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15 , 2 , pp.9 15(2016.4) ISSN 1598-6721(Pr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Vol.15 No.2, pp.9~15(2016.4) ISSN 2288-0771(Online)

����������������������������������������������������������������������������������������������������������

http://dx.doi.org/10.14775/ksmpe.2016.15.2.009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3.0 License (CC BY-NC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기호설명(Nomenclature)

A : 노즐 단면

Ap : 입자 단면

D : 노즐 내경

dp : 입자 직경

f : 마찰계수

M : 마하수

Mrel : 상 마하수

mp : 입자 질량

r : 반경 방향 좌표

u : 종 방향 유동속도

up : 종 방향 입자속도

x : 종 방향 좌표

 : 기체 비열비

1. 서 론

연마가공(Abrasive Blasting 장치는 노즐을 통하)

여 가속된 작은 입자를 노즐 출구 하류에 치한

작업표면에 충돌시킴으로 구조물 표면의 도료나

이물질 제거 의치 보석의 가공 등 다양한 산,

업 장에서 응용되고 있다 련된 산업규모의 높.

은 시장가치로 인하여 해당 작업의 효율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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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s of gas-particle flow from a supersonic abrasive blasting nozzle have been studied by 1-D

analytical calculation, including wall friction effects inside the nozzle. The developed code in the present

study shows a satisfactory agreement with the other study’s results. By utilizing the code, the redesign and

optimization of the inner contour of a commercial abrasive blasting nozzle were carried out, and it was found

that the redesigned nozzle in the present study can produce faster particle velocities at the nozzle exit by up

to 22% compared with the original commercial nozzle.

Key Words : Supersonic Nozzle(초음속 노 ), Abrasive Blasting(연마가공), Particle Acceleration(입자가속),

Fanno Flow(Fanno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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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

다 일반 으로 연마가공의 효율은 단 시간 당.

수행된 작업면 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와,

련되는 주요 계변수로는 노즐의 형상과 운용압

력 등 노즐설계에 련된 요소와 연마재의 종류와

크기 등 매우 다양하다.

과거에 진행된 련분야 연구에서 Settles 등[1]

은 노즐의 내부형상 설계 개선만으로도 연마노즐

의 작업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지 한 바

있다 한 스 이 코 용사공정 에 사용되는. ( )

유사한 노즐의 유동 입자의 거동에 한 실험

과 수치해석 연구를 통하여 Jodoin[2]은 노즐 외

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로 인한 노즐 운용

마하수의 제한범 를 제시한 바 있다. Li 등[3]은

노즐설계의 개선을 통하여 짧은 길이의 노즐로도

고 도의 작업면 코 이 가능함을 보인 바 있으

며 배한진 등, [4]은 노즐형상 운용압력 입자 강,

도와 크기 소비량 등 다양한 조건에 한 장실,

험을 통하여 작업성능 개선방법을 제시한 바 있

다 이민욱 등. [5]은 음속 유동 내 입자크기에 따

른 속도발달에 한 수치해석 연구를 권의,

등[6]은 2차원 노즐의 압력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면 충돌입자의 거동을 수치해석 으로 찰한

바 있다.

이러한 연마가공 효율개선의 높은 시장가치와

성 그리고 과거 진행된 다양한 조건에서의,

입자거동에 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즐설계의,

기 단계에서 항공우주공학 인 이론 용에

한계가 있어 왔다. Settles[7,8]는 노즐 내부형상이

노즐출구에서 유출하는 연마용 입자의 속도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구형 입자에 작용하,

는 항력은 노즐 내부 유동속도와 입자속도와의 차

이에서 정의되는 상 마하수가 1.4 근처일 때 최

값을 갖고 이때 노즐 유동에 의한 입자의 가속

이 크다는 논지를 근거로 간단한 노즐설계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 장에서 응용되는 많은 연마노즐은 음속

유동 조건에서 운용되며 유동이, 노즐 내부에서

음속으로 흐를 때 내부벽면에서 나타나는 마찰효

과(Fanno 유동)[9]를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즐 내부에서 나타나는 벽면 마찰효

과를 1차원 유동해석 기법에 반 하여 그 향성

을 추가로 평가하 다 이에 개발된 코드를 사용.

하여 음속 노즐 내부유동과 입자의 거동을 평가

하고 이를 통하여 노즐출구에서의 입자속도를 최,

화 시킬 수 있는 노즐 내부형상을 설계하고 그

개선 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2. 입자거동의 해석방법

2.1 차원 해석코드1

다음 Fig. 1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노즐

내부유동 입자거동을 해석하는 코드를 검증하

기 하여 사용된 노즐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설.

계마하수가 2.2인 음속 수축 확 노즐의 형상-

은 Settles 등[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정 목면 부

를 가지는 노즐형상을 이용하 다 노즐내부 공기.

유동 비열비( 1.4 은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노즐) ,

압은 완 팽창에 가까운 790kPa 노즐 온은,

292K 노즐외부는 기압으로 가정하 다, .

노즐 내부 종 방향을 따라 총 300개의 계산 에

하여 1차원 유동의 속도변화를 공기역학 이론[9]

을 이용하여 얻어내고 이를 통하여 단일 구형,

(sphere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을 평가하여 입자의)

후방 속도발달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를 하여 각 계산 에서의 이놀즈수(Re 를 평)

가하고 그 조건에 맞는 항력계수, (Cd 와 항력을 평)

가한 후 입자의 가속 속도를 계산하 다 입자.

의 운동계산에 사용된 항력계수의 평가는 다음 식

(1 에 주어진 단일 구형 입자에 한 경험식) [10]을

사용하 다 이 식에서 이놀즈수는 유동속도와.

입자속도의 차이에 의하여 정의되는 상 이놀

즈수이며 그 정의가 다음 식 (2 에 제시되어 있다) .

Fig. 1 Schematic of the nozzle (not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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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a1, a2, a3 는 상수[10], , 는 각각 노

즐 내부유동의 도와 성계수를 나타낸다.

2.2 노 벽면 마찰의 영향

음속 내부유동에서 나타나는 벽면마찰 효과

를 평가하여 본 연구에 개발된 해석코드에 반 하

다 마찰이 있는 노즐 내부의. 1차원 이상기체

유동에 근거하여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정리

하면 다음 식 (3 이 얻어지고) (Fanno 유동)[9] 이를,

음속 유동이 나타나는 노즐 확 부에 용하

다 노즐 내부 각 계산 에서의 상태량 평가에 기.

이 되는 마하수 계산은 식 (3 을) 4차 Runge

-Kutta 방법으로 얻어내었으며 이후 기체역학 이,

론을 사용하여 다른 상태량의 값을 각 계산 에

하여 얻어내었다.




 







 

 



(3)

여기서 은 유동 마하수 는 노즐 단면 는 마M , A , f

찰계수 는 노즐 내경을 의미한다, D .

3. 결과 및 고찰

3.1 해석코드의 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해석코드의 검증을 하여,

그 계산결과를 동일한 경계조건에서 수행된 과거

연구결과[8]와 비교하 으며 그 결과가 다음,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유동 압이. 790kPa 노즐 내벽,

마찰계수(f 가) 0.004 구형입자의 크기가, 817m,

도는 7,600kg/m3(steel grit G40 기 로 주어질 때)

얻어진 본 연구의 계산결과는 과거 연구결과, [8]와

노즐출구에서의 유동 입자 속도에서 각각 약

5% 약, 23%정도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연구결과는 마찰을 고려하지 않은 등엔트로피 조

건에서 계산되어 마찰이 고려된 본 연구결과와의

직 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별도로,

진행된 노즐 내부유동의 수치해석 결과[11]와 추

가 비교되었다. Fig.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1차원 해석결과는 노즐 심축에서의 수치

해석 결과와 약 1%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처럼 유동의 마찰효과.

를 고려하고 입자의 올바른 항력평가를 한다면,

간단한 1차원 노즐유동 계산으로도 수치해석 결

과(CFD 에서 얻어지는 입자거동을 쉽게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Fig. 3에서는 본 연구의 해석코드를 이용

하여 노즐 내벽의 마찰계수가 유동과 입자속도 발

달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마.

Fig. 3 Effects of the friction coefficient on the flow
and the particle velocities

Fig. 2 Air-particle velocities inside th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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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즐출구에서의 유동속

도가 감소하는 것이 찰되었다 즉 마찰계수가.

0.008인 조건에서 얻어진 노즐출구 유동속도는 등

엔트로피 조건에서 얻어진 것과 비교하여 약 7%

감소하여 유동속도에 미치는 마찰계수의 향성,

이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조건에서 마찰계수 변화가 노즐 입자속도에 미

치는 향은 비교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노 형상 변화에 따른 입자속도

음속 노즐에서 노즐입구에서 노즐목까지 이

르는 수축부(converging 의 형상은 유동 입자거)

동의 변화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다 이.

에 따라 노즐 확 부(diverging) 형상변화가 노즐출

구에서의 입자속도 변화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

발된 코드가 용된 상용 연마노즐은 Kennametal

사의 B6M4-F 노즐 이하 기 노즐( , reference nozzle)

이며 해당 노즐의 자세한 형상정보가 다음, Fig. 4

에 제시되어 있다.

노즐의 형상변수는 Fig. 4에 나타난 표와 같이

노즐의 총 길이(L 노즐목), (D* 과 노즐 출구직경)

(D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시된 상용노즐의) ,

개선을 한 본 연구의 수정노즐(modified nozzle)

의 형상변화 범 는 노즐입구 직경(Di 와 노즐목)

(D* 그리고 노즐출구 직경), (De 이 고정된 조건을)

설정하여 기 노즐의 설계 마하수(1.85 가 변화하)

지 않는 조건을 정하 다 유동속도가 그리 크지.

않아 입자가속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노즐 수

축부의 길이(L1 는 이고 그에 따라 늘어난 노즐)

확 부를 두 구간으로 나 어 각각의 경우에 유동

과 입자의 거동 변화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경우 수정노즐 형상에 한 직 인 변수는

수축부의 길이 L1 확 부 길이, L3와 L4 그리고,

해당 각 구간의 확장각에 향을 주는 반경 r3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노즐의 운용조건은 노즐이 완.

팽창 하는 조건에 맞추어 유동 압이 620kPa,

유동 온이 292K이며 연마재 입자는, 817m,

도는 7,600kg/m3(steel grit G40 기 로 설정하 다) .

3.2.1. 확대부 길이의 가 영향

기 노즐과의 비교를 해 설계 마하수 노

즐 총 길이(L 를 일정하게 고정시킬 때 노즐의 확) ,

부의 길이가 확장되도록 수축부의 길이를 축소

하 다. Chin 등[12]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유동의 가속 특성이 손상되지 않는 최 수축각도

( ) =θ 45°(Fig. 4 참조 를 설정하여 확 부의 길이)

를 최 한 확보하 다 이때 일정 단면 을 갖는.

노즐목의 길이(L2 는 기존) 12.6mm에서 7mm로 축

소하 다 이러한 확장부 형상변화를 갖는 수정노.

즐에서 나타나는 유동마하수와 입자속도 변화가

다음 Fig. 5에 나타나 있다 노즐 총 길이가 같은.

조건에서 확 부 길이의 증가만으로 입자의 가속

은 격하게 증가하여 입자의 출구속도는 기 노

즐과 비교하여 약 21% 상승함을 알 수 있다.

dimension (mm)

L1 48 Di 25

L2 12.6 D* 9.5

L3 21 D3 10.6

L4 21 De 11.6

L 102.6 r3 5.3

Fig. 4 Nozzle geometry (B6M4-F, Kennametal)

Fig. 5 Effect of the longer diverg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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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즐출구에서의 유동마하수는 마찰의 향에도

불구하고 기 노즐과 수정노즐 사이의 설계마하수

(1.85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3.2.2. 확대부 각 간길이의 변화 영향

두 개로 나 어진 확 부 구간의 형상변화 따

른 입자가속의 특성을 찰하기 해 술된 확,

부의 길이가 88mm(0.86L 로 고정된 조건에서 세)

가지 L3에 한 (L3=0.17L, 0.43L, 0.69L) 1차원 해

석이 수행되었다 이때. L3가 0.43L인 조건은 Fig. 5

에 나타난 수정노즐의 형상과 일치한다. L3와 L4

구간의 확장각에 향을 주는 r3는 5.3mm로 고정

되었고 이는 별도의 해석결과, r3의 크기변화가 유

동 입자속도에 미치는 향이 매우 작음 최(

2% 이내 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해석결과 얻어) .

진 유동 마하수와 연마재 입자의 속도변화가 다음

Fig. 6에 비교되어 있다. L3가 짧은 조건(L3=0.17L)

에서 유동의 마하수가 다른 조건보다 빠르게 상승

하여 입자와의 상 속도 차이가 큰 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 가지. L3 조건에서 연마

재 입자의 속도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자크기가 상 으로 큰. (817m)

재 조건에서 두 개의 확 부 구간의 형상변화가

유동속도에는 어느 정도 향을 주나 입자의 가속

에까지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 식 에 제시된 구형 입자의 가속 방정식을(4)

보면 입자가속은 상 속도  뿐만 아니라

유동 도 와 직 으로 련되고 있다 노즐 확.

부에서 나타나는 음속 유동의 특성상 유동

도가 후방으로 감소되므로 상 속도 증가와 도,

감소는 입자가속에 서로 상충되는 향을 주게 된

다 이에 따라 작은 유동속도 변화가 제한된 구간.

에서 상 으로 큰 (817m) 입자가속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









 (4)

3.3 입자 경에 따른 입자속도 변화

3.3.1 입자크기(dp 변화의 영향)

Fig. 7 에는 기 노즐(Fig. 7-(a) 과 수정노즐) (Fig.

7-(b) 두 경우에 하여 동일한 도를 가진 연마)

(a) Reference nozzle

(b) Modified nozzle

Fig. 7 Relative Mach number and particle velocity
for various particle sizes

Fig. 6 Mach number and particle velocity for
various combination of L3 and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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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자크기가 각각 50m, 100m, 300m, 817m

크기로 변화할 때 노즐 내부에서의 입자속도와 상

마하수(Mrel 변화가 비교되어 있다 수정노즐은) .

기 노즐에 비하여 입자의 상 마하수가 에 도1.4

달하는 지 이 노즐 상류로 이동되어, Settles[8]가

지 한 로 입자가속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연마재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입자의 가속은 증가하고 노즐출구에서의 입자속도

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노즐과 수정노즐.

의 비교에서 노즐출구에서의 입자속도 개선 증가, ( )

은 최 약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

3.3.2 입자크기(dp와 노 길이) (L의 영향)

수정노즐에 하여 출구직경(De 수축부), (L1 와 일)

정 목면 부(L2 가 일정한 조건에서 노즐 확 부의) ,

길이를 변화시켜 노즐 총 길이(L 가 변화하는 경우)

입자크기에 따른 입자 출구속도를 비교하 으며,

그 결과가 Fig. 8에 제시되어 있다 에서 노즐. Fig. 8

의 총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연마재 입자는 충분한

가속 역을 확보하게 되어 입자의 출구속도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동은 마찰의 향.

을 받아 노즐출구 속도가 소폭 감소하는데 그 감소

의 폭은 10% 길이 증가변화에 비하여 약 0.3%

감소를 보여주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Fig. 8에는

노즐 총 길이와 노즐출구에서의 입자속도 변화에

한 선형회귀분석 결과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입.

자크기가 작을수록 노즐 길이변화에 따른 입자 출

구속도 증가 기울기가 커져, 입자직경이 작을수록

노즐길이 변화에 따른 입자 출구속도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3.3 입자 경과 입자 출 속도의 상 계

과거 연구결과[13]를 보면 연마노즐에 한 입자,

직경(dp 과) 입자 출구속도(up 의) 경험 상 계가

다음 식 와 같이 제시된 바 있다(5) .

∝
  (5)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 노즐과 수정노즐에서의

다양한 입자직경에 따른 입자 출구속도를 분석하여

식 에 제시된 과거 상 계식과의 비교가 수행(5)

되었다 특히 수정노즐의 경우에는 노즐 총 길이.

변화에 한 결과까지 포함되었다 다양한 노즐 형.

상에 한 상 계 결과가 다음 Fig. 9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노즐형상 조건에서 얻어진 각각의.

1차원 코드결과는 식 에 제시된 기존 상 계식(5)

과 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음속 노즐유동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벽

면마찰 효과가 추가 고려된 1차원 유동해석 기법

을 이용하여 노즐 내부에서의 유동 입자거동이

해석되었다 노즐 출구에서의 입자속도를 최 화.

Fig. 8 The particle velocity at the nozzle exit for
extended nozzle length Fig. 9 Correlation of the particle diameter and

the particle exi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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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노즐 내부형상 설계에 한 본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노즐 체 길이가 일정한 조건에서 노즐 확)

부 길이의 비율증 에 따라 입자 출구속도가 최

약 22% 향상될 수 있음이 찰되었다.

(2 동일한 확 부 길이와 노즐출구 면 비를 갖)

는 조건에서 확 부의 형상변화에 따른 입자의 출

구속도 변화는 2% 이내로 나타나 확 부에서의 형

상변화가 입자 출구속도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즐 확 부 길이가 증가하는 본 연구의 조(3)

건에서 입자의 출구속도 증가비율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기 노즐과 수정노즐에 하여 입(4)

자직경과 노즐출구에서의 속도변화는 과거 연구에

서 제시된 상 계식과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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