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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안개는 운전자의 주행 행태에 영향을 미쳐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안개

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안개에 대응한 도로분야의 능동적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

개 소산 기술은 도로교통 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의 지연, 회항 및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 일정 공간에 놓인 압축성 유체를 급속히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음향파의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안개 소산에 

개선을 줄 것으로 착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개 소산에 적용할 열음향파의 공진기 길이와 전압이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열음향파 발생장치를 구성하여 스택의 위치와 공진기의 직경은 고정한 상태에서 공진기의 길이와 공급 전압을 변화

시킨 후 발생하는 주파수와 dB을 측정하였으며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열음향파의 주파수에 미치는 변수는 공진기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주파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안개 소산 시 열음향파의 기초 데이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ogs are known to affect the driver’s driving behavior, hinder traffic flow, and increas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In fact, traffic 

accidents caused by fog lead to large-scale traffic accidents, and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active safety measures in the road sector in 

response to the fog. Fog-dissipating technology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can minimize economic losses not only from road traffic 

but also from delays, departures and cancellations of aircraft operation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The idea is 

to improve the dissipation of fog by using specific frequencies of thermal sound waves generated by rapidly heating compressed fluids 

placed in a certain space. In this study,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e effect of resonator length and voltage on the frequency of 

thermosound waves to be applied to fog dissipation. The frequency and dB generated after changing the length and supply voltage of 

the resonator while the position of the stack and the diameter of the resonator were fixed were measured and the change was confirmed. 

Experiments show that variables on the frequency of thermal sound waves are higher frequencies with shorter resonators, and these 

experimental results are believed to be available as basic data for heat sound waves during fog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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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 상의 기상 요인 중 특히, 안개는 운전자의 주행 행태에 영향을 미쳐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

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300건으로 다른 기상 요인에 비하여 

안개 발생 시의 교통사고 건수는 낮지만, 사망자 수의 비율은 맑음 1.62%, 흐림 3.39%, 비 2.41%, 눈 1.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28%에 이른다[1]. 실제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며, 그 일례로 2015년 서해안 고속국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2011년 천안-논산 고속국도 104중 추돌사고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안개에 대응한 도로분야의 능동적이 안전 대

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

또한, 세계 항공운송 산업의 여객수와 화물의 증가율은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

가와 더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성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항 활주로 안개 소산 기술은 항공

기 안전 운항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의 지연, 회항 및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은 바다와 근접해 있어 해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평균 안개일수가 72일로 김포공항보

다 많은 편이다[3]. 인천국제공항의 이류무에 의한 시정장애가 전체 시정장애 현상의 70%가량을 차지할 만큼 안개에 의한 피해

를 많이 입고 있으며[4] 평균 매년 100대 정도 안개로 인하여 항공기가 결항되며, 발생하는 손실금액은 매년 700억 원 이상이다. 

안개 소산 기술은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저감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안개 입자를 비가 될 정도로 성장시키거나 반대로 열

을 이용하여 증발시켜 버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제적 안개 

소산을 가능케 하려면 대상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안개의 유형 등 지역별 특성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고

려한 안개 소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5].

해외에서 안개 소산 장치로 사용된 장치의 경우 과거 FIDO(Fog Investigation and Dispersal Operation) 시스템으로, 활주로 

양쪽을 따라 위치한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연료(가솔린)를 소모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버너 제트를 통해 배출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지만, 시간당 100,000갤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이 중지[6]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열풍기에 대한 초기 자본과 유비지용이 높아 보급률이 높지 않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fog dispersion due to thermo-acoustic wave

본 연구에서는 안개 소산 장치에 필요한 열풍기를 대체하기 위한 열음향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열음향파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공기 중의 물 분자의 가진을 통해 운동에너지가 발생하여 소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 분자를 가진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예로는 전자레인지가 있으며, 주파수 범위로는 2.4×109~2.5×109 Hz(전자기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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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7]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착안하여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공기 중에서 동일한 파장이 발생하는 주파수로 변경하였을 

때 2.65×103 Hz(음파)가 산정되었으며, 해당 주파수의 열음향파로 인하여 물 분자는 열음향파의 에너지를 흡수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감[8]에 따라 증발하게 되며, 이러한 매커니즘이 안개소산에 개선을 줄 것이라는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2.1 관련 이론

2.1.1 열음향파(Thermo-acoustic wave)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열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규범은 열음향을 열역학, 유체역학, 음향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열에너지와 음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된다. 일정 공간에 놓인 압축성 유체를 급속히 가열하

거나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혼합과정 중의 경계면 근처에서 유체가 급격히 팽창하는 경우에 압력파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열적인 

영향으로 유발되는 압력파를 일반적으로 열음향파라 한다[9]. 이런 현상을 이용한 열음향 엔진 또는 냉동기는 구동부가 없고 구

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공금에너지원으로 폐열 또는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2.1.2 파동(Wave)

음에너지의 전달은 매질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교번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

의 변형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전달을 파동이라 한다.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 하며, 파동의 진행

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퍼지는 파동을 종파라 한다. 전자기파의 경우 종파와 횡파가 함께 존재하는 전기는 전기장과 자기

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으로 전자기파라고 한다. 또,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이나 공간을 매질, 파동의 원천으로 

공간이나 물체에 주기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것을 파원이라고 한다.

2.1.3 공명(Resonance)

특정 진동수(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이다. 진동체의 길이와 두께 등이 변화하면 그 주파수도 변화한다. 관 속

에서 음파는 양쪽 끝 사이를 오가면서 여러 번 반사되고, 반사되는 동안 서로 중첩되어 일반적으로는 작은 진폭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반사파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 진폭을 갖게 된다. 이때의 주파수를 공명주파수라고 한다. 공명 진동수

에서는 작은 힘의 작용에도 큰 진폭 및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공기 중에서 이론적인 음파의 속도는 식 (1)과 같다[11].

  ×






  (1)

Fig. 2는 막힌 관과 열린 관에서의 공명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막힌 관에서의 공명 조건은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5,7,…) (2)

열린 관에서의 공명조건은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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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드의 진동수 







은 다음 식 (4)와 같다.







 (=1,3,5,7,…) (4)

Fig. 2. Standing wave patterns in tube with open at both ends and with closed at one end

2.1.4 위상(Status)

임의의 기준 시간에 대한 음파의 시간적인 관계를 그 신호의 위상이라 한다. 위상의 단위는 각도로 표시한다. 사인파의 한 주

기는 360도와 같다. 입력과 출력을 갖고 있는 오디오 장치에 입력한 신호의 시간을 기준으로 정했을 때, 출력 신호의 위상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한다.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전기적인 장치)는 입력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출

력되지만 90도, 180도, 270도, 360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출력 신호의 그래프들은 입력된 신호에 대한 에너지의 변환 시간을 갖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1.5 음압(Sound pressure)

음에너지에 의해 매질에는 미세한 압력 변화가 생기며 이 압력 변화 부분을 음압이라 한다. 공기 중에서 발생된 공기의 압력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단위는 dB(데시벨)로 표기한다. 

2.2 실험방법

참고한 열음향파의 기존 실험들을 참고하여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기존 실험에서는 열음향파에서 발생하는 dB에 대한 

값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12]. 스택의 채널수, 공진기 내에서의 스택의 위치, 공급 전력에 따른 음압에 대한 결과 값을 주로 이루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dB뿐만 아니라 Hz 측정에서도 초점을 맞추어서 실험할 예정이다.

열음향파의 공진기에서 스택의 모양과 홀의 크기, 수량은 동일하게 한 후, Table 1과 같이 공진기의 길이와 전압을 변경하여 

실험하였다. 공진기의 외경은 24 mm, 내경은 20 mm로 고정하였으며, 길이는 100 mm, 125 mm, 150 mm로 변경하였으며, 스택

의 위치는 공진기의 막힌 부분부터 35 mm로 고정하였다. 제공하는 전압의 경우 4 V, 6 V로 실험하였다. Hz와 dB 측정은 G.R.A.S 

사의 Microphone을 사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AREVA의 01 dB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장비는 한쪽 끝이 

막혀 있는 공진기와 공진기 내부에서 단열 및 음향 임피던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택, 가열 부분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니크롬

선과 구리 테스트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택의 경우 Alantum 사의 NiFeCrAl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Cell Size는 1,200 µm이다. 

실험실의 온도는 16°C, 습도는 42%로 열음향파를 발생 및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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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공진기의 길이와 공급하는 전압에 따른 열음향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열음향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택의 길이는 14 mm로 고정하였으며, 스택의 앞면에 니크롬선으로 열선을 접촉시키고, 이를 Power supply와 연결한다. 스택

을 공진기의 막혀있는 위치에서 35 mm 떨어진 위치에서 위치시킨다. 이때, 측정기의 차단으로 인한 교란을 피하기 위해, 마이크

를 공진기 축에 일직선으로 정렬시키고[13], 공진기의 열려있는 위치에서 500 mm 떨어진 위치에서 Microphone을 위치시켜 Hz

와 dB을 측정한다. 공진기와 전압을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a) Thermo-acoustic wave schematic (b) Thermo-acoustic wave experiment equipment

Fig. 3. Thermo-acoustic wave schematic and experiment equipment

Table 1. Thermo-acoustic wave experiment variable

공진기 길이 공급 전압 스택의 위치

Case1 100 mm 4 V

35 mm

Case2 100 mm 6 V

Case3 125 mm 4 V

Case4 125 mm 6 V

Case5 150 mm 4 V

Case6 150 mm 6 V

3. 결과 및 고찰

3.1 공진기 길이에 따른 Hz와 dB

실험 결과, Fig.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열음향파가 발생하지 않을 때(Fig. 4(a))와, 열음향파가 발생할 때(Fig. 4(b), 4(c))의 

Hz와 dB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진기의 길이에 따른 Hz의 발생 구간 역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공진기의 길이가 

100 mm인 경우(Fig. 4(b))에는 주파수가 2곳(850 Hz, 2600 Hz)에서 발생하였으나, 공진기의 길이가 150 mm인 경우(Fig. 4(c))

에는 주파수 3곳(550 Hz, 1700 Hz, 2850 Hz)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열음향 현상으로 발생한 주파수가 공진기를 나

올 때, 공진기 내부 면에 반사되어 감쇠현상을 일으켜 주파수가 감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파수가 공진기 내부에서 반사되는 파장의 감쇠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에 사용한 공진

기의 경우 정상파로써 음압 마디가 개구부에 있고 음압 파복이 폐쇄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홀수 공진주파수를 발생시키는데, 이

는 식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길이 L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f는 감소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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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z and dB without thermal-acoustic 

wave

(b) Hz and dB values measured by a 100 

mm resonator

(c) Hz and dB values measured by a 150 

mm resonator 

Fig. 4. Hz and dB meseurements according to the resonator length

3.2 공급 전압에 따른 Hz와 dB

Fig.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4 V의 전압을 공급하였을 때(Fig. 5(a))와 6 V의 전압을 공급하였을 때(Fig. 5(b))의 주파수 발생 

구간(700 Hz, 2050 Hz 동일) 은 동일하나 dB의 차이(43.8 dB, 53.3 dB)가 나타났다. 열음향파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경우 공

급하는 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dB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입력 전압의 증가함에 따라 니크

롬선에 더 높은 온도가 발생하여 스택에 전‧후면에 더 높은 온도 구배를 발생시켜 더 높은 압력으로 소리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전압의 차이에 따라 dB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Hz and dB measurements value in 4 V (b) Hz and dB measurements value in 6 V

Fig. 5. Hz and dB measurements according to voltage

Table 2. Result of Thermo-acoustic wave experiment

구분
Test result

Case Resonator length Voltage

Case 1 100 mm 4 V
Hz: 850 Hz, 2600 Hz

dB: 54.2 dB (850 Hz), 21.0 dB (2600 Hz)

Case 2 100 mm 6 V
Hz: 850 Hz, 2600 Hz

dB: 53.0 dB (850 Hz), 22.8 dB (2500 Hz)

Case 3 125 mm 4 V
Hz: 700 Hz, 2050 Hz

dB: 43.8 dB (700 Hz), 6.6 dB (2050 Hz)

Case 4 125 mm 6 V
Hz: 700 Hz, 2050 Hz, 3400 Hz

dB: 53.3 dB (700 Hz), 18.4 dB (2050 Hz), 10.3 dB (3400 Hz)

Case 5 150 mm 4 V
Hz: 550 Hz, 1700 Hz, 2850 Hz

dB: 46.9 dB (550 Hz), 29.7 dB (1700 Hz), 15.0 dB (2850 Hz)

Case 6 150 mm 6 V
Hz: 550 Hz, 1700 Hz, 2850 Hz

dB: 54.8 dB (550 Hz), 24.8 dB (1700 Hz), 12.6 dB (28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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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음향파 실험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으며, 결과 값은 Table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공진기 길이와 전압에 따라 발생하는 Hz

를 입력하여 Fig. 6과 같이 추세선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하여 열음향파의 주파수와 공진기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하였으며, 관계

식은 다음 식 (5)와 같다. 각 공진기 길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입력함에 따라 관계식을 추론하였다.

     (5)

위의 결과를 통해 공진 길이에 따른 Hz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공기 중에서 물 분자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 2.65×103 Hz를 발생시

키기 위해서는 공진기의 길이가 약 91 mm 여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a) Hz trend line according to resonator length in 4 V (b) Hz trend line according to resonator length in 6 V

Fig. 6. Hz trend line according to resonator length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음향파의 주파수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진 길이에 따른 열음향파 실험 결과 열음향파에 주파수(Hz)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진기의 길이, 전압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였으며, 주파수와 공진기 사이의 관계식을 정립하였다.

실험식을 통해 특정 주파수를 내기 위한 공진기 길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물 분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2650 Hz의 주파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공진기의 길이는 약 91 mm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열음향파에 대한 연구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가

능하다. 따라서 향후 열음향파 주파수가 안개 소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파수 

발생을 위한 공진기의 두께, 재질, 공급 전류 등 본 실험 외의 적용 변수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안개를 소산하기 위한 열음향파 적용변수에 있어서 공진기 길이와 Stack 위치의 최적화를 통해 규

격화를 도출하고 체계적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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