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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구조건이 적용된 초음속 흡입구 공력불안정성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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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F SUPERSONIC INLET BUZZ CHARACTERISTICS

UNDER VARIOUS THROTTLING CONDITIONS 

W. Hong, Y. Choe and C. Kim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s the flow instability around supersonic inlet, called inlet buzz. Though 
the flow conditions change linearly, behavior of inlet buzz alters hysteretically. In order to simulate the inlet buzz 
hysteretic character, computations are conducted with varying mass flow rate. The mass flow rate condition is 
controlled by an exit throttling plug which moves back and forth to change an exit area. 

In this paper, a set of simulations with mass flow rate control are presented. This simulations focus on 
hysteretic buzz characteristics of supersonic inlet according to mass flow rate and the historic path of the mass flow 
rate change. Firstly, an inlet buzz case with decreasing mass flow rate is simulated. In this process, the inlet buzz 
characteristic changes from the first mode of a low frequency regime to the second mode of a high frequency 
regime. In the next, the effect of the increasing mass flow rate on the inlet buzz is examined. This case shows 
another kind of the buzz transition that the buzz frequency becomes higher in the third mode. The hysteretic inlet 
buzz has many similarities to the fundamentals of a pipe-type musical instrument such as self-excited feed-back 
mechanism and overblowing.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the hysteretic characteristics of an inlet buzz is discussed 
in the instrumental acoustic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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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음속 엔진 흡입구는 형상 자체만으로 전방의 자유류를

흡입하여 압축시키며, 이 유량을 연소부에 공급해주기 때문
에 가볍고 효율적인 엔진이다. 하지만 단순한 형상에 비해

내부의 유동은 충격파-충격파 간섭과 충격파-경계층 간섭 등
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유동 현상이 발생하며, 충격파의 진
동이 스스로 증폭되는 현상이 야기되고 ‘흡입구 버즈’라는
유동 진동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흡입구 버즈는 엔진의 효율
을 떨어뜨리고, 엔진을 정지시키거나, 구조적인 파괴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러한 버즈 현상의 피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

어서 현재까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있는 상

황이다.
초음속 흡입구 버즈 해석을 위해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버즈 현상은 Oswatitsch[1]가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
후 Ferri[2]와, Dailey[3]등의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Nagashima는 입출구비(Throttling ratio, 
T.R)를 조절하며 흡입구 버즈 현상을 실험하였다[4]. 출구 유
량을 변화시키며 흡입구 버즈 현상을 실험할 시, 유량 조건
이 점진적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버즈의 주파수 혹은 진폭
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천이’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버즈현
상은 천이를 통해 변하는 주파수와 진폭 중 어떤 것이 지배

적이냐에 따라 낮은 버즈(Low buzz)와 높은 버즈(High buzz) 
혹은 작은 버즈(Small buzz)와 큰 버즈(Big buzz)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Nagashima의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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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equence of pipe resonation

Fig.2 Schema of edge tone mechanism.

Fig.3 Jet-edge resonant curve in organ pipe[8]. 

흡입구 형상을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흡입구
주변의 유동 현상을 분석하였고 진동수의 변화에 따른 FFT 
분석을 하였다.

2. 음향학 이론

초음속 흡입구 엔진과 파이프 타입의 악기는 많은 유사점

을 공유한다. 오르간 파이프(Organ pipe)와 같은 관악기(Wind 
instrument)는 공기흐름의 에너지를 진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Energy-converting mechanism)을 갖는다. 
오르간 파이프와 같은 관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는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먼저, 분사된 공기가 파이프의 모서
리에 닿게 된다. 가장자리에 부딪힌 공기흐름은 흐름의 외란
(Disturbance)을 형성하며, 이 외란은 파(Wave) 형태로 울림통
(Resonator)에 입사되고,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게 된다. 이렇
게 돌아온 파는 분사되는 공기와 만나 분사된 공기의 방향을

바꾸어주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주기적인 파(Periodic 
wave)가 형성된다. 소리가 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Edge tone,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그리고 오버블로잉
(Over-blowing), 이 세 가지 현상을 소개하려 한다.

2.1 Edge tone
관악기에서 소리의 발생을 위한 소스(Source)로, 분사되는

공기의 속도, 그리고 공기를 분사하는 지점과 Edge사이의 간
격(Gab)이 있다. Fig. 2 에 도시되어 있듯이, 분사된 공기가

관으로 들어오면서 작은 와류(Vortex)들이 형성되며, 이 와류
들로 인해 분사된 공기 흐름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매우 약하고 불안정한 톤(Tone) 혹은 소리
가 발생하며, 그 주파수는 분사된 공기의 속도   와 간격 

에 의해 결정된다. 이 톤을 가리켜 "Edge tone" 이라 한다.

2.2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관악기의 몸통 부분은 울림통(Resonator)의 역할을 하여, 

Edge tone 주파수 영역 중에서 특정 주파수의 음파를 증폭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Edge tone에
의해 생성된 음파는 몸통 안쪽으로 전파되며 반사되어 다시

Edge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Edge tone의 주파수가 관악기
의 특정 주파수(고유 주파수)에 가까워지면, 반사된 음파와

Edge tone이 공명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양의 되먹
임(Positive feedback)현상이라 한다.

2.3 오버블로잉(Over-blowing)
만약, 양의 되먹임 루프를 계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만

큼 공기 분사 속도 가 크고 간격 가 작다면, 음파는 진

동이 스스로 증폭되는 메커니즘(Self-sustained mechanism)을
갖게 되며, 이 음파의 주파수가 2차, 3차 모드로 갑자기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분사된 공기도 Edge의 위
아래로 더 빨리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음(진동수)
의 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오버블로잉(Over-blowing)
이라 하며, 관악기 내에서 발생하는 오버블로잉 현상의 거동
을 Fig. 3 에 도시하였다. 

Fig. 3에서, 실선으로 된 직선은 울림통이 없는 순수한

Edge tone만의 주파수 거동을 나타내며, 점선은 울림통이 있
을 시에 이와 상호작용한 Edge tone의 주파수 거동을 나타내
며, 이때의 Edge tone을 Modified edge tone이라 부른다. 실선
으로 된 곡선은 실제 관악기의 소리 주파수 거동을 나타내

며, 이는 Modified edge tone에 의해 발생한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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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Supersonic inlet geometry and sensor location

Fig.5 Grid topology and exit grid moving with patched grid 
interface

3. 수치해석 배경이론

3.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 유동의 지배방정식으로 2차원 축대

칭 Navier-Stokes 방정식을 선택하였다.










 








 


  (1)

여기서 U는 보존형 유동 변수 벡터이다.

        
 (2)

식 (1)에서 E와 F는 각각 x, y 방향의 비점성 유속벡터이
며, 와 는 각각 x, y 방향의 점성 유속벡터를 나타낸다. 

, 항은 각각 축대칭 가정에 의한 축의 회전방향 비점성, 

점성 유동벡터를 의미한다. 식 (2)에서 과 는 2방정식 난

류모델의 변수이다.

3.2 난류모델
본 연구에서는 Menter가 개발한  SST 모델을 사용하

였다.  SST 모델은  모델과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Hybrid 모델로써, 와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델을 벽면 근처에서 사용하고, 모델을 그 외의 위치

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다[9].  SST 모델에서 식 (2)의 

과 는 다음과 같다.

    


(3)

3.3 공간차분기법
AUSM 계열의 수치기법들은 제어면에서 물성치를 전달시

키기 위한 전달 마하수를 정의한다. 이러한 전달 마하수는

정확성 측면에서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비 물리적인 진동 현

상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제어면에서 마하수의
부호에 따라 좌우 물성치 중 한쪽의 물성치만을 전달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인데, AUSMPW+ 기법에서는 양쪽의 물성치들
을 모두 고려하여 진동현상을 개선하였다[10].

3.4 시간차분기법
Yoon과 Jameson은 Lower-upper factorization과 Gauss-seidel 

relaxation에 기초를 둔 음적 해법을 제시하였다[11]. LU-SGS 
기법은 ADI에서의 Relaxation of factorization이 필요하지 않고, 

계산시 계산 시간과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5 기타 적용기법
다차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TVD MUSCL 내삽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함께 Van Leer 제한자 및 Minmod 제한자를 사
용하였다. 비정상 유동해석을 위한 2차의 외삽 가상시간 적
분법(Pseudo-time method)을 고려하였으며 다량의 격자 계산을
위해 MPI(Message Passing Interface)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병
렬계산을 수행하였다.

4. 수치해석 형상 모델링 및 경계조건

4.1 초음속 흡입구 형상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상은 Nagashima의 실험[4]에서 사용

된 형상이며, 이를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에서 볼 수 있
듯이, 형상은 Center body와 Cowl, 그리고 Plug로 이루어져있
으며, Plug를 앞뒤로 움직이며 입출구비(T.R)를 조절하게 된
다. 입출구비는 출구와 입구의 면적 비율로 구해진다.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P1에서 P7까지 7

개의 위치에서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Nagashima의 실험
에서의 압력 측정 위치와 동일하다. P1, P2, 그리고 P3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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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Grid topology and boundary conditions.

Fig.7 Grid refinement and time step sensitivity test results 
(Without center body case)

Fig. 9 Snap shots of inlet buzz sequence with mach contour and 
flow pattern at T.R = 1.14

Fig. 10 Pressure history and FFT analysis at T.R = 1.14

는 압축면에 위치하고, P4에서 P7까지는 모두 Cowl 안쪽면에
위치한다. 이 7개의 센서들을 통해 얻어진 압력 거동을 해석
함으로써, 흡입구 버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Fig. 5에는 해석에 사용된 초음속 흡입구 격자 시스템이

나타나있다. 총 격자 개수는 약 40,000개이며, 51x71 의 격자
점을 가지는 블록(Block) 11개로 이루어져있다. 점성 계산 시
경계층을 포착하기 위해, 벽면에서의 무차원화 된 격자 크기
를    로 놓았을 때 경계층 안에 20개의 격자가 적층되
도록 하였다. 실험 조건에 의해 전방류 마하수는 2, 레이놀즈
수는 흡입구 단면의 지름을 특성 길이로 하여    , 그리
고 정체음속(Stagnation speed of sound)은   이다. 

4.2 유량 변화 모사를 위한 가변 출구 모델링
Plug의 움직임에 따른 출구 면적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Sliding 격자 기법과 Patched 격자 기법이 사용되었다[12]. 각
기법이 사용된 격자 부분은 Fig. 5(d),(e) 그리고 (f)에 도시되
어있다. Plug가 뒤로 움직임에 따라 Fig. 5(c) 에서처럼 연소
부에서 추가적인 격자점이 생성되고, Fig. 5(d),(e),(f) 에서처럼
격자가 뒤로 밀리게 됨으로써 Plug 이동에 따른 출구 면적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4.3 경계조건
해석에 사용된 형상 주변 경계조건들을 Fig. 6에 도시하였

다. 적용된 경계조건은 초음속 자유류가 외삽되는 유입류조
건과 초음속 흐름이 빠져나가는 외삽 유출류 조건, 그리고

벽면에서는 점착 벽면 경계조건이 각각 적용되었다.

5.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Nagashima의 실험에서 쓰인 흡입구 형상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먼저, Center body가 없는 흡입구 형
상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으로 Center body가 있
는 흡입구 형상에 대해 입출구비(T.R)가 줄어드는 경우의 계
산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형상에 대해 입출구비
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5.1 Center body가 없는 흡입구 형상 해석
초음속 흡입구는 형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관악기의 해석

에 쓰이는 파이프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한쪽 끝이 닫혀있
는 파이프에서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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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id refinement and time step sensitivity test

Case Grid number (××) Time step size
G1 27511 (46x61x11) 2.5x10-5
G2 39831 (51x71x11) 2.5x10-5
G3 57706 (61x86x11) 2.5x10-5
G4 78881 (71x101x11) 2.5x10-5
T1 39831 (51x71x11) 1.0x10-4
T2 39831 (51x71x11) 5.0x10-5
T3 39831 (51x71x11) 3.75x10-5
T4 39831 (51x71x11) 2.5x10-5
T5 39831 (51x71x11) 1.25x10-5

Table. 2 Summary of computed results (Without center body 
case)

Euler Navier-Stokes
Dominant frequency (, Hz) 134 142

Amplitude at P7 (∞ ) 0.4 0.1
Averaged static pressure

at P7 (∞ )
5.67 5.59

Averaged total pressure recovery 
at P7 ()

0.74 0.71

Shock travel distance ( ) 0.02 0.005

Table. 3 Throttling ratios for inlet buzz simulations

Small
throttling ratio

Medium
throttling ratio

Large
throttling ratio

0.0 0.21 0.35 0.55 0.67 0.79 0.97 1.14 1.42 1.62 2.41

Table. 4 Dominant frequencies at large throttling ratios in the 
decreasing T.R process

Table. 5 Dominant frequencies at medium throttling ratios in 
decreasing process

Table. 6 Dominant frequencies at small throttling ratios in the 
decreasing T.R process

Table. 7 Dominant frequencies at small throttling ratios in the 
increasing T.R process

T.R Computed dominant frequency (Hz)
0.0 418
0.21 700
0.35 624
0.55 619
0.67 617
0.79 611
0.97 606
1.14 120
1.42 115
1.62 104
2.41 0

 

    (4)

여기서 L은 파이프(Inlet)의 길이, M은 파이프 내의 평균 마
하수, c는 음속이며, N은 주파수의 모드 수를 나타낸다. 초음
속 흡입구에서 출구가 막혀있는 경우엔 빠져나가는 유량이

없기 때문에 파이프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식 (4)을 통해
계산된 1차 모드의 주파수는 130Hz이며, Nagashima의 실험에
서의 주파수값은 140Hz이다.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시간간격
과 격자간격을 결정하는 시간 민감도 테스트와 격자 밀집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테스트의 결과를 Fig. 7에 도시하였다. Nagashima

의 실험 결과 주파수인 140Hz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계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G2의 격자 밀집
도와 T4의 시간 간격이 선택되었다.

Center body가 없는 Nagashima의 실험 형상을 통해,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유동 해석 코드의 검증을 하였다. 선택된 격
자 밀집도와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점성과 비점성의 두 경우

에 대해 같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 주파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비점성 계산의 경우 이론값인 130Hz에, 점성 계
산의 경우 실험값인 140Hz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었다.

5.2 입출구비(T.R)가 감소하는 경우 (2.41~0.0)
유량, 혹은 입출구비(T.R)가 흡입구 버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3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Nagashima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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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nap shots of inlet buzz sequence with mach contour and 
flow pattern at T.R = 0.67

Fig. 12 Pressure history and FFT analysis at T.R = 0.67

Fig. 13 Snap shots of inlet buzz sequence with mach contour and 
flow pattern at T.R = 0.0

Fig. 14 Pressure history and FFT analysis at T.R = 0.0

험과 동일하게 11가지의 입출구비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

다. 11가지의 입출구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
다.

5.2.1 큰 입출구비 (2.41 ~ 1.42)
Nagashima의 실험에서는, 큰 입출구비인 경우 흡입구 버즈

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 해석에서는 입출구비 2.41을 제외
하고 흡입구 버즈가 발생하였다. 해석에서의 주진동수와 실
험에서의 주진동수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에서는 초음속 흡입구로 들어오는 유량의 방향을 정

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흡입구에서의 충격파가 비대칭
성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3차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때
문에 2차원 축대칭 해석의 경우 좀 더 작은 입출구비를 갖는
효과를 가지며, 흡입구 버즈가 실험(3차원)의 경우보다 더 먼
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2차원 축대칭 해석 결과의
입출구비를 실험에서의 입출구비보다 조금 더 작은 값으로

고려하게 되면, 실험치와 어느정도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3차원 유동 효과는 입출구
비가 작아짐에 따라 무시할 수 있게 된다.

5.2.2 중간 입출구비 (1.14 ~ 0.79)
Table 5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입출구비가 줄어듦에 따라

주진동수가 증가하게 되며, 입출구비 0.79(실험에서는 0.67)에
서 주진동수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
하였듯이, 버즈의 주파수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천이” 과정
이 발생한 것이다. Fi.g. 9은 흡입구 버즈 사이클에 대해 각
순간의 마하수 분포와 유선을 보여주며, Fig. 10은 시간에 따
른 압력 거동과 주파수 해석(FFT)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버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목 부근에서 박리 와류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

5.2.3 작은 입출구비 (0.67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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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rajectory of the dominant frequency under a complete 
historic path

Table. 8 Similarity between inlet and instrument

Role Inlet Instrument

Source
Shock induced 

vortex
Edge vortex or

edge tone
Resonator Diffuser Pipe or tube

Result Inlet buzz (noise) Sounding
Phenomenon Transition Over blowing

Vortex promotor T.R decreasing  increasing
Common Self sustained system

Fig. 11은 목 부근에서만 와류가 생겼던 Fig. 9과는 다르게,  
Cowl 안쪽에서도 와류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Fig. 12에
서 볼 수 있듯이 주진동수는 367Hz이며 이는 식 (4)에서 N=2 
일 때인 2차 모드의 진동수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입출구비 0인 경우인데, 앞선 두 경우와는 또 다르게
압축면과 Cowl 바깥쪽에서도 와류가 발생하여 총 4군데에서
와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입출구비에 대한
계산과 실험의 주진동수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작은 입출
구비에서는 3차원 유동효과가 작기 때문에 계산과 실험의 차
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입출구비(T.R)가 증가하는 경우 (0.0~2.41)
입출구비가 증가하는 경우를 해석하기 위해, 5.2절에서 마

지막으로 수행한 입출구비가 0인 계산 결과에 이어서 다시
입출구비를 증가시키며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 입출구비에
따른 주진동수 계산값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입출구비가 0에서 0.21로 증가할 때 주진동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진동수

는 식 (4)에서 N=3일 때인 3차의 진동수에 가까운 값임을 알
수 있다. 입출구비가 계속 커짐에 따라 3차 모드의 진동수에
서 다시 1차 모드의 진동수로 천이된다. 결과적으로, 흡입구
버즈는 입출구비가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의 결과가 매우 다

른 이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ailey는 그의 논문에서 막힌 출구가 열리는 순간에 한 옥

타브 보다 약간 낮은 음이 들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음이 한
옥타브 차이가 나려면 진동수가 2배 차이가 나야 하며, 본
연구에서 닫힌 출구가 열리는 경우 2차 모드의 진동수가 3차
모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두 배가 약간 안되는

(5/3배) 진동수로, 이는 Dailey가 그의 실험에서 관찰하였던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4 흡입구 버즈 특성 분석
5.2절과 5.3절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Fig. 15에 도시하였

다. N은 식 (4)에서의 주진동수 모드 수를 가리키며, 1차 모
드에서 2차, 3차 모드로 주진동수가 천이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했듯이, 흡입구 버즈는 입출구비가 변화함에 따

라 이력적(Hysteretic)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절에서는, 흡입구 버즈 현상과 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

리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주요 현상을 고려하였다.

1) 입출구비가 감소할 때 주진동수가 1차 모드에서 2차 모

드로 천이되는 현상

2) 입출구비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주진동수가 2차 모드에

서 3차 모드로 천이되는 현상

위의 두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흡입구 버즈 천이 현상은 와류로 인한 유동의 진동이 스스

로 증폭되어 발생한 오버블로잉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제시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

거들을 제시하였다.

5.4.1 오버블로잉(Overblowing) 발생 조건
관악기에서 오버블로잉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란과

울림통, 그리고 양의 되먹임 효과가 요구된다. 
입출구비는 흡입구 앞쪽의 유동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2장에서 언급한 공기 분사 속도 의 역

할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입출구비 변화에 따라 형
성된 여러 종류의 와류들은 2.1절에서 설명한 Edge tone을 발
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와류들은 직간접적으로 흡입
구 안쪽으로 외란파를 보내며 흡입구 안쪽의 확산부는 울림



(15일 수)  제 4 발표장  207
   공력해석

Fig. 17 Schema of the four shock-induced vortices

통으로써의 역할을 하여 들어온 외란파를 증폭시킨다. 이렇
게 흡입구 앞쪽의 와류로 인한 외란파와 흡입구가 양의 되먹

임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면, 흡입구 버즈는 공명하게 된다. 
이 사실을 토대로, Fig. 3과 Fig. 15의 직선들은 외란파를 발
생시키는 와류들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3에서는
Edge 와류에 의한 결과, Fig. 15에서는 4가지 타입의 와류에
의한 결과) 또한 Fig. 3과 Fig. 15를 비교해보면 둘이 매우 유
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버블로잉이 발생하는 메커
니즘과 흡입구 버즈의 천이 현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초음속 흡입구와 관악기가 갖는
여러 유사점들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5.4.2 입출구비와 와류와의 관계 및 와류의 역할
앞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입출구비가 감소함에 따라 흡입

구 앞쪽에서 발생되고 사라지는 와류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

빈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종류의

와류가 관찰되며, 이 와류들을 Fig. 17에 도시하였다. 각 와류
의 이름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 명명되었다.
목 부근 와류(Throat vortex)와 압축면 와류(Compression 

surface vortex)는 종단충격파가 지나간 자리에 발생하며, 목
면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종단 충격파를

더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두 와류는 흐름의
역류 과정에서 발생하며 종단충격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한다. 결론적으로, 이 와류들은 충격파를 움직여 압력 외
란파를 발생시키거나 그 자체로 외란파가 되기도 한다. 5.1절
에서 해석한 Center body가 없는 형상의 경우, 흡입구 앞쪽에
서 와류가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큰 외란
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충격파의 진동이 고차 모드의
진동으로 천이되지 않고 1차 모드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는 곧 와류가 흡입구 버즈 공명에 주 역할을 하며, 와류의
발생 빈도와 발생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버즈의 주진동수가

증가하고 고차 모드로 천이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려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흡입구 버즈의 이력

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Nagashima의 실험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1차
(100~150Hz)와 2차 모드(350~400Hz)의 주진동수와, 본 연구에
서 측정된 3차 모드(600~700Hz)의 주진동수로의 천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흡입구 버즈는 입출구비의 감소와 증가의
경우가 서로 다른 이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초음속 흡입구와 관악기의 유사점들을 통해 흡입구 버

즈의 천이가 오버블로잉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이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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