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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록)

유동체-공명음 공동의 진동(Fluid-resonantcavityoscillation) 헬

렘홀츠 공진기와 공진기에 톱니 디 터가 부착되었을 때의 아음속 역

에서의 유동장과 유동 구조를 수치 으로 연구하 다.헬렘홀츠 공진기는

입구 앞 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와류가 주기 으로 진동하며 진행하는 메

커니즘을 가지고 있다.이 하나의 와류를 작은 와류들로 쪼개기 해 올

빼미 날개 형상에서 착안한 톱니 디 터를 새롭게 제안하 다.수치

인 해석은 UnsteadyReynoldsAveragedNavier-Stokes와 순간 인

진동값을 얻기 해 Largeeddysimulation이 함께 사용되었다.톱니 디

터가 부착되고 부착되지 않았을 때 공동의 입구에서 변화하는 유동

구조와 유동의 특성을 비교하 고 공동의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입되는 유

동의 유선을 통해 톱니 디 터가 헬렘홀츠 공진에 미치는 향에 해

비교하여 분석하 다.결과 으로 톱니 디 터가 부착되었을 때 유동

구조를 변화시키고 디 터 방향에 따라 유동의 특성을 변화시켜 질량

흐름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주기 공진을 제거하 다.

주요어 :톱니 디 터,헬렘홀츠 공진기,공동의 진동

학 번 :2014-2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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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 배경

이 연구는 유동이 헬렘홀츠 공진기(flow-excited Helmholtz

resonator) 를 낮은 마하수로 지나면서 발생하는 상과 그 해결책에

한 연구로써 헬렘홀츠 공진기 특징에 해 논하고 그에 한 해결책으

로 톱니 형상 디 터가 부착되었을 때 유동 특성의 변화를 수치 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공동(cavity)의 입구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유동은 유동체-공명

음 공동의 진동(fluid-resonantcavityoscillation)을 발생시킨다.이 때

공동의 형상에 따라 얕은 공동(shallow cavity), 깊은 공동(deep

cavity),그리고 헬렘홀츠 공진기(Helmholtzresonator)등 다양한 형태

의 공진(mode)들이 존재하며 그 형상에 따라 공진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1].

그림 1.1여러 가지 공동 형상에 따른 공진

왼쪽부터 얕은 공동(shallow cavity),깊은 공동(deepcavity),

헬렘홀츠 공진기(Helmholtz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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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공동 형상에 따른 특성 -얕은 공동

(Shallow cavity)

공동 를 흐르는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진은 오래 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다양한 형상의 공동에서 발생하는 공진을 종합 으로 유동

체-공명음 공동의 진동(fluid-resonantcavityoscillation)이라 한다.그

우선 으로 살펴볼 것은 얕은 공동의 공진으로써 얕은 공동은 공동의

길이와 폭의 비가 L/W > 1일 때로 정의한다.얕은 공동에서 발생하는

공진의 주요 특성은 주어진 마하수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공진 모드들이

존재하며 공동의 깊이와 유동진행방향의 길이 비에 따라 공진의 발생 유

무가 정해진다.얕은 공동에서 마하수에 따른 스트로우홀 수(Strouhal

number)는 두 개의 요 상수에 의해 결정되는데,하나()는 와류

(vortex)와 동(wave)간의 상을 결정하는 수이며 다른 하나()는

와류(vortex)의 진행 속도(propagation speeds)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2].

 





(1.1)

  
 

 


(1.2)

여기서  은 마하수, 는 비열비이다.



- 3 -

1.1.2.공동 형상에 따른 특성 -깊은 공동(Deepcavity)

반면 얕은 공동과 달리 깊은 공동(deepcavity)은 공동 길이와 폭의 비

가 L/W <1일 때를 말하며, 깊은 공동의 특징은 공동의 형상인 W/L

값에 따라 스트로우홀 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런

상은 불안정한 공동의 단층(shearlayer)에 의해 발생하는 하나 이상

의 주 수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특히 W/L=2인 경우,발생하

는 두 개의 주 수 성분 하나는 단층의 불안정성(shearlayer

instability)의 피드백(feedback)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횡정상

(transversestandingwave)에 의한 것임이 알려져 있다 [3].

깊은 공동과 얕은 공동과의 큰 차이 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얕은 공동에

서는 종 정상 (longitudinalstandingwave)가 존재하며 동의 움직

임이 주로 흐름 방향(streamwisedirection)이며 동의 장과 공동의

구멍 길이의 규모가 유사한 크기로써 단층의 불안정성에 의한 시간 척

도(timescale)가 공동의 양끝으로 향하는 음 의 이동 시간 척도와 유사

하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깊은 공동에서는 종 정상 가 아닌 횡정상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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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공동 형상에 따른 특성 -헬렘홀츠 공진기

(Helmholtzresonator)

헬렘홀츠 공진기는 작은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단단한 경계로 둘러쌓인

공동에 압축성 유동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4].헬렘홀츠 공진기의 고

유주 수는 다음과 같다.

  

 




(1.3)

여기서  는 입구의 면 이며, 는 공동의 부피,그리고  은 입구의

유효 두께(effectiveneckthickness)이다.이 고유 주 수 근처에서는

작은 압력변화가 입구에서 높은 속도의 진동을 유발시키며 공진기 내부에

서는 큰 압력 변동을 발생시킨다. 헬렘홀츠 공진은 한 횡 모드의 공

진을 발생시키며 장이 공동의 입구 길이와 공동 부피의 1/3승( )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공동의 내부를 공간 으로 균일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한 헬렘홀츠 공진은 깊은 공동과는 달리 공동 부피와 입구의 면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깊은 공동에서 발생하는 공진의 주 수보다

더 낮은 주 수 역의 횡 모드 공진을 발생시킨다 [1].헬렘홀츠 공진

기의 2차원 형상을 보면 유동이 입구를 지나며 입구 앞 에서 와도

(vorticity)에 의해 단층이 형성되고 이 단층의 진동 주 수가 공진기

의 고유 주 수와 유사할 때 공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스트로우홀 수를

갖는다.헬렘홀츠 공진은 비교 낮은 마하수에서 발생하며 마하수에 따

라 공진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특히 공진이 발생하는 경우 마하수가

공진 역의 심이며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공진 역의 사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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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그림 1.2얕은 공동에서 마하수에 따른 스트로

우홀 수 [2],실선이 수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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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깊은 공동에서 공동 형상 비율

에 따른 스트로우홀 수 [5], 선이 이론

값 [6]

그림 1.4헬렘홀츠 공진기에서 마하수

에 따른 스트로우홀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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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헬렘홀츠 공진기 연구 사례

헬렘홀츠 공진기 로 유동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공진에 한 연구는 매

우 오래 부터 실험 (experimental)으로,해석 (analytic)으로,그리고

최근에는 수치 (numerical)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실험 으로

는 Neslonetal.에 의해 공동 내부의 압력과 입구에서의 유동의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화하 으며 1990년에는 입구 구멍

형상에 따른 헬렘홀츠 공진에 한 실험도 수행되었다 [8][9].Roulong

et.al은 해석 으로 헬렘홀츠 공진기를 연구함으로써 응답 압력을 유체

역학 힘(hydrodynamicforce)과 공동의 임피던스에 한 식으로 나타

냈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10].






  (1.4)

여기서 

는 응답압력,


는 공진기를 가진하는 유체역학 힘,그

리고   는 공진기의 임피던스이다.








 


,







 

 
,         (1.5)

^기호는 푸리에 변환한 변수를 의미하며,유체 역학 힘은 속도-와도

곱으로 표 된다.이 속도-와도의 곱으로 나타내지는 무차원화된 힘은 입

구의 형상,공동의 부피 그리고 유입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 헬

렘홀츠 공진 시 다른 제어 인자로써 공동의 임피던스에 존재하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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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써 공동의 고유 주 수로 무차원화된 값이 있으며,다른 하나는 

로 나타내는 품질계수(Qualityfactor)로써    ( 은 등가질

량, 은 방사 항(radiationresistance)의 합)로 표 된다.

헬렘홀츠 공진기에 한 수치 인 연구는 자동차가 뒷창문이나 선루 를

열고 달릴 때 발생하는 공진인 버페 에 한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자

동차에서 발생하는 버페 은 자동차가 뒷창문이나 선루 를 열고 주행하

게 되면 차체 내부를 헬렘홀츠 공진기로 여길 수 있게 되어 차체의 고유

주 수와 유사한 주 수의 유동에 의한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한다.특히

버페 이 발생하게 되면 10∼80Hz부근에서 약 120dB 의 큰 압력변동

이 차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운 자와 승객의 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여 심리 불안감을 뿐만 아니라 차체에 구조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버페 을 제거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

속 으로 진행되어졌다.Balasubramanianet.al은 차량의 뒤쪽에 인

인 구멍을 뚫음으로써 제어인자인 품질계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공진을

제거하려했으나 버페 시 발생하는 큰 폭의 압력변동을 효과 으로 제어

하지 못하 다 [11].다른 제어인자로써 유체역학 힘을 변화시키기

해 2009년에 나눔막 (dividingpost)를 뒷창문에 설치하는 연구가 시도

되었고 2012년에는 Wanget.al이 직사각형 디 터와 직사각형 디

터 사이에 일직선의 공간을 만든 디 터를 수치 그리고 실험 으로

연구하 다 [12]. 2006년에는 차량 선루 에 직사각형 디 터 형상과

각도를 변화시키며 버페 을 제거하기 한 형상 최 화 연구도 수치 으

로 수행되었다 [13].



- 9 -

그림 1.5105km/h일 때 버페 이 발생하는 차체 내부에서의 음압

벨값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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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 목표

이번 연구에서는 헬렘홀츠 공진을 제거하기 해 새로운 개념인 톱니 형

상의 디 터를 제안하려 한다.여기서 제안한 톱니 형상은 올빼미 날개

로부터 착안한 아이디어로써 공력 소음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

다.Ver은 제트 엔진 뒷 에 톱니 형상을 설치함으로써 제트 배기 소음

을 5dB 이상 고,Hersh와 Hayden은 톱니 형상을 날개 앞 에 붙이

는 실험 연구를 통해 톱니가 와류를 발생시키고,낮은 받음각 조건일 때

후류에서 발생하는 주기 인 와류 발생을 붕괴시킴으로써 소음을 다

[15][16].Howe는 톱니 형상에 따른 소음 감 효과의 계에 한 연구

를 통해 톱니의 크기가 에어포일에서의 경계층 두께와 유사할 때 더욱 효

과 이라는 것을 밝 냈다 [17][18].Kim 한 에어포일에 부착된 톱니

형상이 후류의 고유 와류 구조(coherentvortexstructure)를 부시는 모

습을 수치 으로 구 하여 시각화하 으며 결과 으로 소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19].이 듯 톱니 형상은 유동의 흐름을 변화시켜 유체

역학 힘을 제어할 수 있다.이를 통해 헬렘홀츠 공진기에서 발생하는

유동체-공명음 유동의 진동(fluid-resonantcavityoscillation)의 특성을

분석하고 톱니 디 터가 설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유동의 상과 특징에

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우선 톱니 디 터 형상 설계 시 필요한 길이

규모를 경계층 값에서 찾아 설계하고 입구 앞 과 입구에서 나타나는

단층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후,헬렘홀츠 공진기 내부에서 나타나는 유동

특성의 변화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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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톱니 형상에 의해 잘게 부셔지는 후류의 고유 와류 구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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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2.1. 유동 해석 모델

헬렘홀츠 공진을 수치 으로 해석하기 해 압축성 비정상

(compressible 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이하

RANS)를 이용하 다. 난류 해석에 있어서 RANS 방법 이외에도

DNS(Directnumericalsimulation)와 LES(Largeeddysimulation)같

은 난류 해석법이 있으나 RANS는 DNS와 달리 계산 소요 비용

(computationalcost)이 크지 않으며, Iaccarino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

상 RANS는 체의 불안정성(grossunsteadiness)을 갖는 유동 와류

발산 주 수(vortex sheddingfrequency)가 톤(tone)주 수인 유동을

잘 측한다는 연구를 토 로 하여 사용하 다 [20].비정상 RANS는 연

속방정식과 Navier-Stokes식으로 표 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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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의 유동 변수들은 모두 앙상블 평균(ensembleaverage)값이며

이놀즈 응력항(Reynoldsstress)에 있는 ′은 순간값(instantaneous)

에서 앙상블 평균값을 뺀 진동(fluctuating)값을 나타낸다.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유동의 특징은 비교 낮은 마하수이나 공동 내부에서 발생하

는 압력변동은 압축성 모델을 사용해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축성으

로 고려하 다.

특성 속도와 길이를 구하여 이놀즈 응력항을 해석하기 한 난류 모델

은 단층과 순환 유동(circulationflow)을 잘 표 하기 해 운송방정

식(transportequation)2개를 이용하는 k-ε 난류 모델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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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 논문에서 다룰 톱니 디 터에 의한 유동특성은 비정상 RANS의

장 으로써 기존 헬렘홀츠 공진에서 나타나는 와류 발산 주 수가 톤 주

수일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동의 입구에서 수직 진동 속도

(fluctuating normalvelocity)를 얻고 입구에서 진행하는 와류 강도를

시각화하기 해 LES기법을 함께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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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6)

여기서 변수들 의 over-bar는 공간 필터링(spatialfiltering)이다.

세부 격자 규모 모델(subgridscalemodel)은 WALE(wall-adapting

localeddy-viscosity)모델을 사용하 으며 이 모델에 의한

와동 성(eddy-viscosity)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2.7)

 mi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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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며  는 폰 카르만 상수(vonKarmanconstant), 는 가장 가까운

벽과의 거리, 는 격자의 부피,그리고  는 WALE상수(WALE

constant)로 0.3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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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해석 조건

검증을 한 실험 모델은 Purdue 학의 Herrick연구실에서 수행한

풍동실험으로써 수치해석을 한 공동은 실험에 사용된 모델과 동일하게

제작하 다 [12].수치해석에 사용된 기법은 k-ε 난류 모델을 용하 고

압력-속도 결합 알고리즘으로 PISO(Pressureimplicitwith splitting

ofoperator)기법을 사용하 다.공간 차분화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최소자승 격자기반 기법(leastsquarecellbasedmethod)을 용하

다.운동량 방정식의 압력 계산은 이차(secondorder)를,운동량과 난류

운동 에 지 소산율의 류항 이산화는 이차 풍상 차분법(second

orderupwind)을 용하 다.시간 차분화는 이차 내재 기법(second

orderimplicit)으로 구 하 다.비정상 계산 시 시간 단계 척도는 헬렘

홀츠 공진기는 공동의 고유 주 수와 그 고조 (harmonics)들을 분석하

기 하여 샘 링 주 수를 약 3kHz로 하 으며 Nyquist주 수를

1.5kHz로 정하 고 톱니 디 터가 부착되었을 때는 샘 링 주 수를

약 6kHz로 하 다.이에 따라 시간 단계는 각각 ×,×

로 하 고 총 1.5 유동통과시간 동안 계산을 하 다.이 게 수행된 공

동 모델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0.3m,0.4m,0.29m 이며 공동의 입

구는 각각 0.24m,0.1m,0.015m 이다. 한 유입류의 속도는 25m/s이

며 압력 측정 지 은 공동 바닥의 심이다.

계산을 한 격자는 톱니 디 터 형상을 용이하게 모사하기 해 유동

장에 하여 비체계 망사(unstructuredmesh)를 150만개 이상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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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벽과 단층 부근에서의 유동 측이 공동의 공진에 있어 요하기

때문에 더욱 조 하게 격자를 짰으며 경계조건으로 계산 역의 입구는

속도 유입 경계조건(velocity-inflow boundary condition)을 부여하

고, 유동이 나가는 면은 출구 경계조건(pressure-outlet boundary

condition)을 부여하 다.윗면과 면은 미끄럼 경계조건(No-shearslip

boundarycondition)을 부여하 으며 나머지 벽에 해서는 비슬립 경계

조건(no-slipwallboundarycondition)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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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수치해석의 공동모델

그림 2.2수치해석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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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검증과 메커니즘

수치해석 검증 결과로써 주 수에 따른 음압 벨을 보면 첫 번째 정 이

약 107Hz에서 발생하며 이 주 수가 헬렘홀츠 공진기의 고유주 수이며

공진의 지배 인 주 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험값 주 수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다른 고조 (harmonics)로써 215Hz,

323Hz,그리고 430Hz에 정 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실험값의

정 주 수 값과 수치해석 결과로써의 주 수 시뮬 이션 된 정 주

수 값을 보면 수치해석 결과의 값이 실험값에 비해 살짝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치해석과 실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층 두께 차이에 의한 것으

로 경계층 두께에 따라 단층의 공진 주 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21].

수치해석의 경우,3차원으로 수행하 지만 공동 내부는 공간 으로

균일하며 공진이 일어난 경우 심으로부터 z-방향으로 유동의 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그 기 때문에 헬렘홀츠 공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공동의 심평면(z=0)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림 2.3좌표의 심과 심평면(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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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면에서 공동 내부의 압력과 와도를 통해 한 주기 동안 공동 입구

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압력과 와도가 나

타나 있는 공동의 입구를 보면 압력이 낮게 나타나는 원형의 와류 심

(vortexcore)을 확인할 수 있다.이 낮은 압력을 갖는 와류 심은 와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심 치를 확인할 수 있다.와류 심이 한 주기

동안 입구의 앞 에서 뒷 으로 출 이며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주기별로 치를 보면 와류 심은 T/8부터 3T/8동안 앞 에서 입

구 심으로 이동하 다.이 기간에 유동은 외부에서 공동 내부로 유입되

며 4T/8에서 내부 압력을 최 로 만들었다.반면,5T/8부터 7T/8사이

에 와류 심은 입구 심으로부터 뒷 으로 이동하며,이 사이 유동은

공동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며 공동 내부 압력을 낮추었다.이 게 한

주기 동안 발생하는 순환은 공동 내부에서 헬렘홀츠 공진을 만들며 공진

은 단층이 교란되는 동안 계속 유지 다.

그림 2.4주 수에 따른 음압 벨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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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한 주기 동안 순간 인 압력변화

그림 2.6한 주기 동안 순간 인 와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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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톱니 디 터 형상 설계

3.1.톱니 디 터 형상 유동 특성에 따른 평면 설정

톱니 디 터의 톱니 형상은 톱니 모양의 비인  와 높이인  로

정의된다.톱니 형상을 결정하는 두 개의 길이를 결정하기 해 유동체-

공명음 유동의 진동 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 다.헬렘

홀츠 공진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길이 인자들은 운동량 두께(momentum

thickness),경계층 배제두께(boundarylayerdisplacementthickness),

경계층 두께(boundarylayerthickness),입구의 길이(orificelength)를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경계층 두께와 유사한 스 일일 때 가장 효과 으로 톱니

가 소음을 다는 연구를 토 로 톱니 디 터 형상을 결정하 다.이

논문에서 진행될 테스트 이스의 톱니 형상은      이며

디 터의 각도는 기존 최 화 연구 결과에 따라 유동방향과 45도를 이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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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톱니 형상의 정의

톱니 디 터가 부착되면 톱니 형상에 의해 압력과 유동의 속도 특

성이 z-방향에 따라 균일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톱니 디 터가 설치된

공동의 유동 특성을 확인할 때에는 기존의 헬렘홀츠 공진기와 달리 톱니

가 부착된 방향에 따라 유동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이를 해 스팬 방향

(spanwisedirection)인 z-방향으로 톱니의 높이가 0이 되는 평면(이하

심평면,valley plane)과 톱니의 높이가 최 가 되는 평면(z=0.01m,

apexplane)으로 나 어서 유동의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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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톱니 형상과 좌표계 정의

그림 3.3톱니 형상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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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논의

수치 연구는 유입속도가 5m/s에서 25m/s까지 5m/s간격으로 낮은 마

하수 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범 에서 모두 동일한 상이 나타났다.

결과에서는 유입속도가 25m/s일 때의 상으로써 톱니 디 터에 의해

나타나는 상들을 공동의 입구에서의 유동의 특성과 공동의 내부에서 발

생하는 유동의 특성을 나눠 논의하려한다.공동의 입구에서는 단층에서

발생하는 공진 모드와 단층의 특성을 와도 두께를 통해 비교 분석하

다.공동의 내부에서 유동 특성은 공동의 압력 변화와 그 변화의 요인이

되는 유동의 흐름을 속도 벡터(velocityvector)를 통해 확인하 다.

4.1.공동 입구에서 유동의 특성

공동의 입구에서 발생하는 단층의 한 (        )에서

얻어진 수직 속도(normalvelocity)값과 스펙트럼을 구하 다.기존 헬

렘홀츠 공진에서는 단층 모드(shearlayermode)들이 고조 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뚜렷한 정 이외에도 다른 정 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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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모드(modes)일 수도 있으며 비선형 상

호작용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한 수치해석에 의해 얻어진 결과값을

Rossiter가 제안한 반경험 공식(Rossiter’ssemi-empiricalformula)으

로 측한 스트로우홀 수와 비교하 다 [22].

 





,   (4.1)

여기서 ,는 각각 실증 값으로써 단층에서 교란의 평균 류 속도와

상 차이에 의한 값이다.

톱니 디 터가 부착된 공진기의 스펙트럼을 얻기 해 같은 치에서

수직 방향 진동 속도(fluctuatingnormalvelocity)를 푸리에 변환하

다.주 수에 따른 단층에서의 수직속도를 통해 기존 헬렘홀츠 공진에

서 확연히 볼 수 있었던 단층의 공진 모드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정 주 수가 주를 이루지 않았으며 넓은 주 수 역에서 주

수 성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유동이 비선형 이고 불규칙 인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처럼 공동 입구의 수직 속도 스펙트럼

을 통해 기존 헬렘홀츠 공진기와 톱니 디 터가 부착된 공진기의 유동

특성이 확연히 변한 것을 확인하 다.

   

 Simulation 0.462 0.917 1.39 1.85

   0.418 0.946 1.475 2.00

   0.410 0.957 1.504 2.05

표 4.1해석값과 반경험식에 의한 스트로우홀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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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에서 얻어진 수직 속도의 스펙트럼

( : 기존 헬렘홀츠 공진기, :톱니 디 터가 부

착된 헬렘홀츠 공진기)

공동 를 지나는 입구에서 유동의 특성은 확산 속도(spreadingrate)에

서도 나타난다.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동 입구를 지나는 단층은 난류의

자유 단류(freeshearlayer)와 확산 속도가 둘 다 선형 이라는 유사

이 있다.여기서는 단층 두께를 측정하기 해 와도 두께(vorticity

thickness )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이 와도 두께는 단층의 불

안정한 특성을 효과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와도 두께는 아

래와 같이 정의된다.

 ∂∂max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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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은 쪽 유동 속도(upperstream velocity)와 아래쪽

유동 속도(lower stream velocity)를 자유 흐름 속도(free stream

velocity)로 나 값이다 [23].헬렘홀츠 공진기의 확산 속도 결과를 보면

단층이 선형성의 특징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성장률(growth

rate)측정값은   의 선형성을 얻었다.반면 톱니 디 터가

부착되었을 때 와도 두께는 심 평면과 z=0.01m 에서의 평면에서 구한

와도 두께로써 디 터 스팬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 다.톱니

높이가 없는 심평면에서는 성장률이 격히 커졌다 감소하는 것을 발견

하 으며 z=0.01평면에서는 반 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톱니 형상이 와도 두께에 미치는 향은   를 경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기존의 헬렘홀츠 공진기와 비교했

을 때 톱니 디 터가 설치된 후   부근까지는 비선형성을 가지

며 단층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와도 두께 성장률이 흐름

방향에 따라 큰 변화폭이 존재하 고 그 이후에는 기존 헬렘홀츠 공진기

와 마찬가지로 선형성을 갖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반 으로 헬렘홀츠 공진의 와도 두께에 비해 톱니 디 터가 설치되었을

때의 와도 두께의 성장률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통해 공동의 진동이 높은

단층의 성장률을 야기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4].이 단층의

성장 진행은 뒷 에 다다르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기존 헬

렘홀츠 공진기의 경우 진행하는 유동의 에 지가 고유 와류 구조로 변환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 톱니 디 터 같은 경우

에 지가 톱니에 의해 난류로 변환되며 에 지가 앞 에서 소산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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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톱니 디 터 설치 유무에 따른 공동 입구에서의 와류 심

(vortexcore)형상을 Q-criterion을 통해 확인하 다.헬렘홀츠 공진기

의 와류 구조 특징은 주기에 맞추어 거 한 와류 심(vortexcoherent

structure)이 입구 를 이동하는 것이었다.이는 Nelson이 말한 공동의

공진은 하나의 분리된 와류가 한 주기 동안 입구 를 이동하기 때문이라

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8].반면 톱니 디 터가 부착된 헬렘홀츠

공진기에서는 기존의 와류 심 구조와 다르게 하나의 거 했던 와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톱니 디 터의 톱니 형상이 입구

의 앞 에서 하나의 거 한 와류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 다는 것을 말

해 다.톱니 디 터는 공동 입구의 앞 에서 유동의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유동의 에 지를 앞 에서부터 소산시킴으로써 하나의 와류가 생

성되는 것을 방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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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공동 입구에서 단층 진행에 따른 와도 두께

( : baseline, : center plane,

:z=0.01m plane, :linearfitwith

slope0.42)

그림 4.3와류 심 지역 Q-criterion(a)헬렘홀츠 공진기,

(b)톱니 디 터가 부착된 공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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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동 내부에서 유동의 특성

4.2.1.압력 변화

톱니 디 터에 의해 공동의 내부 압력이 한 주기의 시간 동안 어떻게

바 는지 확인하 다.공동 내 압력의 경우 공간 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공동의 바닥 심에서 압력 변화를 보았다.

기존의 헬렘홀츠 공진기에서는 한 주기 동안 공동 내부에서 약 200Pa에

서 –200Pa로 진동하는 큰 압력변동이 발생하 으나 톱니 디 터가 부

착된 공진기에서는 공동 내부의 압력 변화가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압력 분포를 확인해보면 톱니 디 터가 부착된 공동의

입구에서는 기존 헬렘홀츠 공진에서 볼 수 있었던 주기 으로 이동하는

원형의 와류 심이 발견되지 않았다.이는 와류 심 이동이 헬렘홀츠

공진에 있어 압력변동과 유동의 흐름에 상 계가 있다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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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공동 내 심평면에서의 압력변화 ( :baseline아래

:톱니 디 터 부착 후)

그림 4.5공동 바닥의 심에서 측정한 공동의 압력변화 (

:baseline, :톱니 디 터 부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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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유동의 흐름 비교

헬렘홀츠 공진기 내의 유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유동의 흐름을 확인

하 다.기존의 헬렘홀츠 공진이 발생할 때 공진기와 외부에 나타나는 유

동을 보면 주기 으로 유동이 공동 후방에서 입구의 방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1/4주기 후에 압력이 최소

가 되었다.다시 1/4주기 후에 유동은 외부에서 공동의 입구 후방을 통

해 공동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 결과 1/4주기 후에

는 공동의 압력이 최 가 되었다. 한 공동의 입구에서는 단층이 진동

하는 것과 유동의 유출입 시각이 상 계가 있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톱니 디 터 설치 시,앞에서 보았듯이 시간에 따라 압력변동이

거의 없고 정상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한 시 에서 유동의 특성을 확인하

다.이 때,정상상태의 심 평면에서 유동의 흐름을 확인한 결과,유동

이 벽을 타고 외부에서 흘러와 톱니 사이를 통과하여 내부로 유입되었다.

반면 톱니가 가장 높은 Z=0.01m 평면(apexplane)에서는 유동이 톱니

디 터 를 지나 내부로 유입되지 않았으며 공동 내부의 유동이 톱니

의 아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다.이 게 디 터 스팬 방향에 따른

유동의 흐름을 속도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하 다. ,  

에서 속도분포를 스팬 방향에 따라 확인해보면 유동 방향 속도(x-방향

속도)는 톱니 형상에 따라 톱니가 없는 곳은 자유 흐름 속도(freestream

velocity)에 이르 으며 톱니가 높은 곳에서는 낮은 속도 분포를 얻었다.

한 자유 흐름과 수직 방향인 y-방향의 속도 분포는 반 로 심 평면

과 같이 톱니 높이가 없는 평면에서는 음수값을 그리고 톱니 높이가 최

가 되는 평면에서 양수값을 칭 으로 얻었다.이를 통해서 유동이 톱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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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앞 에서 형상에 따라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스팬 방향인 z-방향 속도 성분은 톱니 최 높이 평면을 심으로

칭 으로 톱니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 다. 한

     에서 각각 y-방향 속도 분포를 보면 유동의 흐름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톱니에 의한 유출입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함으

로써 톱니 형상의 효과가 진행방향에 따라 작아지는 것을 할 수 있

었다.

이 듯 톱니 디 터는 스팬방향의 유동 특성을 입구 앞 에서 크게 변

화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톱니 디 터가 유동의 특성을 톱니 형상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유동의 유출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결국 주기 으로 유동이 유출입이 일어나던

헬렘홀츠 공진이 톱니 디 터를 설치함으로써 유동의 유출입을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공진이 갖는 주기 인 특성을 제거하 다.공동의 입구를

통과하는 시간에 따른 질량 흐름률(massflow rate)를 통해 헬렘홀츠 공

진이 발생할 때는 최 질량흐름률이 내부 공동의 총 유량의 약 72% 가

유출입되었으나 톱니가 설치된 이 후에는 총 유량의 약 5% 만 유출입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그림은 헬렘홀츠 공진이 발생하는 원리와 톱니 디 터가 공진

을 제거하는 원리를 도식 으로 나타낸 것이다.공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유동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며 유동이 유출되고 다시 압력

이 낮아지는 주기 인 순환을 형성하 다.하지만,톱니 디 터는 톱니

형상이 만드는 특성을 통해 유동의 유출입이 톱니 높이가 다른 평면에 따

라 동시에 유출입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공진을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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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헬렘홀츠 공진의 유선 벡터.T/4(왼쪽 ,유출),

2T/4(오른쪽 ),3T/4(왼쪽 아래,유입),T (오른쪽 아래)

그림 4.7톱니 디 터 설치 후 유선 벡터 (왼쪽 : 심평면,오른쪽 :

z=0.01m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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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스팬 방향에 따른 정규화된 속도 ( :streamwise

velocity, :normalvelocity, :spanwise

velocity)

그림 4.9유동 진행 방향에 따른 수직 방향 정규화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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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공동의 입구에서의 질량 흐름률 ( :baseline,

:톱니 디 터 부착 후)

그림 4.11헬렘홀츠 공진과 톱니 디 터의 공진 제거 원리 도식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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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앞 에 톱니 디 터가 부착된 헬렘홀츠 공진기의 유동

장과 유동 구조에 해 수치 으로 해석하 다.유동 해석은 비정상

RANS와 LES를 함께 사용하 다.헬렘홀츠 공진은 앞 에서 발생하여

공동의 입구를 주기 으로 진동하며 진행하는 와류와 함께 공진기 내부에

서 유동 유입,압력 상승,유출,압력 하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주기

으로 반복하여 발생한다.이를 해결하기 해 올빼미 날개에서 착안하

여 경계층 두께와 유사한 크기의 테스트 이스로써 톱니 디 터를 헬

렘홀츠 공진기 앞 에 부착하 다.톱니 디 터가 부착되면서 앞 에서

유동 에 지를 소산시킬 뿐만 아니라 디 터 방향으로 유동장과 속도분

포가 변하게 되면서 유동과 유출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공진이 제거되며

하나의 주 수를 갖는 와류 진동이 작은 와류들로 쪼개져 다양한 주 수

를 띄게 된다.디 터 방향으로 속도분포가 변하면서 톱니 사이로 유동

이 유입되고 톱니 뒤쪽으로 유동이 유출되는 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최 유출입 질량 흐름률이 기존의 72%에서 부착 후 5%로 감소하 다.

이 게 톱니 디 터는 유동장과 유동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

량 흐름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진을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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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investigationofa

serrateddeflector

ontheHelmholtzresonator

SeungsooLee

DepartmentofMechanicalandAerospace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paperdescribes a numericalapproach to investigate the

flow-excited Helmholtzresonatorwith aserrateddeflector.The

Helmholtz resonator mechanism is known as a single vortex

shedding for an oscillation period along the cavity orifice

generated at the leading edge,creating a high noise level.

Therefore,a new serrated deflectordesign based on owlwing

feathersissuggestedanditchangestheflow propertiesalongthe

deflectorshape.Numericalanalysisisperformedusing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and Large Eddy Simulation.

Numericalresults of flow properties are compared with and

without the serrated deflector. Consequently, the periodic

oscillation ofmassflow iseliminated by changing thevelocity

distributionalongthedeflector.

Keywords : Serrated deflector, Helmholtz resonator, Cavity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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