jackson(7)은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되는 음향 유동에 관한 유동가시화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Gopinath 및 Mills(8)는 

Kundt 관의 양 끝의 음향유동에 의해 야기되는 대

류 열전달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Nguyen(9)는 초

음파 굽힘 진행파(flexural traveling wave)에 의해 유

도된 음향유동의 MEMS 적용에 대해 연구하였고 

Gould(10)는 초음파에 의해 유도된 음향유동이 존재할 

때 고체와 유체의 경계에서의 열전달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Vainshtein et al.(11), Uhlenwinkel et al.(12), 
Chen et al.(13), Ro 및 Loh(14), Loh et al.(15) 는 음향유

동의 열전달 특성을 조사하여 냉각률 및 물질의 이

송률의 향상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음향유동 발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Loh 및 Lee(16), Lee et 
al.(17), Loh et al.(18)는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된 음

향 유동을 활용하여 열전달 촉진 및 냉각률 향상에 

대한 2차원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런 모든 연구들의 기본 시스템에서 음향유동에 

의한 물질 및 에너지 전달과정의 원래의 특성은 3차

원이다. 이런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되는 음향유동

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론적인 해석방법으로는 최소

의 해석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3차원 실험 및 

해석없이는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되는 음향유동

의 현상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이 음향유동

의 발생은 초음파 굽힘 진동(flexural vibration) 또는 

수직 막대진동(longitudinal vibration)에 의해 유도되

고 음향유동의 강도는 주파수 및 진폭에 따라 증가

한다. 실제 실험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음향유동을 유

도하기 위하여 음향 주파수와 진폭의 곱의 크기는 

원래의 복잡한 음향유동의 구조로 인하여 어떤 특

정한 값을 초과하여야 한다.
음향유동에 의한 유동 속도의 증가와 대류 냉각

률 향상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음향

유동의 유동 형태를 가시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리의 주파수에서 미세 음향유동을 

가시화하는 실험이 수행된 Jackson(7)의 연구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이전의 연구는 이론적인 평가와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이론적인 연구는 단순 경계

조건에서만 적용되었고 열린 채널에서는 경계 조건

의 불연속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대해

서 실험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동 

가시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밀기계 산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런 초음

파에 의한 음향유동은 매우 복잡해서 설계자가 유

동장의 형태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유동장의 

실험적인 가시화는 설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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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유동장의 예측에 관련한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에 의해 수행되었

으며, 컴퓨터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 분해능이 

향상되고 CPU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나, 비교할 

문헌치가 없어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광학산업 및 컴퓨터산업의 발달과 레이저 기술 

및 입자 영상처리기술의 도입으로 유동 입자들의 시

간의 변화에 따른 변위정보를 담고 있는 입자 영상

을 이용한 속도장 측정기법(paticle image velocim-
etry, PIV)이 개발되어 정성적인 순간 유동정보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유동장 및 유동의 변동(fluctuation)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9~24). 

유체의 유동 연구에 있어서 3차원 유동장의 측정

은 관련 분야에서 큰 기술적 이슈가 되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PIV 유동장 측정은 2차원 유동 

단면 내부의 내부 면 속도 성분을 측정하는 것이었

다. 최근에 이와 같은 2차원 유동장 측정기법을 기

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3차원 유동구조를 파악하

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차원 유

동측정 기법중의 하나인 입체형(stereoscopic) PIV 기

법은 보통 두 대의 카메라로 입자영상을 측정한다. 
입체형 PIV에서는 레이저 평면광으로 조명된 유동 

단면에서의 3차원 속도성분을 측정하게 되는데, 일

반적으로 외부면 속도 성분은 직접적으로 측정되어

지지 않고, 두 대의 카메라로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습득하게 된다. 입체형 PIV 기법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의 입자영상을 2대의 카메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한다(19~24).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않았

던 음향유동에 의한 공기의 유동 형태와 유동 속도

를 입체형 PIV에 의해 실험적으로 3차원으로 측정

하고 열원 표면의 온도 분포와 열원과 초음파 가진

자의 사이의 간극내의 공기의 온도 분포를 열원과 

공기 중에 설치된 열전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측

정한다. 음향유동의 생성은 열린 채널에서 막대 수

직 초음파 진동에 의해 이루어졌고 열원은 파워 서

플라이에 의해 전력을 인가하여 제작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향유동의 정량적인 특성 해

석을 위한 3차원 유동가시화를 수행할 수 있는 실

험장치를 설계하고 음향유동을 규명할 수 있는 3차

원 실험 데이터를 습득하여 음향유동의 이론적인 

해석을 실험적으로 검증 및 비교하는 데에 두었으

며 압전 초음파 가진자와 열원 사이의 음향유동의 

형태 및 속도, 간극의 변화에 대한 냉각률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열린 공간에서의 

공기의 와류 구조에 의한 음향유동 활성화 및 냉각

률 향상에 의한 첨단 스마트 냉각기술 개발에 두었

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최적의 컴팩트한 전

자 조립 관련부품의 위치 설계에 두었다. 

2. 접근이론

Nyborg(6)는 연속 근사법(successive approximation 
method)에 근거하여 근 경계층 음향유동 이론을 아

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022
2 =+∇−∇μ FPu (1)

>⋅∇+∇⋅<−≡ )()( 1111 uuuuF oρ (2)

여기서 ∇μ : 유체의 점성계수,
oρ : 유체의 일정 밀도,

1u : 진동입자 속도,

2u : 음향유동 속도,
P2: 정상 상태 “dc” 압력,
F : 비선형 구동력,

그리고 < >는 충분한 싸이클 동안의 시간 평균을 

의미한다. 시간 평균을 취하지 않으면 비선형 구동

력인 F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dc 부분과 sine 
함수의 형태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오랜 주기 동안 평균을 취했을 때 sine 함수 형태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부분의 영향은 사라지며, 즉 

sine 함수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결과는 0 이며 

단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dc 부분의 영향만이 

해에 나타나게 된다. 비선형 구동력 중 dc부분이 음

향유동을 유발한다. 음향유동 속도, u2는 초음파 가

진자로부터의 거리가 무한대로 증가할 때 상수 값

으로 수렴한다. 시간에 독립한 이 극한 속도

(limiting velocity, UL)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UL =
3 ( )

4
dUU
drω

− (3)

여기서 ω 는 가진 주파수이고 U는 경계면에 평행

한 비회전속도의 진폭이며 x는 경계면에 평행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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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oretical model of acoustic streaming patterns in the gap

향에서의 위치이다. 외부의 음향유동의 운동을 해석

하기 위하여, stoke 경계층 두께를 무시할 수 있다

고 가정할 때 극한 속도, UL는 고정 표면에서의 미

끄럼(slip) 속도로 사용된다(2,25).  
접선방향의 비회전 속도, U는 연속방정식

(continuity equation, 0=∂∂+∂∂ z/Vr/U )에 의해 

법선방향의 비회전 속도, V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Fig. 1은 음향 유동 형태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

시하고 있으며 또한 V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진자의 

표면은 (z,t) = (0,t) = osin(ωt)식과 같이 조화운

동을 하며 고정 평판은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야 한다. 그 외에도 가진자와 고정 평판의 길이는 

초음파의 파장과 비교하여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여

야 한다. 선형 음향학 이론과  = o sin(ωt) at z =
0 and  = 0 at z = h의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공기 

입자의 변위는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sin ( )( , ) sin ( )
sino
k h zz t t
kh

ξ ξ ω−
= (4)

여기서 k는 음향 파동수(acoustic wave number)이
고 h는 Fig.1에 보여진 바와 같이 진동 표면과 고

정 평판 사이의 간극(gap)이다. Eq. (4)의 시간 도함

수를 취하면 V는 곧바로 유도될 수 있다. 그리고 

연속방정식을 사용하면 접선방향의 속도의 진폭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 ( ) sin ( )
sino
k h zU i k r t
kh

ξ ω ω−
= (5)

식 (5)에서 U는 kh = nπ(n=0,1,2,…)에서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식 (5)의 목적은 정량적인 음향유

동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간극에서 

급격한 음향유동 속도의 증가를 정성적으로 설명하

는 데 있다. 감쇠항의 영향은, kh = nπ에서 음향유

동 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경계 조건에서 불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론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정량적인 음향유동 속도의 

해석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간극의 크기가 nπ/k와 

일치할 때의 음향유동 속도의 증가 추세를 설명하

기 위하여 감쇠항이 없는 단순한 식이 이용될 수 

있다. k = 2π/λ(λ: 파장)인 관계식을 이용하여 최대 

법선방향 비회전 속도를 발생하는 간극은 h = nλ/2
이 될 때 유도된다. 그러므로 고정 평판과 진동 표면

사이의 간극 이음파의 반파장과 일치할 때 최대 음

향유동 속도를 발생시키면서 접선방향 비회전속도, 
U가 최대가 된다.  

3. 실험장치 설계

3.1 3차원 입체형 PIV에 의한 유동장 측정
영상처리를 이용한 유동장 측정기법의 기본원리

는 시간 간격동안 유체와 함께 이동한 미세한 추적 

입자들의 위치정보를 CCD 카메라와 같은 영상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데이터로 저장한 후, 디지털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입자위치를 계측하고 시

간 간격으로 나누어줌으로써 속도벡터를 계측하는 

것이다(19~21). 유동장 측정은 입자 영상의 습득, 속도

벡터의 계측, 그리고 계측한 속도장 결과를 나타내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입자영상을 취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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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적절한 추적 입자를 선정하고, 원통형 렌즈

를 이용하여 레이저 평면광을 만들어 계측하고자 하

는 유동평면을 조사하게 한 후, CCD 카메라와 같은 

영상입력장치를 평면광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입자영

상을 획득하게 된다. 입자영상 획득시 추적 입자의 

크기와 농도, 카메라 노출시간, 시간 간격 등은 실험

조건 및 사용하고자 하는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19~21). 
PIV 기법에서는 다중 펄스에 의해 산란된 입자

영상을 카메라로 획득한 후, 하나의 유동화상을 여

러 개의 미소 조사구간(interrogation window)으로 

나누고, 미소 조사구간 내 입자들의 상관함수를 계

산하여 가장 큰 상관계수를 갖는 위치를 구하고 이 

변위를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그 조사구

간의 대표속도를 구하게 된다. 초기에는 조사구간 

내 산란입자 영상의 gray level 분포에 대한 푸리에

(Fourier) 변환이나 직접적인 상관계수를 계산하였

으나, 최근에는 순간 입자화상을 디지털화한 후, 자

기 상관(auto correlation)방식 혹은 상호 상관(cross 
correlation)방식으로 상관계수를 직접 계산함으로써 

유동장을 구하고 있다. 자기 상관방식의 PIV 기법은 

하나의 프레임에 입자영상을 다중 노출시키는 방식

으로 속도벡터 산출 시 방향 모호성 문제가 있으므

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PIV 방

식은 입자밀도가 큰 경우에 적용되며 유한한 크기

의 조사구간의 평균속도를 추출함으로써 제한된 공

간 분해능을 지닌다. 기존의 2차원 PIV 측정에서는 

레이저 평면광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단면을 조

명한 다음, 순간적인 입자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3차원 유동장의 경우 단면 외부 면의 속

도성분이 존재하게 되어 2차원 유동장 결과에서 오

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면 

속도성분에 기인한 오차는 영상 기록장치의 축으로

부터 측정 평면까지의 거리에 관련되어진다. 이 연

구에서 채택한 3차원 속도장 측정기법인 입체형 

PIV 방식은 레이저 평면광으로 조명되어진 입자영

상을 2대 이상의 CCD 카메라로 동시 계측하여 입

체형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외부 면(sheet) 속도

성분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좌표 3방향의 속도성분 

u, v, w를 구하게 된다(19~24).
Fig. 2에 보여진 실험장치(16~18)는 초음파 유동장 

측정을 위한 3차원 입체형 PIV 시스템과 초음파 진

동에 의해 유도되는 시험유체의 강제대류에 의한 

냉각률 측정 장치이며 압전세라믹 초음파 가진자

(bolted langevin type transducer, BLT), 혼(horn), 
연기 발생기(smoke generator), 초음파 가진기 및 

실시간 데이터 습득 장치, 함수 발생기, 동기장치

(synchronizer), CCD 카메라, Nd:YAG 레이저, 
IMAQ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6). 이 실험에 사

용된 레이저 광원은 200 mJ 이중 헤드 펄스 

Nd:YAG 레이저(dual head pulsed Nd:YAG laser)
이다. 이 레이저의 펄스 지속시간은 532 nm 대역에

서 펄스당 200 mJ에서 7 ns 이다. 레이저 빔의 지름

은 0.3 mrad의 편차를 가진 5 mm이었다. 레이저 면

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빔을 분사하기 위해 

75.6 mm 네거티브 원통형 렌즈가 사용되었다.
레이저 면의 두께는 중심부 0.9 mm에서 영상의 

끝단 부 1.1 mm까지 미세하게 차이를 보였다. 레이

저 면은 초음파 가진자 및 열원 면과 수직으로 위

치하였다. 
두 대의 이중노출 CCD 카메라는 영상취득을 위

하여 사용되었다. 카메라는 레이저 면의 각각의 면

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였

다. 레이저 광원 면에 대한 각각의 카메라 시야각은 

45° 이었고 75~200 mm f2.5 줌 렌즈를 이용하였

다. 카메라와 렌즈 사이에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중노출 CCD 카메라를 회전각 상태에서 설치되었

다. 렌즈에 대해 카메라를 회전시킴으로써 샤임플러

그(scheimpflug) 조건이 만족되었다. 영상을 취득하

기 전에 카메라는 실제 축척에 대한 영상 비율 및 

원근 시야로부터 기인한 상의 뒤틀림에 대해 보정

되었다. 5 mm 사각 격자를 포함하는 보정 목표물은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with stereo-
scopic 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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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광원 면에 위치시켰다. 보정 격자가 투명 필름

에 인쇄된 이후로는 2대의 카메라는 동일 격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CCD 카메라와 레이저 광원은 지연 발생기(delay 

generator)에 의해 동기화(synchronize)되었고 주 트리

거 신호(main trigger signal)에 대해서는 첫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트리거 출력값(trigger output)이 

사용되었다. 영상을 취득하기 전에 유동 측정 내

부 공간은 라스킨 노즐(Laskin nozzle)로부터 생성

되는, 직경이 1 μm인 올리브유 입자 성분(DEHS, 
Di-Ethyl-Hexyl-Sebacat, C26H50O4)의 연기로 일정하게 

채워졌다. 
유동의 영상 측정 영역크기는 60×60 mm이다. 두 

개의 영상은 유도되는 최대 속도를 고려하여 600 μs 
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취득되었으며 두 개의 프레

임에 의한 상호 상관법(cross correlation method)에 

의해 처리되었다. 4쌍의 영상은 1초 이내에 취득되었

고 하나의 측정 조건에 대해 64쌍의 영상을 평균하

였다. 한 개의 속도 벡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32×32 
픽셀 상호 상관 구간(cross correlation window)이 선

택되었다. 조사구간(interrogation window)은 유동 영

역에서 0.78 mm × 0.78 mm와 일치하였다. 이 구간의 

크기에서는 필요한 수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

장하면서 우수한 공간분해능이 허용된다. 근접한 조

사구간 사이의 간격은 각 방향에서 50 %정도가 오버

랩되었고 0.39 mm의 벡터 간격과 일치하였다. 영상 

후 처리를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PivView 3C가 

사용되었다.

3.2 열원 및 시험유체의 온도 분포 측정
시험유체의 강제대류에 의한 냉각률 측정 장치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음파 가진자, 혼, 열원

(heat source), 열전대, 초음파 가진기 및 실시간 데

이터 습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Fig. 3에 보여진 

초음파 가진자는 BLT와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BLT는 진폭을 극대화하기 위해 30 kHz에 공진되도

록 설계되었고 BLT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공진되도

록 설계된 기계적 진동 증폭기인 혼(직경 40 mm)은 

이 시스템의 진동 진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BLT 
상부에 부착되었다. 초음파 가진자와 혼 부착 시 기

계적 부하에 의해 공진주파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

었으나 BLT의 공진주파수를 1 kHz 이내에서 변화

하도록 보정하였다. 
공진주파수의 변화는, 시스템이 공진시 초음파 진

동자의 임피던스는 최저이므로 초음파 가진자에 걸

리는 전압의 변화를 입력신호의 주파수 변화에 따

라 모니터링하면서 공진주파수를 동조(tuning)하면

서 BLT의 임피던스를 최저로 유지함으로써 보정하

였다. 
가열을 위한 열원(heat source)으로 쓰기위해 저

항을 초음파 가진자와 간극을 갖고 상부에 위치한 

알루미늄 판(두께 3 mm, 직경 40 mm) 밑면에 부착

했으며, 저항에 전류를 흘려 보내는 양을 조절함에 

따라 열원에 가해지는 열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알루미늄 판의 표면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4개의 열전대(thermocouple, T-type)를 알루미늄 

판 위에 90도 간격으로 같은 원주상에 접착했다. 
단열을 위해 알루미늄 판 위쪽에 두께 40 mm의 폴

리우레탄 발포재(polyurethane foam)를 고내열(heat- 
resistance) 에폭시를 이용하여 접착했다. 열전대에

서 얻어지는 미세전압은 신호 컨디셔너(signal 
conditioner)와 10 Hz의 샘플링률(sampling rate)로 

AD 컨버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4채널의 데이터

를 평균하여 습득하였다. 공진 시 진동 진폭은 초정

밀 정전 용량 센서(capacitance gaug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진폭은 50 μm였다.
초음파 가진자와 열원사이의 간극내의 공기중의 

Fig. 3 Schematic of ultrasonic longitudinal vib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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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국소적인 온도분포를 측정하

기 위하여 가진자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으로 열전

대를 각각 4개 및 3개를 설치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정지하고 있는 얇은 원통 형태의 열원과 초음파 

가진자 사이의 열린 채널에서의 간극 내에 무 진동

상태, 공진 상태 및 비공진 상태에서의 평균 속도

장, 최대 음향유동 속도를 측정하였다.
초음파 진동시 공진 및 비공진 상태에서의 간극 

내의 공기의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원 표면의 온

도변화와 간극 내에서의 시험유체의 온도장을 측정

하여 강제 대류에 의한 현저한 냉각률의 향상을 확

인하였다. 
초음파 가진자와 정지된 원통 열원 사이의 공진 

상태의 간극(h = 12, 18, 24, 36 mm)및 비공진 상태

의 간극(h = 8, 16 mm)내에서 축 대칭인 좌표에서 

반경방향 및 축방향에 대한 평균속도 분포를 Figs.
4~9에 보여 주었다. 비공진 상태의 간극에서는 아

주 작은 평균 유체 속도가 존재하고 공진 상태에서

는 비공진 상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평균 유

체속도가 분포하였다. 비공진 간극 내에서는 원통 

열원 표면근처와 반경방향 위치(r)에서 초음파 가진

자의 중심(r=0) 영역에서는 유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초음파 가진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

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공진 및 공진 상태의 간극에

서 모두 대칭구조의 와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진 

상태의 간극에서는 비공진 상태와는 달리 초음파 

가진자의 중심부근(r=0)에서 초음파 가진자의 양 

끝단 보다 더 큰 속도장이 분포되어 있고 초음파 

가진자의 표면부근에서도 초음파 가진자의 양 끝단

보다는 초음파 가진자의 중심부근에서 더 큰 평균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s. 4~9에서는 공진 상태

의 간극내의 공기의 평균속도는 비공진 상태보다 

약 10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 주었다. 
공진 상태 및 비공진 상태의 간극내의 평균 속도

장의 측정 결과를 통해 공진 상태의 간극내의 공기 

유동속도는 초음파 가진자 중심영역 또는 초음파 

가진자의 양 끝단 표면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음파 가진자 중심영역은 간

극 내에 형성되는 와류의 가장자리에 공기의 유동

이 걸려있었고 또한 주위로부터 공기유동이 간극의 

원주를 따라 초음파 가진자 중심으로 축 대칭으로 

유입되고 초음파 가진자 표면을 따라 표면 양 끝단

을 경유하여 다시 주위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비공진 상태의 경

우보다 공진 상태의 간극인 6가지 경우가 훨씬 뚜

렷한 와류를 형성하였고 간극이 12 mm일 때 최대

의 평균 유동속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s. 4~9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공진 상태의 간극

이 작아질수록 대칭 와류의 형태가 훨씬 뚜렷하고 

작게 형성되고 평균 유동속도도 커짐을 알 수 있다. 
공진 상태의 간극에서의 축방향 위치(z)에서는 국소

적으로 정지 열원의 영역보다 초음파 가진자 표면 

근처로 갈수록 평균속도가 증가하였다. 공진 상태의 

Fig. 4 Acoustic streaming velocity field at a non-res-
onant gap of 8 mm

Fig. 5 Acoustic streaming velocity field at a resonant 
gap of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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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coustic streaming velocity field at a non-res-
onant gap of 16 mm

Fig. 7 Acoustic streaming velocity field at a resonant 
gap of 18 mm

Fig. 8 Acoustic streaming velocity field at a resonant 
gap of 24 mm

간극이 점점 커져서 정지 열원에서 초음파 가진자

가 멀어질수록 비공진 상태의 간극과의 물리적인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다. 즉, 공진 간극과 비공진 

간극과의 평균유동속도 및 와류의 차이는 간극이 

30 mm 미만에서만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Fig. 10은 열원과 초음파 가진자 사이의 간극의 

변화에 대한 국소적으로 3가지 방향(r, y, z 방향) 
에서 각 방향의 최대 음향유동속도 및 전체 속도크

기를 나타낸다. 특히 간극이 초음파의 한 파장(12
mm)일 때가 음향유동속도가 최대가 되었고, 간극이 

12 mm를 초과할 때는 음향유동속도가 20~70 % 정

도 감소하였다. 
Fig. 11은 간극의 변화에 대한 와류 중심근처에서 

음향유동 속도를 보여준다. 간극이 12 mm와 14
mm 사이에서 와류 중심근처의 음향유동속도가 최

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2는 공진 상태의 간극에서의 초음파 진동 

전후의 열원 표면의 국소적인 온도와 간극에서의 

축방향으로의 국소적인 공기 온도 및 대기온도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채널 0번에서 3번까지의 측정 

데이터는 열원에 부착되어 있는 4개의 열전대의 온

도변화를 나타낸다. 네 채널에 측정된 온도의 최대 

차이는 5℃이며 이는 각각의 채널의 증폭비와 열전

대의 보정에서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채널 4는 실험 

중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기온도를 나타

낸다.
채널 5번에서 7번까지의 측정 데이터는 12 mm 

간극 내에 있는 공기의 국소적인 위치에서의 온도

Fig. 9 Acoustic streaming velocity field at a resonant 
gap of 3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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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여준다. 채널 5번은 초음파 가진자 중앙에

서 3 mm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널 6번은 6
mm, 채널 7번은 9 mm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열

원의 온도는 30분 정도 후면 약 160 ℃에 정상상태

로 도달된다. 초음파 진동은 열원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여 데이터 습득을 시작한 후 100초에서 가진

되고 500초가 되면 가진을 멈추게 된다. 열원의 온

도는 초음파 진동 후 순간적으로 급속히 감소하다

가 초음파 진동 중지후에는 다시 급격히 증가한다. 
열원의 온도 강하는 5분내에 60 ℃정도가 발생한다. 
간극 내의 공기 온도(채널 5번에서 7번)중에서 채널 

7번은 열원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초음파 진

동 직전에는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채널 7번의 온도는 초음파 진동 직후 급격한 감소

를 보여주며 초음파 진동 중에는 10 ℃ 온도 변동

폭을 유지한다. 이전의 유동장 결과에서도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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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eddy center with gap

듯이 간극 내에서의 음향유동속도는 간극 별로 차

이를 나타내며 열원의 온도 강하는 음향유동속도에 

비례하고 있음을 온도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채널 

5번에서는 음향유동속도의 크기의 감소와 초음파 

가진자 자체 발생 열로 인해 초음파 진동 후 5 ℃ 정

도의 온도 상승이 초래되었다. 이는 초음파 진동이 

가진자 표면의 온도 증가를 가져와 가진자 표면에 

아주 근접한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냉각률 

향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 경계층 음향유동은 물리적 경계와 방사 음파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 음향 유동 속도는 물

리적 경계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Fig. 13은 열원과 초음파 가진자 사이의 간극의 

Fig. 12 Surface temperature of heat source vs. time 
without and with ultrasonic vibration
(h=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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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으로의 변화가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되는 

강제대류에 의한 열원의 표면 온도 냉각 현상을 나

타내고 있다. 원형기호는 무진동시의 주위 유체의 

온도를 표시하며 삼각형기호는 초음파 진동이 유도

된 후 주위 유체의 온도를 나타내며, 사각형 기호는 

무진동시의 열원 표면의 정상 상태 온도를 표시하

고 다이아몬드기호는 초음파 진동이 유도된 후 열

원 표면의 정상상태 온도를 나타낸다.   
초음파 진동에 의한 열원의 온도 강하는 간극에 

대해 큰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극이 초음파 냉

각률이 약 40 % 정도로 최대가 된다. 이 현상은 초

음파 진동에 의한 공기에서의 초음파의 진동에 의

해 방사되는 초음파의 반파장이 되는 약 6 mm의 

정수배가 될 때 열원 표면 온도의 

공진현상으로부터 기인한다. 전형적인 냉각홴 타

입의 냉각법은 열원과 냉각홴 사이의 거리에 비례

하는 온도강하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된 공기의 음향유동을 이용한 냉각에 대

해서는 Fig. 13에 보여진 것처럼 열 방출량의 증가

를 위한 최적의 간극이 존재한다. 12 mm 간극에서

는 18 mm 간극과 거의 동일한 온도강하를 발생시

키며 36 mm 간극은 공진의 영향으로 인해 강제 대

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심지어 8 mm, 10 mm, 14
mm 및 16 mm 간극보다 더 큰 온도 강하를 야기시

킨다. 간극이 18 mm보다 더 크게 되면 간극이 비

록 초음파의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더라도 온도강하

의 정도는 작아지게 됨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는 아

마도 파동의 전파 손실에 의해 기인한 초음파 강도

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열원의 

냉각을 위한 최적의 간극은 전파손실을 고려할 때 

파의 반 파장의 정수배 일 때 확인되었다. 

5. 결  론

입체형 PIV 시스템 장치를 활용하여 초음파 유

동장을 측정하였고 또한 초음파 진동에 의해 유도

된 음향유동을 활용하여 공기의 강제대류에 의한 

냉각대상의 표면온도 강하를 측정하였다.
열원과 초음파 가진자 사이의 열린 채널에서의 

간극 내에 공진 상태 및 비공진 상태에서의 평균 

속도장 및 최대 음향유동 속도를 측정하였다.
음향유동의 강도는 열원과 가진자 사이의 간극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공진 상태의 간극내의 공기의 

평균속도는 비공진 상태보다 약 10배 이상이 증가

하였다.
음향유동에 의해 공진 및 비공진 상태에서 열원 

표면의 온도변화 및 간극 내에서의 시험유체의 온

도변화를 측정하였고 공진 상태에 있는 초음파 진

동은 음향유동속도를 증가시켜 시험유체의 대류에 

의한 약 40 %정도의 냉각률 향상을 확인하였다. 
간극내의 시험유체의 음향유동속도는 간극의 크

기에 좌우되며 6배수가 될 때 최대가 되어 특히 12
mm에서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음향유동속도가 최

대가 되어 열원에 대한 최대의 냉각률을 획득하여 

최적의 간극은 초음파의 반 파장의 정수배가 됨을 

확인하였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음향유동의 유도에 의한 

냉각 촉진장치의 최적설계와 컴팩트한 전자 조립 

관련부품의 위치설계를 위해서는 냉각 대상물체와 

공기대류 냉각장치 간의 간극의 크기와 간극내의 

국소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냉각 촉진장치의 

냉각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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