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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system like a combustion chamber is believed to experience a significant instability 
problem with vibration in case that the thermal energy or the acoustic energy are transformed into a 
different form through a relevant path. This study deals with a numerically- predicted, Thermoacoustic 
instability in a Rijke tube by using a non-linear model for a heat source. The heating part where the 
energy transformation occurs actively is modeled after simulating two-dimensional cylinder case with 
constant surface temperature, and a nonlinear model that accounts for the transfer function of 
magnitude- and phase-characteristics is properly implemented so as to be dependent on the pulsation 
strength in the tube. The heat source model is observed to result in equivalent Thermoacoustic 
instabilities in the Rijke tube except low flow-rate cases in which the natural convection is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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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음향 불안정성이란 열시스템 내의 압력 섭동

과 열발생율 섭동이 결합하여 특정한 음향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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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가지며 열과 음향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 현상의 이

해 및 파악은 곧 에너지 형태의 변환, 즉 음향에

너지와 열에너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에

너지를 주고받는가에 그 연구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열음향 불안정 현상의 메커니즘

을 밝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시스템 내의 압력섭동과 열발

생율 섭동이 결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압력섭동과 열발생율 섭동의 

연계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파악하기위해 수치적

인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CFD기법이 많이 등장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Entezam(1)외 연구자들은 FLOW-3D(2)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Rijke tube 내 유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고체 다공성 물질이 열원으로 사용되었

고 그것은 계단형식으로 열원을 공급하였다. 저
자는 차원해석을 사용하여 압력, 속도, 특성길이

가 열흐름을 진동시키는 관계성을 나타낸 유사변

수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1차원적 연구는 Ishii(3)외 연구자들에 의

해 수행되어졌다. 정상 열공급은 속도의 변화에 

의해 섭동하는 것이 가능한 유동 내 열소스와 열

흐름으로 공급되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열적 에

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되어지는 열소스

와 열싱크 사이의 급격한 온도구배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Hantschk, Vortmeyer(4)는 상용코드인 FLUENT(5)

를 사용하여 형상으로부터 음향과 열선으로부터

의 유동사이에 전달되어지는 열전달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나타나는 Rijke Tube내의 자려 열음향 

진동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Rijke Tube의 두 가

지 다른 종류가 모델링되었다. 그 중 하나는 

Open-Open type이고 다른 하나는 Closed- Open 
type이다. 그들의 해석 중에 비록 불안정성을 나

타내는 주파수의 더 높은 하모닉들이 발견되었지

만 압력 파워 스펙트럼의 상세한 분석은 열해리

와 튜브 내 음향특성 사이의 비선형적인 연계성

을 규명하는 것에 사용되지는 못했다.
최근 CFD해석을 통해 열음향 불안정 특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들은 전체 시스템에 비해 

열원부가 차지하는 영역이 매우 국소적이므로 효

율적인 계산을 위해 대부분 성근 격자 크기를 사

용하여 열원부 근처에서의 열전달특성과 그에 따

른 튜브 전체의 유동특성의 연계성을 시간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열원부 근처에서의 열

해리 특성이 전체 튜브 내 열음향 불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밀해석을 위한 

조밀한 격자 분포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일반 유체해석을 위한 압축성 코드를 

이용하여 튜브 내 주기적인 압력변동을 계산할 

경우 사용된 격자크기에 따라 왜곡된 크기와 위

상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을 위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원부 근처의 열전달 계산은 열유동 해석

을 수행하여 모델링하였고 소음장은 전체 튜브를 

포함하는 영역을 설정하고 CAA기법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크기, 위상오차를 유

지하면서 각각의 물리적 특성에 맞게 계산을 수

행하였다. 우선 열원모델은 맥동유동 내 2차원 

등온실린더의 열전달 특성을 실린더 표면온도, 
유체섭동크기 그리고 평균유량의 변화에 따라 계

산하여 열섭동 전달함수로 표현하였다. Rijke tube 
내 열음향 불안정 영역을 예측하기위해 CAA기법

을 이용하여 열섭동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변화

에 따른 소음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2.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2.1 음향파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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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향 섭동값이 끼치는 유동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경우, 음향파의 전파문제는 상기의 

(1)식과 같은 선형화된 Euler 방정식에 의해 지배

된다. 음향파의 전파에 있어 점성항과 섭동값들

의 곱으로 이루어진 비선형항들은 그 크기가 무

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 여기서, 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벡터이

고, , 는 선형플럭스 벡터이다. 은 정상류 

구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일 정상류가 균일

하다면 그 값이 0이 된다. 특히, 는 소스항을 

나타내며 는 단위부피당 열발생율을 나타낸다.
음향파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소산과 감쇄를 

최소로 하기 위한 고차의 공간차분법이 요구되어

지며 고차의 정확도를 가지는 수치기법들이 지금

까지 계속 개발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

확성과 알고리즘의 간편성이 뛰어난 Tam의 DRP 
수치기법을 적용하였다.(6) 시간차분은 4-level 
optimized time marching scheme, 공간차분은 

7-point optimized scheme을 각각 적용하였고 수치

적인 안정성을 위해 인공 감쇄항을 각각 첨가하

였다.(7)

2.2 경계조건 및 수치기법

Fig. 1은 음향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구조와 경

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튜브 길이(L)는 1m로 

설정하였고 계산영역 범위는   ≤ ≤  , 
  ≤  ≤  , 직교좌표계의 중심은 튜브의 중

심으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튜브 내를 흐르는 유

량은 매우 적으므로 계산영역 내 정상류에 의한 

음향변화는 무시하였다. 계산영역의 상하좌우의 

모든 면에는 음향파를 반사없이 통과시킬 수 있

는 방사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튜브는 벽면경

계조건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격자의 크기는 × 이며, 시간 무차원 변수 

∆는 0.1065 간격으로 진행하였다. 소음원의 위

치는   에 적용하였으며 시간영역에서 

Fig. 1 2D Rijke tube domain and its 
acoustic boundary condition

입자 속도의 크기와 위상에 따라 반응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계산결과

3.1 맥동 내 등온 실린더의 열전달 응답특성

Fig. 2는 맥동유동 내에 놓여진 2차원 등온 실

린더의 열전달 응답특성을 계산하기위한 계산영

역의 기하학적 크기와 유동 해석을 위해 부과된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계산영역 범위는 

  ≤ ≤  ,   ≤  ≤   이며 직

교좌표계의 중심은 두 실린더의 중심으로 정의하

였다. 보는바와 같이 다원주 실린더를 모사하기

위해 위아래 경계면에는 대칭 조건을 사용하였고 

입구와 출구는 경계면에서의 유체의 출입이 가능

하도록 유출입 조건을 사용하였다. 벽면에서는 

비미끄럼 조건과 등온 조건을 각각 부과하였다. 
입구에서는 맥동유동을 유발하기위해 속도를 

  ′ sin 으로 부여했으며   는 

 을 사용하였다. 이는 관 길이가 1m
인  Rijke tube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드에 준

한다. 일정한 파워를 공급할 경우, 실린더 표면온

도는 평균유속 증가에 따라 낮아지게 되므로 각 

유량조건에 따른 표면온도를 조건에 맞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0W에 해당되는 

온도를 유속별로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각 유량조

건에 맞는 온도값을 실린더 표면에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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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transfer response characteristics of 
2-D isothermal cylinder in a pulsating flow

Fig. 3 Pulsating flow and heat transfer 
response (ReD=0.5, ReD'/ReD0=0.1)

Fig. 4 Pulsating flow and heat transfer 
response (ReD=8.5, ReD'/ReD0=0.1)

Fig. 3, 4는 맥동유동 내에 놓여진 2차원 등온 

실린더의 열전달 응답특성을 유동변화와 함께 비

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맥동유동

에 대한 열전달 응답특성은 시간지연()과 크기

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Fig. 3와 같이 평균유

속이 낮은 경우는 Fig. 4의 높은 평균유속에 비해 

더 많은 시간지연을 나타내고 있으며 크기는 그

와 반대로 높은 유속범위에서 높은 열전달 응답

특성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동유동에 따른 열전달 응답특성은 전달함수 를 

정의하여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는 

유동섭동과 열전달섭동의 비를 크기와 위상의 함

수로 나타내게 된다.



 ′
 

 ′
             (2)

Fig. 5 (a)는 맥동유동 내에 놓여진 2차원 등온 

실린더의 열전달 응답특성을 평균유동에 따라 각

각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거의 모든 유량 범위에서 ′의 증가에 따

라 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 후, ′가 

(a) Magnitude of transfer function  

(b) Phase of transfer function  
Fig. 5 Magnitude change and phase difference of 

transfer function vs. mean mass flow rate 
and fluctuatio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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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상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크기가 0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 이하의 영역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는 평균유속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유속이 3.6이상

인 영역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비선형적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5 (b)는 평균유속에 따른 열전달 섭동의 

위상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가 

1.2 근방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유량 

범위에서는 급속한 기울기로 고유량 범위에서는 

완만한 기울기로 그 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          (3)

이러한 열전달 응답특성이 반영된 열음원은 상

기 (3)식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으며 튜브 내 음향

적 특성과 함께 연계되어 열음향 불안정 특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3.2 CAA를 이용한 열음향 불안정 영역의 예측

Fig. 6에서는 Rijke tube 내 위치한 열음원 전달

함수의 크기를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전달함수의 

지연위상을  ≤ ≤ 영역에서 변화시키면

서 열음향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을 표시

하는 방식으로 그 영역을 나타낸 결과이다. 상기

의 y축은 전달함수의 식으로부터 다음의 (4)식과 

같이 정의된다. 

      

           (4)

불안정 영역의 특성을 보면 열음원 위상이 속

도의 위상과 동일한 ∼근방에서는 매우 큰 

  값에서도 불안정 영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는 임계 곡선이 급격한 경사를 가

지면서 감소하다가 이상에서는 그 값이 일정

하게 유지되는 매우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의 불안정 영역은 튜브길이 L=1.0m인 

Rijke관 내 Xh=-0.25L의 열음원 위치에서 형성된 

고유영역에 해당되며 관의 형상이나 열원의 위치

가 변하게 될 경우 튜브 내 음향적인 특성에 따

라 그 영역이 다르게 형성되게 된다. 

Fig. 6 Thermoacoustic instability region by 
magnitude and phase delay of heat 
source

Fig. 7 Predicted thermoacoustic instability curve 
using non-linear model for heat source 
(L=1.0m, Lh=0.25m)

실제 물리적인 열량 값으로의 환산은 상기의 

식을  에 대해 정리하여 계산될 수 있다. Fig.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에 의해 예측된 결과가 

전체적으로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저 유량 영역에서는 적은 유량

범위에서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는 특성을 잘 반

영하고 있으나 그 크기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 영역에서 부

력의 영향이 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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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는 0.5g/s 이하가 그 영역에 속하

게 됨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 Rijke tube 
내 열전달 공급이 튜브의 길이 방향이 아닌 열원

부 상위부분에 집중되면서 튜브 내 열량 공급의 

패턴이 기존의 계산조건과 다르게 형성되어진 결

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Rijke tube에 대한 열음향 불안정현

상을 전산공력소음의 대표적인 CAA기법을 이용

하여 비정상 수치모사를 수행하였다. 
열원모델은 맥동유동 내 2차원 등온실린더의 

열전달 특성을 실린더 표면온도, 유체섭동크기 

그리고 평균유량에 따라 계산하여 열섭동 전달함

수를 통해 그 크기와 위상변화를 정리하였다. 튜
브길이가 1.0m, 열원부 위치 Xh=-0.25L인 Rijke 
tube 내 열음향 불안정 영역을 예측하기위해 

CAA기법을 이용하여 열섭동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변화에 따른 소음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
음원 전달함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방향, 위상변

화는 압력의 위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관내 음압 성장률이 가장 급속히 불안정

해짐을 확인하였다. 
계산결과는 실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열음향 

불안정영역과 비교하였으며 부력의 영향이 매우 

큰 저 유량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매

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열음향 불안정곡선은 시스템 형상이 가지는 

고유한 음향학적 불안정 요소과 열음원 종류에 

따른 열섭동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변화 특성이 

상호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 사업 지원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B. Entezam, J. Majdalani, W. K. van Moorhem, 
, 1997, "Modeling of a Rijke-tube pulse combustor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IAA Paper 
97-2718, Seattle, WA, July.

(2) Flow 3D Solvers, Flow Science Incorporated, 
Los Alamos, NM, USA.

(3) T. Ishii, E. Hihara and T. Saito, 1998, 
"Numerical analysis on heat-induced vibration of 
air column JSME International Journal, Vol. 41, 
No. 3, pp. 674~681.

(4) C.-C. Hantschk and D. Vortmeyer, 1999, 
"Numerical simulation of self-excited thermo 
-acoustic instabilities in a Rijke tube,"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277, No. 3, pp. 
511~522.

(5) FLUENT Solvers, Fluent Incorporated, Lebanon, 
NH, USA.

(6) Tam, C.K.W., 1995, "Computational Aero- 
acoustics : Issues and Methods," AIAA Journal, 
Vol. 33, pp. 1788~1796.

(7) Tam, C.K.W. and Dong, Z., 1996, "Wall 
Boundary Conditions for High-Order Finite 
Difference Schemes in Computational Aero 
-aoustics,"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Vol. 6, pp. 303~322.

2529


	Text1: 대한기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