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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속도가 단순확장관 음향투과손실에 미치는 영향 해석
Effects of Fluid Velocity on Acoustic Transmission Loss 

of Simple Expans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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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ustic power transmission loss(TL) is an important performance of the muffler system. TL will 
be affected by the velocity of the fluid in duct since acoustic pressure varies according to the fluid 
velocity. In this paper, two kinds of fluid model, potential flow and turbulent flow, for the fluid 
flowing in simple expansion chamber are considered. The effects of their two fluid models in acous-
tic TL are investigated for the straight and L-shaped simple expansion chamber. In higher frequency 
range, the characteristics of TL of the two fluid models show different results. The variation of TL 
according to the fluid velocity is shown more distinctly when turbulence model is used. Turbulent 
flow model should be used to obtain better estimation of acoustic TL in higher frequency range.

* 

1. 서  론

가전 제품의 압축기나 자동차 배기계 등 많은 기

계 제품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로써 팽창형 

소음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음기의 음

향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에는 소음 저감량

(noise reduction; NR), 삽입손실(insertion loss; IL),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 TL) 등이 있다(1). 

Kim(2)은 반경방향과 원주방향의 모드를 가정하여 

원형 단순 확장관의 투과손실을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음향 해석법을 제시하였고, 소음기 내부에 유

동이 존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투과손실을 

Zhenlin(3)은 경계요소법(BEM)과 4단자정수를 사용

하여 구하였으며, Tao(4)는 단순확장관에서의 투과손

실을 음파 분리법을 사용하여 실험하고 경계요소법

에 의한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음향해석 상용소프트웨어인 LMS SYSNOISE'(5)

에서도 ‘mean flow’ 모듈을 사용하여 머플러 내부 

영역을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한 유동속도를 고려한 

경우의 음향해석을 간편히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산해석상 더 신뢰할 수 있는 머

플러 내부의 유동속도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상용 소프트웨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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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FLUENT(6)를 이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SST 
k- RANS(shear-stress transport k-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유동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

고 위 두 가지 해석 결과의 차이가 머플러의 음향 투

과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 이론

관 내에 흐르는 유동속도를 고려한 파동방정식(7)

의 형태는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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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음압, c는 음파의 전파속도, u는 내부유

체의 속도이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동속도 u는 음압 p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u가 0인 경우는 널리 알

려진 파동방정식과 동일하다. 

2.1 퍼텐셜 유동 이론
관 내부의 유동정보를 얻기 위한 음향 해석 소프

트웨어에서의 지배방정식은 식 (2)와 같은 퍼텐셜 유

동에서의 Laplace방정식이다(5).

02 =∇ ϕ (2)

정상상태의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유

체 입자의 마찰과 점성효과를 무시한 비점성, 식 (3)
과 같은 irrotational, 그리고 머플러 내부의 유체를 

이상유체로 가정함을 의미한다.

0=×∇ u (3)

2.2 난류 유동 이론
난류 유동에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은 임의의 스칼

라값 kφ 에 대한 일반형 수송방정식(6)으로서 텐서형

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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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kΓ 와 kSφ 는 각각 확산계수와 생성항, ρ

와 ui는 밀도와 유속을 의미하며 종속변수 kφ 값에 

따라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그리

고 난류 모델링을 위한 수송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 해석에 사용한 k-(SST) 난류모델에 대

한 수송방정식의 형태는 식 (5), 식 (6)과 같으며, 식

(4)의 종속변수 kφ 항에 난류운동에너지 k 와 이것의 

소산율 를 대입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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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Γ 와 ωΓ 는 각각 k와 의 유효 확산도를 의

미하며, kG~ 와 ωG 는 유동의 평균 속도 변화율에 의

한 k와 의 생성항을, kY 와 ωY 는 난류에 의한 k와 

의 소멸항을 나타낸다. ωD 는 교차 확산항을, kS

와 ωS 는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2. 해석 모델

첫 번째 해석모델은 Fig. 1과 같은 사각 단면을 

가진 단순 확장관으로 입·출구단에서 관의 단면은 

0.1×0.1 m이고 길이는 0.5 m이며, 확장관의 크기는 

0.5×0.5×0.5 m이다.
두 번째 해석 모델은 Fig. 2와 같이 단면 형상은 

직선형 머플러와 동일하나 입구와 출구 각도가 90˚

로 이루어진 L자형 머플러로 머플러 형상에 따른 

평균유동 흐름의 차이로 인한 투과손실 결과를 보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형상을 선정하였다.
사각단면의 관에서 음파를 평면파(plane wave)로 

가정할 수 있는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는 식

(7), (8)에서 l=m=1일 때의 값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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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oustic model of straight muffler

Fig. 2 Acoustic model of L-shaped muffler

여기서 f는 주파수, l과 m은 음향모드의 차수, Lx와 
Ly는 사각단면의 길이를 나타낸다.

3. 내부 유동 해석 

3.1 퍼텐셜 유동 해석
식 (2)로 주어지는 퍼텐셜 유동의 유속을 구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매질은 공기

로 가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입구단에 유속, 출구

단에 퍼텐셜 에너지 값으로 0을 부여하였다.
직선형 머플러 내부를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하고 

입구단의 유동속도를 변화시켰을 때 내부 유동속도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입구단 유

속 u=5 m/s인 경우, Fig. 3(b)는 u=20 m/s인 경우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L자형 머플러에 대한 내부 유

동속도 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s. 3, 4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모델의 각 단면에

서의 속도 구배가 입구단의 속도크기에 관계없이 일

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유동에 의한 난류

와 경계층 구분 및 vortex의 효과를 무시한 것이고 

(a) Inlet fluid velocity u=5 m/s

(b) Inlet fluid velocity u=20 m/s

Fig. 3 Distribution of the velocity of potential flow 
for straight muffler

(a) Inlet fluid velocity u=5 m/s

(b) Inlet fluid velocity u=20 m/s

Fig. 4 Distribution of the velocity of potential flow 
for L-shaped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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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solution variable
Variable Value

Working fluid Air(ideal gas)

Mean pressure 0.1 MPa

Mean temperature 288 K

Gas constant 287 kJ/kg·K

Dynamic viscosity 1.79e-5 kg/m×s

Ratio of Specific Heats 1.40

Spatial discretization Least squares cell based 
(second order upwind)

Turbulence model k-(SST)

실제 유동의 흐름을 잘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2 난류 유동 해석
난류모델을 사용한 관 내의 난류 유동 속도 분포

를 얻기 위해 velocity-inlet, pressure-outlet 경계조

건(6)을 사용하였다. 해석 방법은 퍼텐셜 유동의 계

산에서와 같이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상상태 해석에서의 수렴 기준으로서 입구단과 

출구단의 임의의 절점에서 속도의 크기가 유효숫자 

6자리에서 변화가 없고, 잔차값이 1×10-5 m/s이하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 계산하였으며 난류유동 해석에 

사용한 해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난류유동 해석 시 벽면에 인접한 격자의 크기와 

레이놀즈 수에 관한 무차원수인 Yplus값은 직선형 

머플러에서 최대 4.97, L자형 머플러에서 최대 5.21
이며 입구단 유속의 크기가 5 m/s, 20 m/s일 때의 

해석 결과를 각각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난류 유동 해석 결과 머플러 내부 유체의 속도 

크기와 유속의 분포가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하였을 

때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solver에서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의 차이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유동 해석 결과로부터 각 절점에 대한 

6자유도 속도 벡터를 얻을 수 있고 최대 거리를 1
mm 이하로 하여 유동 해석용 격자의 속도 정보를 

음향 해석용 격자에 적용하였다.

4. 음향 투과손실 해석 

음향 해석용 격자에 유동해석을 통해 구한 속도 

(a) Inlet fluid velocity u=5 m/s

(b) Inlet fluid velocity u=20 m/s

Fig. 5 Distributionof the velocity of turbulent flow 
for straight muffler

(a) Inlet fluid velocity u=5 m/s

(b) Inlet fluid velocity u=20 m/s

Fig. 6 Distribution of the velocity of turbulent flow 
for L-shaped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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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적용한 후 투과손실을 구하기 위한 음향 해

석 경계조건으로 입구단에 일정한 입자속도(particle 
velocity)를 주어 무반사 경계조건을 적용 하였으며 

벽면은 강체로 가정하였다.
투과손실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순수 진행

파만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장관 이전 두 점

(P1, P2)에서의 음압과 이후의 한 점(P3)에서의 음

압을 이용하는 3-point method(9)를 사용하였다.
P1점과 P2점은 확장관으로부터 입구단 방향으로 

약 30 cm, P3점은 출구단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

큼 떨어진 곳에 위치시켰다. 투과손실 계산식은 식

(8)과 같다. 여기서 Pout은 출구단을 무반사로 가정

하였으므로 P3점에서의 음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P
PTL

out

in
2

2

log10=  dB (8)

음파분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Pin식은 식 (9)와 같다.

jKL

jKL

in e
ePPP 2

21

1 −

−

−
⋅−

= (9)

여기서 K는 파수(wave number)를 의미하며 L은 

P1점과 P2점 사이의 거리로서 5 mm 간격을 유지하

였다. 투과손실을 구하기 위한 세 점에서의 음압은 

sine sweep method를 사용하였고, 1 kHz부터 3 kHz
까지 10 Hz 간격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5. 해석 결과

Fig. 7은 두 모델에서 20 m/s의 크기를 가지는 유

동을 입구단에 주었을 때 P1점에서의 음압을 나타

낸 것이다. Fig. 7(a)는 Fig. 1에 주어진 직선형 머플

러에 대한 음압 해석결과이고 Fig. 7(b)는 Fig. 2에 

주어진 L자형 머플러에 대한 음압 해석결과이다. 퍼

텐셜 유동과 난류 유동에 존재하는 각각의 속도 벡

터의 크기와 방향의 차이로 인해 두 해석 결과는 정

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P3점에서의 음압은 Fig. 8과 같이 P1점에 

비해 두 결과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확장관 내부에서의 유속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퍼텐셜 유동의 해석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Figs. 3, 

(a) Straight muffler

(b) L-shaped muffler

Fig. 7 Acoustic pressure at inlet point P1 with inlet 
velocity u=20 m/s

(a) Straight muffler

(b) L-shaped muffler

Fig. 8 Acoustic pressure at outlet point P3 with inlet 
velocity u=20 m/s



Jin Kwon, et al ; Effects of Fluid Velocity on Acoustic Transmission Loss of Simple Expansion Chamber

Transactions of the KSNVE, 22(10) : 994~1002, 2012┃999

(a) Straight muffler

(b) L-shaped muffler

Fig. 9 Comparison of TL for two types of mufflers 
with inlet velocity u=5 m/s

(a) Straight muffler

(b) L-shaped muffler

Fig. 10 Comparison of TL for two types of mufflers 
with inlet velocity u=20 m/s

4에서 볼 수 있듯이 입구 경계조건에 의한 유속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확장관에서의 유속이 0에 가까워 

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3점에서의 음압은 이러한 

1차원 속도 벡터를 위 파동방정식에 적용하여 나온 

결과이다. 결국 이것은 3차원 유동을 표현하는 난류

모델에 의한 결과에 비해 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머플러 내부유동을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한 경우

와 난류로 가정하여 해석한 경우에 대하여 유속이 5
m/s와 20 m/s인 투과손실 결과를 Fig. 9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내부 유동을 난류 유동으로 가정한 경우가 퍼텐

셜 유동으로 가정한 경우보다 전 주파수 영역에서 

TL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한 유속정보와 난류모델로 

계산한 유속정보를 이용하여 투과손실을 구한 결과

를 Fig. 11(a)와 Fig. 12(a)에, 그리고 고주파수 영역

에서 확대한 그림을 Fig. 11(b)와 Fig. 12(b)에 각각 

나타내었다.
유동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TL 발생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0 < f < 3 kHz

(b) 2000 < f < 3000 Hz

Fig. 11 Variation of TL of straight muffler according 
to the velocity of potential flo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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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 f < 3 kHz

(b) 2000 < f < 3000 Hz

Fig. 12 Variation of TL of straight muffler according 
to the velocity estimated by k- turbulence 
model

(a) 0 < f < 3 kHz

(b) 2000 < f < 3000 Hz

Fig. 13 Variation of TL of L-shaped muffler accord-
ing to the velocity of  potential flow theory

(a) 0 < f < 3 kHz

(b) 2000 < f < 3000 Hz

Fig. 14 Variation of TL of L-shaped muffler accord-
ing to the velocity estimated by k- turbu-
lence model

(a) 341 Hz

(b) 2181 Hz

Fig. 15 Variation of TL of L-shaped muffler accord-
ing to flow velocity of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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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 11(b)에서 보듯이 퍼텐셜 유동에 의한 

유동속도의 크기는 투과손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에 반해, 난류 유동에 의한 음향 투과손실은 

Fig. 12(b)와 같이 관 내부에 흐르는 유속이 빠를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고주파수 대역

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과 Fig. 14는 L자형 머플러로부터 얻은 결

과로서 직선형 머플러의 결과와 동일한 특성을 나타

냈으며, TL 변동폭은 직선형 머플러보다 더욱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음향 투과손실의 크기에 

있어서는 직선형 머플러의 결과에 비해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Fig. 15는 퍼텐셜 유동과 난류유동으로 가정한 각각

의 경우에 대한 L자형 머플러의 입구단 유속에 따른 

특정 주파수의 투과손실 크기를 나타낸 결과이다. 난

류 유동의 해석결과를 사용한 경우에는 퍼텐셜 유동

의 해석결과를 사용한 경우보다 유속의 크기가 커질

수록 투과손실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머플러 내부 유동을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한 경우

와 난류 유동으로 가정하고, 입구단의 유동속도를 5
m/s, 10 m/s, 20 m/s인 경우의 음향 투과손실의 차이점

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단순확장관 내부유동을 난류 유동으로 가정한 경

우가 퍼텐셜 유동으로 가정한 경우보다 모든 주파수

에서 유동속도가 음향 투과손실(TL)에 미치는 영향

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주파수일수록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확장관에서의 내부 유동의 변화는 출구단의 

음압에 영향을 주어 퍼텐셜 유동에 의한 것에 비해 

난류 유동 내에서의 음향 투과손실이 더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난류에 의한 3차원 유동의 영향으

로 관 내부에 존재하는 유동속도 크기가 커질수록 

음향 투과손실이 낮아졌고, 유동특성에 따른 투과손

실 변화의 상대적 크기는 난류 유동일 때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동이 흐르는 관에서의 투과손실을 고주

파수까지 구할 때 CFD를 이용한 난류유동해석 결

과를 바탕으로 음향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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