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女XX)년도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9 권 제 2(s) 호

공진 관의 토출 모드에 대한

네 가지 매개 변수 연구

장세명, 이수갑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력소음 및 소음제어 연구실

Four-Parameter Study on the Jet Regurgitnant Mode 

of Resonant Tube

Se-Myong Chang and Soogab Lee 

Aeroacoustics & Noise Control Lab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mcl972@dreamwiz.com; solee@plaza.snu.ac.kr

요약문

초음속 유동장 내에 설치된 끝이 막힌 관에 의해 발생 

하는 공진 현상에는 스크리 치 모드 (jet screech mode)와 토 

출 모드 (jet regurgitant mode)가 있다. 이중 토출 모드는 
원리상 음향학적 공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경계 조건으로, 주어진 강도와 주파수를 갖는 마하 

수의 진동을 통하여 압축성 유동장을 가진하는 개념적 모 

델을 통하여 공진 현상을 모사한다. 비선형 효과의 탐구 

를 위해 축대칭 오일러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이하면서, 

4 가지의 주요한 파라메터들 (가진 강도, 가진 주파수, 진 
동부와 관 사이의 거리, 관의 깊이)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비선형 유동 효과에 의해 발생 

하는, 고전 이론에 의해 예즉된 공진 주파수와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1. 서 론

초음속 유동장 내에 제트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끝이 막힌 관에서 일어나는 맥동성의 공진 압력 파형은 

1931 년 Hartmann 에 의해 그 물리 현상이 처음 발견되었 

을 당시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1]. 이 

러한 Hartmann-Spenger 관은 현상에 대한 훙미 뿐만 아니 

라 장차 로켓 엔진의 점화 장치 혹은 초음파 건조 및 수 

증기 제거 장치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참고 문헌 [3] 에 의하면 이 실험 장치에서의 공진 

소음은 제트 불안정 모드 (jet instability mode), 제트 스크리 

치 모드 (jet screech mode), 제트 토출 모드 (jet regurgitant 
mode) 로 분석할 수 있다. 불안정 모드는 제트 유동의 
미끄럼 면에서 형성되는 작은 와환들의 영향으로 발생하 

는 저주파 소음이다. 초음속 유동장에서는 스크리치 모 

드와 압축성 유동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토출 모드가 

소음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참고 문헌 [4] 의 연구자들 

은 충격파를 이용한 간략화된 실험 모델을 통해 유동 현 

상으로부터 제트 토출 모드를 분리해 내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으며 실 

험 장치의 한계상 공진에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a) 와 같은 초음속 유동 문제를 

그림 1(b) 와 같은 아음속 유동 모델로 간략화 하였다 [5]. 
초음속 유동이 마하 판 (Mach Disk)을 통과하면 아음속으 
로 변하고 판의 진동 에너지가 하류로 전파하면서 공진을 

유발하므로, 계산 모델에서는 경계조건으로서 사인 파 

(sinusoidal wave)로 진동하는 유입류 조건을 준다면 전체적 

인 물리 현상을 훼손하지 않은 채 에너지 원 (energy 
source)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유입류 조 
건이 유동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먼저 차 

원 해석을 통하여 4 가지 주요 파라메터를 추출한 다음, 
각각의 변수 수준에 대한 축대칭 오일러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비선형적인 본 문제 (그림 2.)* 풀이하였다. 그림 2 
에서 측정 점은 모두 3 개로서 각각 A (가진 지점), B (음 
향 지점), C (공진 지점)로 표시하였다. 유입류의 완충 영 

역 (buffer reg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마하 수의 경계 조건 

을 준匸｝. _

= M + msmajt ⑴

-255-

mailto:smcl972@dreamwiz.com
mailto:solee@plaza.snu.ac.kr


-------------------------- EH「三三三}

(b)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과 실제 현상의 비교:

(a) Hartmann-Sprenger 관, (b) 개념 모델.

여기에서 평균 마하 수 福7 = 0.5 로 고정하고, 각 진동 

수 a = 2까/는 파라메터로 한다.

2. 파라메터 추출 및 경계 조건

(1) 파라메터 추출

Buckingham 의 pi-정리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 
들을 나열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무차원 수를 추출하면 다 

음의 4 가지 매개 변수들이 얻어진다.

n1=/l(^,£,a„) = —=
(2)

(3)

n3=/3(r„,£,/) = { (4)

TL=fM,L,d) = 느 a
(5)

(2)-(5) 식으로부터 진동 마하 수, 진동 주파수에 대한 헬 

름홀쯔 수, 관 깊이 (L)와 진동 위치로부터 관까지의 거리

(1) 비, 관의 내측 세장비 (L/d, d : 관의 내직경)가 주요 파 
라메터로 채택되었다.

(2) 경계 조건

벽면에서는 유동 접선 조건, 원장에서는 비반사 조건을 

사용함은 다른 문제들에서와 같다. 다만 그림 2. 의 완충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을 사용, 보존 법칙들을 

만족시킨다. _

P u = fyMa^

p(i+r M2)=p„(y+r m)

^(2 + (/-l)M2} = ^(2 + (/-l)M2)
p p.

(6)

(7)

(8)

그림 2. 계산 영역 및 구분.

3. 감쇠 조화 진동

그림 3(a) 에서와 같이 가진하지 않을 경우 유동은 감쇠 

조화 진동을 한다[4]. 그러나 그림 2.에 표시된 점 C 에 

서 압력값인 그림 3(a)의 시계열 데이터는 주파수 영역에 

서 그림 3(b)와 같은 뚜렷한 공진 패턴을 보여 준다. 다 
만 그 크기는 시간에 따라 감쇄해간다. 음향학적 공진 

주파수는 끝이 막힌 오르간 파이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么=(2”1)泛 (9)

여기에서 정수 n = 1 일 때가 주 공진 주파수 (primary 
resonance frequency)이다. 고차의 모드들은 그림 3(b)에서 

와 같이 harmonics 로 나타난다.

froquancy (나©

그림 3. 감쇠 조화 진동: (a) 시간 영역,(b) 주파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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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진 강도 및 주파수: (a) 가진 마하 수의 변호 

(b) 가진 주파수의 변호卜.

(9) 식의 예측값과 오일러 코드의 계산 결과에는 약간 

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압축성 유동의 비선형성 때 

문이다. 관의 입구에서 유입 유동은 그 궤적을 급격히 

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유선 (streamline)은 관 입구와 일 

정 간격을 두고 비껴나가게 된다. 즉 유동이 느끼는 관 

의 실제 효과 길이 (effective length)는 L 보다 길므로 (9) 
식에 의하여 공진 주파수는 이론 값보다 더 낮아지게 된 

다.

4. 파라메터 연구

⑴ 가진 마하 수와 주파수

가진 마하 수 (m)와 주파수 ( 1/)를 변화 시켜가면서 공 
진의 효과를 관찰한 것은 각각 그림 4(a)-(b)에 보인, 점 C 
에서 측정한 시계열 압력 곡선 이다. 가진 마하 수와 주 

파수는 공진 파형의 강도 (amplitude)에 주로 관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진 주파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가진부와 관 사이의 거리

가진부와 관 사이의 거리 (1) 또한 공진 주파수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a)-(b)는 점 C 에서 

관측한 시계열 및 주파수 영역 데이터이다. 특히 1 의 값 

이 작을 경우에 파형의 비선형성이 커지면서 가진 효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⑶ 관의 깊이

(9) 식에서와 같이 관의 깊이 (L)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메터가 된다. 그림 6(a)-(b)에서도 이러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의 깊이가 작을수록 공진 주파 

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며 비선형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3. 절에서 언급한 L由 는 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커 

진다. 이 결과는 그림 7.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가진부와 관 사이 거리의 영향: 

(a) 시간 영역, (b) 주파수 영역.

그림 6. 관 깊이의 영향:

(a) 시간 영역, (b) 주파수 영역.

-257-



i.a

S«Ud

그림 7. 압축성 유동 비 선형성의 영향: 
기하학적 관 깊이와 효과 길이의 관계.

5. 결론

지금까지 Hartmann-Sprenger 의 공진관을 간략화한 개념 

적 수치 모델을 제안하고, 차원 해석을 통하여 4 가지 주 
요 파라메터를 추출하였다. 이 때 유입류 조건으로 마하 

수가 진동하도록 하였으며 보존 법칙을 물리적으로 만족 

시키는 경계 조건을 개발하였다. 가진력이 작용하지 않 

을 때 관 유동은 조화 진동을 일으키지만 외부에서 에너 

지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감쇠된다. 그러나 외 

부에서 일정한 강도 및 주파수의 사인 파로 가진할 경우 

공진을 일으켜 뚜렷한 맥동성의 파형을 보여 준다. 파라 

메터 연구 결과 공친 주파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관의 깊이이며, 이것이 짧을수록 압축성 유동의 비선 

형 효과가 커지면서 공진 주파수는 고전 1 차원 이론의 
예측치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복잡 

한 압축성 유동장에서 설치된 막힌 관에서 발생하는 제트 
토출 모드를 분리해 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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