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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받음각(AOA, Angle of attack)이 있는 3차원 축대칭 초음속 흡입구

에 대해 비정상 비점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받음각 효과는 0°, 3°의 작

은 받음각과 5°, 7°, 10°의 높은 받음각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5

개의 받음각에 대해 입출구비(T.R, throttle ratio)가 0.00 - 0.67인 경

우를 고려하였으며, 입출구비는 입구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갖는 목

넓이와 출구의 가장 좁은 목 넓이의 비로 정의 하였다. 연소압을 모사

하는 입출구비가 버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받음각이

없는 상태에서 입출구비를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받음

각이 버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입출구비가 일정한 상

태에서 받음각을 변화시켜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로부터 입

출구비 변화에 따른 종단충격파 이동범위를 살펴보았고, 받음각 변화

에 따른 외부 경사충격파의 비대칭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기적인 유

동진동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섭동 데이터에 대해

FFT분석을 수행하였다. FFT분석결과 얻은 주진동수를 참고하여 유동

진동현상을 분석하고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받음각, 입출구비, 비정상, 비점성

학 번 : 2010-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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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램제트엔진의 흡입구는 초음속 영역에서 전방의 자유류를 포집하여 별도의

압축기 없이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에 필용한 유량을 연소부에 공급한다. 따라

서 형상이 단순하고 압축기가 있는 추진엔진보다 가벼우며 높은 효율을 갖는

다. 하지만 형상이 단순함에도 그 주위에는 충격파간의 간섭, 충격파 반사등에

의해 복잡한 유동구조가 형성되며 연소부 배압과 흡입구 목 부근의 유동조건

에 의해 유동진동현상이 발생한다. 흡입구 buzz로 알려진 유동진동현상은 엔

진효율을 떨어뜨리고 연소를 실패하게 하거나 구조적 파괴를 야기하기도 한

다. 특히 받음각이 있는 경우 흡입구 내·외부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분포의 비

대칭성이 증가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유동진동현상은 1944년 Oswatitsch에 의해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실험적,

수치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외부램프에서 유동박리에 의해 흡입구 단면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질량유량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증가하여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밖으로 밀려나는 아임계상태(subcritical

)에 도달한다. 이후 연소실압력이 감소하면서 종단충격파가 노즐 목 안쪽까지

밀려들어가는 초임계상태(supercritical)에 도달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면서 흡

입구 buzz현상으로 알려진 유동진동현상이 발생한다. 흡입구 buzz현상은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유량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압력섭동을 야기하므로 추력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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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문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흡입구 buzz는 크게 Daily형과 Ferri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52년 Daily는

실험을 통해 buzz의 원인이 아임계(subcritical) 충격파와 외부 램프에서 생성

된 속도경계층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유동박리에 있음을 밝혔다[2]. 그보다

앞서 Ferri는 경사충격파와 종단충격파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미끄럼 유

선이 흡입구 안으로 유입될 경우 buzz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3]. Trapier

는 2차원 흡입구 형상의 유동에 대해 여러 가지 주파수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추가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설험결과와 비교하였다[4]. 선행연구자들

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받음각이 없는 조건에서 실험과 계산을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축대칭 형상 흡입구의 고받음각 기동은 유량확보

나 유동안정성 차원에서 바람하지 않으나 고속 비행체의 임무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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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램제트엔진의 성능은 압축효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흡입구에서 발생하는 충

격파를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Nagashima는 과거 실험을

통해 흡입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불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입출구비를 정의하고 이를 감소시키며 발생하는 buzz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지

만 주로 받음각이 없는 경우에 대해 buzz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실험의 한계로

인해 내부 유동은 관찰할 수 없었다. 고속 비행체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고 받음각에서도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높은 연소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소부로 유입되는 질량유량도 균일해야 한다. 하지만

Nagashima의 실험에서는 위의 두 가지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agashima의 실험을 연장하여 입출구비와 받음각이 변화함에 따

라 발생하는 buzz특성과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내부유동분석을 통

해 흡입구 내부로 유입되는 유량의 불균일성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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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Ⅱ. 지배 방정식 및 수치 기법

2.1 지배방정식

본 논문에서는 입출구비와 받음각에 대해 형상 매개변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다. 3차원 형상에 대해 각각의 입출구비와 받음각으로 조합

된 총 30여개의 계산 가짓수가 존재한다. 계산시간과 자원을 줄이고 압력지배

적인 buzz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압축성 Euler 방정식을 선택하였다.

보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분형 Euler 방정식을 차분화해야 한다. 식

(2.1)의 양변을 검사체적에 대해 적분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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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검사체적에서 단위벡터와 numerical flux의 정의 

식(2.2)에 발산정리(divergence theorem)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2.3)

  를 x, y, z방향 단위벡터라고 하면 는    와 같이 표현가

능하다. 은 Fig.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검사체적의 경계면에 수직한 단위벡

터이다. 이를 차분화(discretization)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2.4)

는 검사체적이며, 와 는 각각 경계면에서 numerical flux와 경계면의

넓이를 각각 나타낸다. 물리적 의미는 ‘검사체적 내에서 어떤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경계면에서 flux의 총합과 같다.’ 이며 보존법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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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2 공간 차분법

2.2.1 AUSMPW+ 기법

식(2.4)를 풀기 위해서는 셀 경계면에서 numerical flux를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accuracy)과 강건성(robustness)이 뛰어난 AUSMPW+ 기

법을 사용하였다. AUSM계열의 수치기법들은 제어면에서 물성치를 전달시키

기 위한 전달 마하수를 정의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AUSM+ 기법은 셀

경계면에서 다음과 같이 numerical flux와 전달마하수를 정의한다.

이러한 전달 마하수는 정확성에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으나, 비 물리적인 진

동현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제어면에서 마하수의 부호에 따라

좌·우 물성치 중 한쪽의 물성치만 전달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AUSMPW+[6]에서는 양쪽의 물성치를 모두 고려하여 진동현상의 주된 원인

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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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minmin 

min    
 ≠

 

(2.13)

where  

식(2.12)에서 는 가중함수로써 충격파와 같이 압력구배가 큰 영역을 제외한

곳에서 3차 함수 형태를 갖는다.  또한 수치진동이 발생하는 영역을 제외

한 곳에서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AUSMPW+ 기법은 충격파

가 발생하는 영역이나 수치진동이 발생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AUSM+ 기법

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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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차 정확도 기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 변수를 외삽(extrapolation)하거나 numerical

flux를 외삽하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물리변수를 외삽하는 경우를

MUSCL (Monotone Upstream 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이라

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MUSCL형태의 외삽을 수행하였다. 이 때 기본변수(primitive

variables)를 외삽해야 좋은 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ρ u v p ]T

외삽을 통한 고차 공간 차분화 과정에서는 충격파와 같은 불연속면 부근에

서 overshoot나 undershoot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진동을 억제하고 단조성

(monotonicity)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자(limiter)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비선형

보정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충격파에서와 같이 해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서

수치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 

 △



 

(2.14)

 
    






  ∇ 

 △





(2.1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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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κ=
1
3
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일 때는 2차의 공간정확도를 갖게된다. 특히 κ=1일 경우에는 2차 정확도의

central-difference scheme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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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6)

∆
    

 (2.17)



 

∆
    

    (2.18)

2.3 시간 적분법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상태 문제를 풀기 위해 이중 시간 전진법(dual time

stepping)을 사용했다. 또한 각 sub-iteration마다 수렴성 가속을 위해 Yoon[7]

이 제안한 LU-SGS(Lower Upper Symmetric Gauss Seidel)기법을 적용하였

다.

2.3.1 이중시간 전진법

식(2.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의 좌변을 2차 정확도로 차분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의 좌변에 pseudo-time 미분항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pseudo-time 미분항을 1차 정확도로 차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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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2.20)

  
 ∆  (2.21)


∆  (2.22)

∆


 




∆    (2.23)

여기서 m은 pseudo-time iteration level을 나타낸다. 각각의 변수를 m에 대

해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식(2.20)부터 식(2.22)까지를 식(2.19)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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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2.27)

2.3.2 LU-SGS 기법

시간 적분법에는 크게 직접방법(explicit method)과 간접방법(implicit

method)이 있다. 직접방법의 경우 코딩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안정성 문제로

인해 CFL수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시간전진이 늦어지게 되어 원

하는 시간까지 적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산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간접방법

은 CFL수에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시간 간격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커질 경우 역행렬을 직접 구하기가 불가능하고,

반복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더라도 계수행렬(coefficient matrix)의 대각지배성

(diagonal dominance)이 작을 경우 수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LU-SGS(Lower Upper Symmetric Gauss Seidel) 기법은 변형된 Gauss

Seidel기법으로 계수행렬의 대각 지배성이크기 때문에 빠르게 수렴하는 장점

이 있다.

2차원 Euler 방정식에서 x, y 방향의 jacobian matrix를 각각 A, 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24)

   

 

 (2.25)

n+1에서 flux vector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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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24)를 검사체적에 대해 양변을 적분하고 식(2.26)과 식(2.27)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    (2.28)

이 때 와 는 각각 x, y방향으로 차분하는 연산자다. 각각의 jacobian

matrix는 고유치의 부호에 따라 +성분과 -성분이 존재한다.

 (2.29)

따라서 식(2.29)는 시간 간격이 작을 경우 다음과 같은 근사가 가능하다.

∆
∆

∆∆   (2.30)

이 때 와 는 각각 전진차분과 후진차분 연산자다. Yoon은 대각 지배

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와 를 제안했다[6].

 


,  


 (2.31)

max (2.32)

여기서 는 jacobian matrix의 고유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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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해석 형상 Fig.3 회전방향 압력 측정위치

Fig.4 흡입구 형상 및 생성된 격자

2.4 해석형상 및 조건

Fig.2는 Nagashima등이 실험한 형상을 대상으로 모델링한 초음속 흡입구

및 압력측정위치이다. Nagashima는 Fig.2의 형상을 이용하여 마하수 2.0의 자

유류에서 충격파 진동에 의한 유동불안정실험을 수행하였다[5]. 본 연구에서도

위 형상을 사용했으며 실험과 동일한 위치인 P1부터 P7위치에서 압력을 측정

하였다. 또한 Fig.3과 같이 회전방향으로도 A, B, C, D위치에서 센서를 설치

하고 압력을 측정하였다. 입출구비(T.R, Throttle ratio)는 입구면적 A*와 출구

면적 AE의 비로 정의하고(T.R=AE/A*) 이를 변화시켜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4는 참고자료[4]를 참고하여 생성한 약 100만개의 격자와 경계조건을 보

여주고 있다. 자유류 마하수는 2.0이며, 전체유동자의 초기조건은 해수면고도

의 표준대기상태로 가정하였다. 흡입구 입구와 출구에 초음속 입·출구조건을

부여하였고 벽면에서 slip wall 조건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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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준 1차원 램제트 형상

2.5 전압력 회복률

Fig.5와 같은 램제트형상에서 질량유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2.33)

정상상태에서 흡입구 내부의 질량유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

이 가능하다.






 (2.34)

이는 정체조건(stagnation condition)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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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35)를 단열과정(adiabatic)으로 가정하고 전압력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표현가능하다.





































(2.36)

이는 음속점(sonic point)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가

능하다.




















(2.37)

이를 임계포획 면적 으로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

을 수 있다.




















(2.38)

전압력 회복률 


은 엔진의 압축효율과도 같으며 엔진성능을 나타내는 지

표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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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흡입구에서 생성되는 충격파구조 Fig.7 비점성해석 결과

Fig.8 점성해석 결과 Fig.9 쉴리렌 사진

Ⅲ. 코드 검증

비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비점성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정성적

비교를 위해 정상상태계산을 수행하였다. 입출구비가 충분히 클 경우(T.R =

2.41) 흡입구로 유입되는 유량이 출구를 통해 모두 유출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유동변화가 없다. 기본적인 충격파구조는 Fig.6과 같이 centeral-bod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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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비점성해석 결과와 점성해석 결과 비교; 압력분포

의한 외부 경사충격파와 목에 위치한 종단충격파로 이루어져 있다. Fig.7은 3

차원 비점성해석 결과이며 Fig.8과 Fig.9는 각각 축대칭 점성해석 결과와 실

험에서 촬영한 쉴리렌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점성해석을 위해 레이놀즈수는

해수면 조건인 으로 가정하였으며 난류모델로는  SST 모델을 사용하

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험과 계산 결과 모두 정성적으로 충

격파 위치와 경사각도가 서로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3차원 비

점성 해석결과에서 충격파 경사각은 약 42.36°이며, 축대칭 점성해석 결과에서

충격파 경사각은 약 42.38°로써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흡입구 내부

압력분포를 살펴보면 Fig.10처럼 점성해석 결과와 비점성해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정성해석 결과가 점성해석 결과보다 목 이후에 약 6%높은 압력

을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목 부근에서 박리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압력분포의 경향성과 충격파에

의한 압력변화는 잘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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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배압에 따른 수직충격파 위치

Fig.12 종단충격파 위치에 따른 3가지 작동상태; 왼쪽부터 초임계, 임계, 아임계

Ⅳ. 결 과

4.1 정상상태 유동

4.1.1 입출구비에 따른 유동특성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흡입구 내부압력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Fig.11의 nozzle 유동에서와 같이 종단충격파가 상류에 위치하게 된다. 램제트

엔진은 종단충격파의 위치에 따라 Fig.12와 같이 초임계(supercritical)상태,

아임계(subcritical)상태, 임계(critical)상태로 나눌 수 있다. 초임계상태는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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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가 흡입구 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써 가장 넓은 포획면적

(capture area)을 갖는다. 포획면적이란 흡입구로 유입되는 유선의 집합으로써

넓은 포획면적을 가질수록 유입되는 유량이 많다. 하지만 초임계상태에서는

엔진효율을 나타내는 전압력 회복률이 낮기 때문에 바람직한 작동상태가 아니

다. 초임계상태에서 입출구비를 더 감소시키면 종단충격파가 상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목에 위치하고 있을 때를 임계상태라고 한다. 임

계상태에서도 충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압력 회복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작동상태다. 하지만 내·외부교란이 발생할 경우 종단충격파가

불안정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임계상태에서 입출구비를

더 감소시키면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외부로 밀려나 경사충격파와 서로 상호작

용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포획면적이 감소하여 흡입구로 유입되는 유량에

손실(spillage)이 생기게 된다. 포획면적을 통과한 유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개의 충격파만 통과해서 유입되는 유동과 2개의 충격파를 통과해서

유입되는 유동으로 나눌 수 있다. 1개의 충격파만 통과해서 유입된 유동은 강

한 충격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율이 크다. 따라서 흡입구 내부에

서 전체적인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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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windward side and leeward side

Fig.14 받음에 따른 유동구조; T.R=2.41

4.1.2 받음각에 따른 유동특성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상상태 유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입출구비는

2.41로 고정하고 받음각을 증가시키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13과 같이 유동

이 불어오는 방향을 windward side라 부르고 그 맞은편을 leeward side라 부

른다. Fig.14는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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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2)

Fig.15 원추주위의 유동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의 경사충격파 비대칭성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파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보기 위해 Fig.15의 3차원 원추주위의 유동을 살펴보겠다.

3차원 원추주위의 지배방정식은 Taylor-Maccoll 방정식으로 기술이 가능하

다. 이는 구형좌표계(shperical coordinate)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받음각이 존재하게 되면 새로운 변수 가 정의되는데, 이는 자유류 마하수와

원추반각의 함수이다.(=(∞, )) 받음각이 없는 상태에서 원추의 축이 

만큼 회전하면 충격파 또한 만큼 회전하게 되는데 이 둘의 비를 로 정의한

다.(=/)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에서 경사충격파 각도를 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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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Fig.16 ratio of shock to cone yaw angle

  (4.3)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때 Fig.16에서 형상조건과 초기조건(=25°, ∞=2.0)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로서 식(4.4)에 대입할 경우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즉

leeward side의 충격파 경사각이 windward side의 충격파 경사각 보다 항상

크다. 또한 식(4.1)과 식(4.3)으로부터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windward side의

충격파 경사각은 증가하는 반면, leeward side의 충격파 경사각은 감소하게 되

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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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pressure wave발생(좌)과 상류로 전파(우)

Fig.18 배압증가에 의한 종단충격파  
상류로 이동 Fig.19 입구에서 역류

4.2 흡입구 buzz현상

4.2.1 buzz cycle

4.1.2에서 입출구비가 좁아지면 종단충격파가 상류로 전진하는 것을 살펴보

았다. 입출구비가 더욱 감소하여 0.67이하가 되면 흡입구 buzz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초임계상태에서 흡입구로 유입되는 유량이 출구를 통해 모두 빠져

나가지 못하면 엔진내부에 유동이 쌓이게 되고 Fig.17처럼 출구에서부터 고압

의 pressure wave가 발생해 상류로 전파된다. 이후 Fig.18과 같이 pressure

wave가 종단충격파를 상류로 밀어내어 아임계상태가 된다.(배압이 pressure

wave에 의해 상승하게 되고 4.1.2의 노즐유동처럼 종단충격파가 상류로 이동

하게 된다.)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외부로 밀려나면 Fig.19와 같이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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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 P1-P7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섭동 데이터

역류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엔진 내부압력이 감소한다. 이후 감소된 내

부압력에 의해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목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초임계상태) 다

시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위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P1-P7 위치(Fig.2 참조)에서 압력을 측정하면 Fig.20과 같이 시간에 따른

압력섭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에 FFT분석을 수행하여 입출구비

와 받음각에 따라 주진동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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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정상상태에서 low buzz로 천이 Fig.22 low buzz에서 high buzz로 천이 

4.2.2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buzz특성

4.2.2.1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buzz천이 현상

Nagashima는 실험에서 입출구비를 감소시키면서 나타나는 buzz특성을 살

펴보았다. 입출구비가 넓을 경우 정상상태 유동이 유지되지만, 입출구비가 좁

을 경우에는 buzz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Fig.21은 Nagashima의 실험결과로써

입출구비가 감소함에 따라 정상상태 유동에서 buzz가 발생하는 유동으로 천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입출구비 1.13부터 간헐적 buzz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입출구비가 1.10보다 좁아지면 주기적 특성이 나타난다(low buzz).

간헐적 buzz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출구에서 박리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입출구비가 더욱 감소하면 Fig.22와 같이 불규칙한 섭동

(intermittent buzz)영역을 거처 빠르게 섭동하는 buzz(high buzz)로 천이가 발

생한다. low buzz의 섭동 진폭은 high buzz의 섭동 진폭보다 더 작거나 준하

는 특성이 있다. 또한 FFT분석을 수행하여 주진동수를 비교해보면 low buzz

의 주진동수가 high buzz의 주진동수보다 2-3배가량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5].

해석결과에서도 Nagashima의 실험결과와 비슷한 천이현상을 관찰하였다.

입출구비 2.41부터 정상상태 유동이 유지되지만, 0.67이후부터는 작은 진폭의

buzz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입출구비가 계속 감소하여 0.21이 되면 작은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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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buzz천이현상 비교 Fig.24 속도경계층에 의한 
출구면적 감소효과

Fig.23 big buzz and little buzz

의 buzz에서 큰 진폭의 buzz로 천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FFT분석을 수행하

여 주진동수를 비교해보면 천이가 발생하기 전·후 buzz의 주진동수차가 예상

보다 크지 않았다. 실험에서는 high buzz의 주진동수가 low buzz의 주진동수

보다 대략 2-3배가량 더 높았다. 따라서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buzz를 high

buzz와 low buzz로 구분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진폭의 크기

로 두 buzz를 구분할 수 있다. 입출구비가 0.21보다 좁을 때 발생하는 buzz는

진폭이 크기 때문에 big buzz라 하고, 입출구비 0.21-0.67에서 발생하는 버즈

는 진폭이 작기 때문 little buzz라 한다(Fig.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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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buzz현상은 살펴보지 못했으며, Table.1과 같이 buzz천이현상이 나

타나는 입출구비 또한 실험과 달랐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Fig.24

에서와 같이 점성에 의한 출구면적 감소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구

plug에서 속도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입출구비로 정의되는 출구

면적보다 실제 유동이 유출되는 출구면적이 더 작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실

험보다 더 작은 입출구비에서 버즈천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효율을 위해 비점성계산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차이가 발생했지만, 향후 연

구에서 점성계산을 수행하면 실험과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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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 P4의 위치 Fig.28 한 주기 동안 입출구비에 따른 
최대·최소압력

Fig.25 입출구비에 따른 충격파 이동범위 Fig.26 초임계상태와 아임계상태에서 
충격파 위치

4.2.2.2 종단 충격파 이동범위

Fig.22에서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압력 섭동곡선의 진폭이 증가하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종단충격파의 위치는 엔진내부 압력(배압)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buzz가 발생하는 경우 충격파 이동범위는 입출구비에 따라 서로 다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25와 Fig.26은 입출구비에 따른 충격파 이동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충격

파 이동범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충격파 이동범위와 압력섭동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 주기 동안 입출구비에 따른 최대·최소 압력을 P4위치

(Fig.27)에서 측정하면 Fig.28과 같다. 최대압력을 기록할 때는 충격파가 상

류로 가장 멀리 밀려났을 경우인 반면 최소압력을 기록할 때는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가장 안쪽으로 유입됐을 경우이다.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최대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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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압력의 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26과 Fig.28을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압력섭동

과 충격파 이동범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흡입구 내부 압력이 증가할수록 종단충격파가 상류에 위치하게 되는데,

입출구비가 좁을수록 최대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전방으

로 더 멀리까지 밀려나게 된다. 하지만 압력이 감소하여 종단충격파가 유입되

는 경우에는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최소압력도 낮기 때문에 종단충격파가 흡

입구 더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즉 입출구비가 작을수록 압력섭동이 커져 종

단충격파 이동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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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입출구비에 따른 전압력 회복률

4.2.2.3 전압력 회복률

입출구비에 따른 전압력 회복률을 살펴보면 Fig.29와 같다. 입출구비가 감

소함에 따라 효율에 해당하는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little buzz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전압력 회복률이 big buzz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전압력 회복률 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며, 입출구비 변화에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충

격파위치와 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즐유동에서 종단충격파

가 상류에 위치해 있을수록 충격파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이를 통과한 유동

의 전압력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4.2.2.2절에서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압력섭

동이 크기 때문 종단충격파 이동범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입출

구비가 작을수록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더 안쪽으로 밀려들어 가더라도, 한 주

기 동안 평균위치는 입출구비가 좁을수록 상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입출

구비가 감소할수록 유동이 종단충격파를 통과할 때 전압력손실이 크게 발생하

여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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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 입출구비에 따른 주진동수

4.2.2.4 주진동수

입출구비에 따라 P1-P7위치에 측정한 압력데이터에 FFT분석을 수행하여

주진동수를 구하면 Fig.30과 같다. 입출구비가 감소함에 따라 주진동수도 감

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며 이는 실험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

험데이터와 약 60Hz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가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축대칭 점성계산을 수행하였다. 실제 점성

계산을 수행하면 Fig.30에서와 같이 실험결과 잘 일치한다. 이로부터 비점성

해석 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점성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점성계산을 통해 central-body와 흡입구 목 부근에서 박리현상이

(seperation)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충격파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며 충격파가 불안정할 경우 높은 주진동수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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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충격파 이동범위 비대칭성

4.2.3 받음각 변화에 따른 buzz특성

4.2.3.1 종단충격파 이동범위

받음각에 따른 buzz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입출구비를 0으로 고정하고 받음

각을 변화시켜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31은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에서 받음각에 따른 충격파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임계상태에서는 양쪽

종단충격파가 모두 center-body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초임계상태에서는 종단

충격파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임계상태에서

windward side의 종단충격파가 leeward side의 종단충격파 보다 상류에 위치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windward side의 종단충격파 이동범위가 leeward side

의 종단충격파 이동범위보다 좁다. 또한 초임계상태에서는 양쪽 종단충격파가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상류에 위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종단충격파

가 상류에 위치해 있을수록 충격파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이를 통과한 유동

은 전압력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이로부터 받음각이 증가 할수록 전압력 회

복률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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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 받음각에 따른 전압력 회복률

Fig.33 받음각 증가에 따른 궁형 충격파

4.2.3.2 전압력 회복률

받음각에 따른 전압력 회복률을 살펴보면 Fig.32와 같다. 4.2.3.1에서 예상했

던 것처럼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종단충격파 이동범위 외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초임계상태에서 유동구조를 살펴보면 Fig.33과 같다. windward side를 살펴

보면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카울의 bluntness가 증가하여 궁형충격파가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강한 충격파를 통과한 유동

은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하여 전압력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받음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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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게 된다.

비행체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받음각이 존재하는 기동이 필요하다. 하

지만 Fig.3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전압력 회복률

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비추력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행이 가능한

받음각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축대칭 비행체의 경우 받음각이 증가하면 비추

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받음각 기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축대칭

형상의 여러 가지 잠정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받음각이 존재할 때 높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격파 위치 제어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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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단면에서 압력섭동 그래프

Table.2 받음각에 따른 주진동수

4.2.3.3 주진동수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에서 충격파 비대칭

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Fig.3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면에서 압력섭동

이 불균일하다. P1에서 P4위치까지 위상은 같지만 진폭이 서로 다른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P4위치 이후로는 거의 같은 진폭으로 섭동하고 있다. 하지만

FFT분석을 수행하면 각 단면에서 4군데 위치 모두 같은 주진동수를 나타낸

다. 받음각에 따른 주진동수는 Table.2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받음각과 주진동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Nagashima의 실

험에서 언급된 내용과도 부합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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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초임계상태에서 마하수 분포

Fig.36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초임계상태에서 압력 분포

4.2.3.4 내부유동 분석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Fig.34와 같이 단면에서 물성치 분포가 불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비

행에서 연소부로 공급되는 유질이 균일하지 않는다면 연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흡입구 내부유동을 살펴봄으로써 연소부로 유입되는 유동을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비점성해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실제 물리현상을 정

확히 모사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물리현상은 모사가 가능하다. 또한 점성계

산을 수행하기 전 나타날 수 있는 물리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받음각이 존재할 때 초임계상태의 유동을 살펴보면 Fig.35와 같이 windward

side 카울울 안쪽에서 slip line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lip line을

경계로 접선방향 속도는 급격하게 변하지만 Fig.36처럼 압력구배는 연속적으

로 변한다. slip line은 초임계상태에서만 발생하며 유지되는 시간이 매우 짧

다. 하지만 slip line이 발생할 경우 흡입구로 유입되는 유동에 교란을 야기하

기 때문에 발생 원인과 받음각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erri buzz는 충격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slip line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점성유동에서 slip line이 발생할 경우 경계면에서 접선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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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 흡입구 내부유동 구조

속도크기차이 때문에 vortex sheet가 생성 된다. vortex sheet가 흡입구 내부

로 유입되면 유동불안정성이 증가하여 buzz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점성해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충격파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vortex sheet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windward side에서 흡입구 안쪽에 slip line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물리현상에서는 slip line에서 vortex shedding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slip line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목 부근에서 유동구조를 살펴보

면 Fig.37과 같다. 먼저 windward side를 살펴보면 카울의 bluntness때문에

궁형충격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궁형충격파를 통과한 유동은 방

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방향이 바뀐 유동이 카울 벽면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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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 받음각에 따른 재순환 영역

유입되지 못하면서 재순환영역(recirculation region)이 발생하게 된다. 재순환

영역에서 속도의 크기는 작은 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의 속도크기는 크

다. 따라서 유동이 접하는 경계면의에서 속력구배가 큰 slip line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leeward side에서는 유입되는 유동이 수직한 종단충격파를 통과하

기 때문에 유동이 카울 벽면을 따라 유입된다. 이로 인해 leeward side에서는

카울 후방에 재순환영역과 slip line이 발생하지 않는다.

Fig.38은 받음각에 따른 재순환영역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받음각이 증

가할수록 궁형충격파를 통과한 유동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과 이로 인해 재

순환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순환영역의 영향으로 단면에서 불균일한 불성치분포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엔진에서는 P4위치에서 연료분사가 이뤄지거나 연소실과 디퓨저

(diffuser)가 맞닿는 부분이므로 P4에서 물성치분포를 살펴보았다. Fig.39와

Fig.40은 재순환영역이 발생했을 때 P4위치에서 속도크기와 질량유량을 보여

주고 있다. 질량유량의 경우 흡입구 내부로 유입될 때 음의 값을 갖도록 부호

정의를 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재순환영역에서는 속도크기가 매우 작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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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 P4위치에서 속도크기 분포 Fig.40 P4위치에서 질량유량 분포

Fig.41 pressure wave발생 후 상류로 전파

로 인해 대부분 leeward side에서 질량유입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1절에서 고압의 pressure wave가 발생하여 상류로 전파되는 것을 살펴보

았다. pressure wave가 상류로 전파되면서 재순환영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물리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Fig.41은 출구에서 발생한

pressure wave가 상류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재순환영역이 카울 직후부터 P4위치까지 존재하고 있다.

pressure wave가 흡입구 안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경사가 없지만 P4위치를

지나면서부터 경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windward side의 종단충격파가



- 41 -

Fig.42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에서 유동방향

leeward side의 종단충격파 보다 먼저 상류로 밀려나고 역류도 먼저 발생하게

된다.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유동을 살펴보았다. windward side의 카울 전방

에 궁형충격파가 발생하고 이를 통과한 유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카울 안쪽에

재순환영역이 발생했다. 재순환영역내의 유동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의 속

도차로 인해 slip line이 발생했고, 이는 실제 유동에서 vortex shedding을 야

기하므로 유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순환영역의 영

향으로 단면에서 질량유량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연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pressure wave가 상류로 전파되면서 재순환영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때 경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windward side에서 leeward side보다 먼저

역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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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입출구비와 받음각에 따른 buzz영역

Fig.43 intermittent buzz(실험) Fig.44 intermittent buzz(비점성해석)

4.2.4 입출구비와 받음각 변화에 따른 buzz특성

4.2.4.1 buzz천이현상

4.2.2.1절에서 입출구비가 변화함에 따라 little buzz에서 big buzz로 천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입출구비 0에서는 받음각에 따라 buzz천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3은 본 논문에서 수행한 해석결과이다. 크게 3가

지 섭동패턴으로 buzz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을 구분하였다. 4.2.2.1에서 언급했

던 big buzz와 little buzz그리고 intermittent buzz로 구분하였다. intermittent

는 과거 실험에 의해서도 보고된바 있으며 Fig.43과 같이 비주기적인 특징을

나타낸다[12]. 본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섭동이 나타났으며 Fig.44와 같다.

입출구비 0.35이상에서는 입출구비에 따라 천이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받

음각에 따라서도 천이상이 발생한다. Fig.43과 Fig.44는 각각 입출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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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로 고정하고 받음각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압력섭동 곡선과 받음각을

3°로 고저하고 입출구비를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압력섭동곡선이다. 입출구

비가 감소하거나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little buzz에서 intermittent buzz를 거

쳐 big buzz로 천이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받음각 0°일 때 입출구비 0과 0.21에서는 intermittent buzz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계산을 수행하면 intermittent buzz가 발생

하는 구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입출구비 0과 0.21에서도 받

음각을 10°이상으로 증가시키면 buzz천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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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 little buzz의 내부유동 구조

4.2.4.2 내부유동 분석

4.2.4.1절에서 입출구비와 받음각 조건에 따라 little buzz와 big buzz가 발생

하는 영역을 살펴보았다. buzz종류에 따라 종단충격파의 이동범위가 서로 달

랐으며 이로 인해 내부유동구조도 상이하다. little buzz의 내부유동을 살펴보

면 Fig.45와 같다. 한 주기 동안 유동구조를 살펴보면 windward side에서는

질량유입만 발생하고 leeward side에서는 질량유출과 유입이 주기적으로 발생

한다. 따라서 Fig.45와 같이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에서 유동방향이

서로 달라 내부에 와류(vortex)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생성된 와류는 제자리

에 머무르지 않고 하류로 이동하면서 소멸하게 된다. 4.2.3.4절에서 설명했듯이

windward side에서 궁형충격파를 통과한 유동은 방향이 바뀌면서 유입되지만,

little buzz에서는 유입되는 유동이 와류의 영향으로 인해 카울 벽면을 따라 내

부로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한 주기를 살펴보면 재순환영역이 발생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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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해 단면에서 물성치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난다.

Fig.37은 받음각 10° 입출구비 0일 때로써 big buzz에 해당하는 내부 유동구

조다. 앞서 설명했듯이 초임계상태에서 재순환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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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3차원 축대칭 흡입구 형상에 대해 비점성해석을 통해 buzz특성을 살펴보았

다. 점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했지만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Nagashima의 실험을 전산해석으로 재현해 봄으로써 입출

구비와 받음각에 따른 buzz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실험에서는 행해지

지 않았던 내부유동분석을 slip line의 영향이 실제 물리현상에서 어떻게 나타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buzz특성

연소압을 모사하는 입출구비가 buzz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받

음각이 없는 상태에서 입출구비를 변화시켜가며 계산을 수행했다. 계산결과

압력섭동이 작은 little buzz와 압력섭동이 큰 big buzz가 나타났으며, 입출구

비가 좁아질수록 little buzz에서 big buzz로 천이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little buzz의 경우 종단충격파가 흡입구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아임계 상태에

서만 진동했다. 종단충격파의 이동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big buzz에 비해

높은 전압력 회복률이 나타났다. 반면 big buzz의 경우 종단충격파가 초임계

상태와 아임계상태를 반복하며 진동했다. 종단충격파의 이동범위가 넓기 때문

에 little buzz에 비해 낮은 전압력 회복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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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7에서 얻은 압력섭동 데이터에 FFT분석을 수행하여 입출구비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입출구비가 감소할수록 주진동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

으며 이는 실험결과와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점성효과를 고려하지 않

아 실험데이터와 약 60Hz정도의 차이를 유지했다.

2) 받음각 변화에 따른 buzz특성

받음각이 buzz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입출구비를 0으로 고정하

고 받음각을 변화시켜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받음각이 존재하게 되면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의 충격파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양쪽에서 종단충격파의 이동범위가 서로 달랐다.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windward side에서 카울 상류에 강한 궁형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받음

각이 증가함에 따라 전압력 회복률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단면에서

불균일한 물성치분포가 나타났지만, FFT분석결과 압력섭동의 주진동수는 같

았다. 받음각과 주진동수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실험에서 언

급된 내용과도 부합한다.

내부유동을 살펴보면 초임계상태에서 windward side카울 상류에 궁형충격파

가 발생하고 이를 통과한 유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흡입구 내부에 재순환영역

이 발생하였다. 재순환영역의 유동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의 속도차이에

의해 slip line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제 물리현상에서 vortex shedding을 야

기하여 유동을 더울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재순환영역이 더 넓게 발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재순환역역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단면에서 불균일한 물성치분포가 나타났

다. 재순환영역에서는 속도크기가 매우 작아서 주로 leeward를 통해 질량유입

이 발생했다. 또한 출구에서 생성된 고압의 pressure wave가 상류로 전파되면

서 재순환영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때 고압경계면에 경사가 발생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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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windward side에서 leeward side에서 보다 먼저 역류가 발생했다.

3) 입출구비와 받음각 변화에 따른 buzz특성

입출구비가 감소함에 따라 little buzz에서 intermittent buzz를 거쳐 big buzz

로 천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나타났

다. 입출구비0 과 0.21에서는 계산을 수행한 모든 받음각에서 big buzz가 나타

났지만 계산영역을 넓혀 10°이상의 받음각을 받으면 buzz천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little buzz가 나타날 때 한주기 동안 내부유동을 살펴보면

windward side에서는 질량유입만 발생하지만 leeward side에서는 질량유입과

유출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즉 windward side와 leeward side의 유동방향이

서로 반대인 순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와류가 생성돼 흡입구 내

부로 유입된다. little buzz에서는 와류의 영향으로 재순환영역이 발생하지 않

았으며 단면에서 물성분포 또한 균일하게 나타났다.

입출구비가 감소하거나 받음각이 증가하게 되면 섭동이 큰 big buzz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체가 임무를 수행할 때 유동이 항상 안정한

(stable)조건에서만 비행을 할 수 없다. 엔진 내·외부 요인에 의해 불안정한 유

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buzz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행 가능한 받음각에 제한이 필요하며 이

는 입출구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 때 본 논문의 결과가 비

행 가능한 조건을 선정하는데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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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analysis of three-dimensional inviscid flow was conducted 

under various throttle ratio and angle of attack conditions. Throttle 

ratio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exit area to the smallest cross 

section area at inlet, and the ratio is controlled from 0 to 0.67. At 

various angles of attack, the characteristics of unsteady flow around a 

supersonic inlet are investigated under different throttle ratios. From 

these results, pressure recovery curves and pressure history curves 

are examined. Using the pressure history data, FFT analysis is also 

carried out. Through these processes, it is observed that the tendency 

of pressure distribution asymmetry and the change of dominant 

frequency are accentuated as angle of attack increases.

주요어 : 받음각, 입출구비, 비정상, 비점성

학 번 : 2010-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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