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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Axi-symmetric Inlet Buzz Characteristics at Various
Angles of Attack

초

록

받음각(AOA, angle of attack)이 있는 3차원 초음속 흡입구에 대한 비정상 비점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받음각 효과는 0°, 3°의 작은 받음각과 5°, 7°, 10°의 높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5개의 받음각에
대해 입출구비(T.R, throttle ratio)가 0.00 ~ 0.67인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입출구비는 입구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는 목 넓이와 출구의 가장 좁은 목 넓이의 비로 정의 하였다. 주기적인 유동진동이 발
생하는 입출구비에 대해 비정상 해석 결과로부터 시간 - 압력 데이터를 얻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FFT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기초로 받음각과 입출구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진동 현상을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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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Supersonic Inlet(초음속 공기흡입구), Buzz flow, Inviscid Flow(비점성 유동), Flow
Instability(유동 불안정성), Angle of Attack(받음각), Throttle Ratio(입출구비)
더욱 증가시킨다.
유동진동 현상은 1944년 Oswatitsch에 의해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실험적, 수치적으로 연구
되고 있다. 외부램프에서 유동박리에 의해 흡입
구 단면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질량유량이 일
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연소실압력
이 증가하여 종말충격파가 흡입구 밖으로 밀려
나는 아임계상태(subcritical)에 도달한다. 이후
연소실압력이 감소하면서 수직 충격파(종말충격
파)가 노즐 목 뒤쪽까지 밀려들어가는 초임계상
태(supercritical)에 도달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
면서 흡입구 버즈현상으로 알려진 유동진동현상
이 발생한다. 흡입구 버즈현상은 질량유량과 압
력의 진폭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추력감소, 연소문
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흡입구 버즈는 크게 Daily형과 Ferri형으로 분류

1. 서 론
램제트 엔진의 흡입구는 초음속 영역에서 전
방의 자유류를 포집하여 별도의 압축기 없이 공
기를 압축하고 연소에 필요한 유량을 연소부에
공급한다. 따라서 형상이 단순하고 압축기가 있
는 추진장치보다 가벼우며 높은 효율을 낸다. 그
러나 흡입구 형상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
위에는 충격파간의 간섭, 충격파 반사등에 의해
복잡한 유동구조가 형성되며 연소부 배압과 흡
입구 목 부근의 유동조건에 의해 유동진동현상
이 발생한다. 흡입구 버즈로 알려진 유동진동현
상은 엔진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연소를 실패하
게 하거나 구조적 파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받음각이 있는 경우 흡입구 내외의 벽면에 작용
하는 압력의 비대칭성이 커져 이러한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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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954년 Deiley는 실험을 통해 버즈
의 원인이 아임계(subcritical) 충격파와 외부램
프에서 생성된 속도경계층과의 상호작용으로 인
(2)
한 유동박리에 있음을 밝혔다.
그보다 앞서
Ferri는 경사충격파와 수직 충격파의 상호작용
에서 발생한 미끄럼 유선이 흡입구 안으로 유입
(3)
될 경우 버즈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Trapier는 2차원 흡입구 형상의 유동에 대해 여
러 가지 주파수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
(4)
다.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받음각
이 없는 조건 내에서 실험과 계산을 수행한 내
용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축대칭 형상의
흡입구의 고 받음각 기동은 유량확보나 유동안
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고속 비행체
의 임무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
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축대칭 램제트의 3차원 흡입구
형상에 대해 받음각이 있는 경우 유동해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받음각에 따라 흡입구 내·외
부 유동을 살펴보고 진동현상에 대해 FFT분석
을 수행하였다.

2.

Fig. 1. 해석 형상 및 압력측정위치

Fig. 2. 3차원 형상에 대해 구성된
전체 격자와 경계조건
으로 모델링한 초음속 흡입구 형상 및 압력측정
위치이다. Nagashima등은 Fig.1의 형상을 이용
하여 마하수 2.0의 자유류에서 충격파 진동에
(5)
의한 유동 불안정성실험을 수행하였다 . 본 연
구에서도 위 형상을 사용했으며, 축 방향으로
P1부터 P7까지 위치에서 Fig.1의 오른쪽 그림
과 같이 회전방향으로 A, B, C, D위치에서 센서
를 설치하고 압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입출구비
*
(Throttling Ratio, T.R)를 입구면적 A 와 출구
E
E
*
면적 A 의 비로 정의하고(T.R=A /A ) 변화시켜
(4)
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2는 참고자료 를
참고하여 생성한 약 100만개의 격자와 경계조건
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류의 마하수는 2.0이며,
전체유동장의 초기조건은 해수면고도의 표준대
기상태로 가정하였다. 초음속 입·출구조건과 벽
면에서 slip wall 조건을 부여했다.

본 론

2.1 공간 및 시간차분법
3차원 받음각 비점성 유동장 내에서 비정상유
동해석을 위하여 지배방정식으로 Euler 방정식
을 선택하였다. AUSM 계열의 수치기법들은 제
어면에서 물성치를 전달시키기 위한 전달 마하
수를 정의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전달 마하
수는 정확성에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으나, 비 물
리적인 진동 현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는 제어면에서 마하수의 부호에 따라 좌우 물성
치 중 한쪽의 물성치만 절달시키는 형태이기 때
(6)
문이다. AUSMPW+ 에서는 양쪽의 물성치를
모두 고려하여 진동현상의 주된 원인을 개선하
(7)
였다. 시간차분 기법으로는 Yoon
등의
LU-SGS를 사용하였고 2차 정확도의 MUSCL과

2.3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대부분의 램제트엔진은 받음각 10°이내에서
운용되므로 0°, 3°, 5°, 7°, 10°의 받음각에 대
해 계산을 수행하였고, 연소압을 모사하는 입출
구비의 경우 Nagashima가 했던 실험에서와 같
은 값으로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했다.

Van Leer limiter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정

상상태 유동해석을 위하여 이중시간 적분법

2.3.1 받음각이 없는 경우
Fig.3은 입출구비에 따라 종말충격파가 최전
방으로 밀려나왔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 입출구
비가 작을수록 충격파가 이동거리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버즈가 발생하는 경우는 흡입구

을 적용하였다.
2.2 해석형상 및 조건
Fig.1은 Nagashima등이 실험한 형상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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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입출구비에 따른 최대 전면 충격파의
위치 (AOA=0°)

Fig. 5. 받음각이 존재할 경우 충격파
비대칭성; 아임계상태(상), 초임계상태(하)
side의 충격파각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
하다.(Fig.6)
    ±       ±        



Fig. 4. 입출구비에 따른 P2위치에서의
주진동수 변화 (AOA=0°)
(A*)로 유입되는 유량이 출구(AE)로 유출되는 유
량보다 많을 때이다. 입출구비가 작을수록 유출
되는 유량에 비해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하므로
흡입구 내부에 누적되는 유량 역시 증가하고 내
부압력이 상승한다. 따라서 입출구비가 작을수록
내부압력이 더 높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충격파
가 외부로 더 멀리 밀려나가게 된다. 각각의 입
출구비에 대해 P2위치에서 얻은 압력섭동 데이
터를 FFT분석을 수행하여 Fig.4를 얻었다. 그
결과 Nagashima의 실험결과와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계산결과에서 입출구비에 따른 주진
동수가 실험값보다 60Hz정도 작은 것과 입출구
비 0.79이상에서 버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점
성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



두 충격파 경사각 차는    로 표현할 수
있으며  <1 경우 leeward side 충격파경사각이
windward side 충격파경사각보다 더 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류(M=2.0)와 형상(  =25°)조건
으로부터    이므로 leeward side 충격파경사
각이 windward side 충격파경사각보다 더 큰
경우다. Table.1은 P3위치에서 받음각에 따른
주진동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진동수와 받
음각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실
험결과와도 부합한다.

2.3.2 받음각이 있는 경우
받음각이 존재할 경우 흡입구 주위의 유동은
더 이상 축대칭이 아니다. Fig.5는 초임계와 아
임계 상태에서 충격파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
다.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비대칭성이 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원추주위의 유동은 Taylor-Maccoll 방
정식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다. 받음각이 있는
경우 흡입구축을 기준으로 leeward/windward

M=2.0665

 =0.7169

Fig. 6. 받음각이 있을 때 원추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경사각(좌), 받음각(  )과
충격파 pitch 각(  )의 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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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흡입구 내부 유동
Fig.7은 windward side에서 카울 직후에 발
생하는 slip line을 보여주고 있다.(slip line을
경계로 압력구배는 연속이만 접선방향의 속도크
기는 차이가 있다.) Windward side 카울 직후
에서만 slip line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카울 주변에서 유동장을 살펴보면 Fig.8과
같다. 우선 leeward side를 살펴보면, 종말충격
파가 cowl lip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흡입구는 center body(cone)를
따라 유입되는 유동과 카울이 평행하도록 설계
된다. leeward side에서 종말충격파를 통과한
유동은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선이
카울과 같은 곡률을 갖는다. 하지만 windward
side를 살펴보면 궁형충격파가 카울 앞쪽에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궁형충격파가 발생
하는 이유는 windward side 카울의 유효경사가
받음각 유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원추
꼭지점에서 발생한 경사충격파에 의해 유속이
감속되어 그 마하수에서 카울 각이 경사충격파
(attached shock)를 형성하는 한계보다 크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카울 전방에 분리형 충격파
(detached shock)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과
한 유동의 방향이 카울 벽과 평행하지 않게 된
다. 그리하여 Fig.8의 오른쪽 그림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이 카울 벽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로 인하여 카울 내부 벽면 근처에서 저속부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큰 유동과 경계(slip line)를 형성한다.

Fig. 8. 유동장 특성 비교; leeward side(좌),
windward side(우)

Fig. 9. 버즈발생시 고압경계면 전진
(AOA=10°, T.R=0)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slip line이 흡입구 더 안
쪽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으며 물성치가
불균일한 영역이 더 안쪽으로 확장된다.
버즈가 발생하는 경우 Fig.9와 같이 고압경계
면이 발생해서 상류로 전진하는 동안 점차 기울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5위치 하류방향
이후는 물성치분포가 거의 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흡입구 후방에서 발생한 고압 경계면
또한 거의 균일한 분포를 갖는다. 하지만 고압경
계면이 흡입구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속도분포가
불균일한 slip line을 통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압경계면이 기울어진다.
Fig.10은 고압경계면이 slip line과 상호작용
을 하면서 발생하는 와류와 P3~P5위치에서 전

Fig. 7. 유동 불균일성에 의한 slip line;
마하수 분포(좌), 압력분포(우)
(AOA=5°, T.R=0)
Table. 1. 받음각에 따른 주진동수 변화
(T.R=0)
AOA
0
3
5
7
10
Dominant
334 336 334 334 334
Frequency

Fig. 10. 고압경계면()전진에 의한
silp line과의 상호작용 (AOA=10°, T.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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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분포를 단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step1은
고압경계면이 연소부에 존재하는 경우로 아직
slip line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후
step2와 같이 고압경계면이 전진하면서 slip
line과 만나게 되고 P4위치 뒤쪽에서 와류가 생
성되기 시작한다. 고압경계면이 더 전진하면서
slip line과의 상호작용이 더 강해지고 step3과
같이 와류가 더 넓은 영역에 걸쳐 발달하게 된
다. 이후 step4와 같이 고압경계면이 외부로 밀
려나면서 windward side에서 외부로 질량유출
이 발생한다. 전압력의 경우 고압경계면이 통과
하기 전에는 비대칭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고압
경계면이 통과한 후에는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
게 나타났다.
받음각 조건은 주진동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
나 내부유동의 물성치분포를 불균일하게 하며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불균일성도 증가함을 확인
했다.

Fig. 11. P3위치에서 압력섭동곡선;
AOA=3°(좌), T.R=0.35(우)
종말충격파의 이동범위가 A형태에 비해 더 넓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압력섭동이 A형태에서
B형태로(또는 B형태에서 A형태로) 바뀌기 전에
대부분 불규칙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말충격파가 흡입구 외부에서만
진동하는 A형태에서 흡입구 내부와 외부를 드나
들며 진동하는 B형태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받음각이 0°인 경우에
도 입출구비가 0.21~0.35범위에서 천이구간(불
규칙한 섭동)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받음각과 입출구비를 변화시키며 수행한 계산
결과를 정리해서 Fig.12와 Fig.13을 얻었다. 섭

2.3.4 받음각과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버즈특성
지금까지는 입출구비만의 영향과 받음각만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엔진을 운
용할 경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입출구비의
영향과 받음각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Table.2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산 경우
이다. P3위치에서 압력섭동 곡선을 2가지 형태
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Fig.11은 P3위치에서 압력섭동 곡선을 2가지
형태로 나누는 기준을 보여준다. 좌·우 그림에서
모두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나타내는 그래프
와 비교적 높은 평균압력에서 작은 진폭으로 섭
동하는 그래프가 존재한다. A형태의 섭동이 나
타나는 이유는 종말충격파가 P3 위치를 통과하
지 않고 흡입구 외부에서만 진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형태의 섭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종말
충격파가 P3위치를 지나칠 때 센서에서 순간적
으로 높은 압력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Fig. 12. 받음각과 입출구비에 따른
P3위치에서 최대·최소 압력차

Table. 2. 받음각과 입출구비에 따른
P3위치에서 섭동 패턴
T.R
AOA

0
3
5
7
10

0

0.21

B
B
B
B
B

B
B
B
B
B

0.35

0.55

0.67

A

A
A

A
A
-

irregular

B
B
B

irregular

B
B

Fig. 13. 받음각과 입출구비에 따른
P3위치에서 평균압력

irregu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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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곡선의 한 주기 동안 최대·최소압력차(최대진
폭)와 평균압력의 특성을 입출구비와 받음각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입출구비가 증가할 경우 최
대진폭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평균
압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대압력차와
평균압력 모두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입출구비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
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학기술부, 과제번호 2011-0029871)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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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 전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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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고속비행체 공기흡입엔진의 흡입구에서 받음각
에 의한 유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차원 비정
상 비점성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정한
받음각에서 입출구비를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
했다. FFT분석결과 입출구비 0.67이하에서 주
진동수가 실험값과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며 비
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정한 입출구
비에 대해 받음각을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했
다. 받음각이 증가 할수록 경사충격파의 비대칭
성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물성치분포의 비대칭
성도 증가했다. 받음각과 주진동수의 관계는 확
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부유동분석을 통해 받
음각이 증가할수록 slip line의 영향이 흡입구
더 안쪽까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버즈
가 발생하는 경우 고압경계면이 전진하면서 slip
line과 상호작용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압경계
면이 기울지고 와류가 발생했다. 받음각과 입출
구비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동특
성을 살펴보았다. P3위치에서 압력섭동곡선이 A
형태에서 B형태로 천이되기 전에 불규칙한 진동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입
출구비가 평균압력과 최대진폭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동일한 흡입구에서
도 조건에 따라 버즈의 압력진동패턴이 다른 이
유를 충격파간의 상호작용이나 경계층에서 찾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받음각과 입출구
비도 흡입구 버즈패턴변화의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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