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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el cells convert a fuel together with oxygen in a highly efficient electrochemical reaction to electricity and water. Since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in the fuel cell stack dose not generate any noise, Fuel cell systems are expected to operated much 

quieter than combustion engines. However, the tonal noise and the broad band noise caused by a centrifugal compressor and an 

electric motor cause which is required to feed the ambient air to the cathode of the fuel cell stack with high pressure. In this 

study, the multi-camber perforated muffler is used to reduce noise. We propose optimized muffler model using an axiomatic 

design method that optimizes the parameters of perforated muffler while keeping the volume of muffler minimized. 

 

 
1.서 론 

 

최근 환경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높은 관심과 의

식 변화 그리고 급격한 유가 상승은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였다. 이미 여러 자

동차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보다 진화된 형태의 하이

브리드 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를 양

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를 상용화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경우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

는 연료전지 스텍(stack) 그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

이 중심을 이루어 진행되어 온 까닭에 주변장치

(BOP, balance of plant)에 대한 연구 개발은 상대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감성공학적 측면에서 

진동과 소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용화 

준비 단계에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

미 많은 연구(12~14)에서 내연기관을 더 이상 사용하

지 않는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문제에 대한 현상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주변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모듈 중

에 하나인 공기 공급계에 위치한 원심형 블로워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실내 소음에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블로워의 방사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해 블로워 케이스 구조 변경 

및 마운트 최적화 설계에 관한 연구(9~11)가 수행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에 

 

 
 

Fig.1 Flow streams of a PEM fuel cel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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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하는 공기기인 소음과 블로워 내부로 방사

된 구조 기인 소음이 흡기관을 따라 전파되어 실내 

소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흡

기관 소음기 설계 변수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Munjal(1-2)과 Sullivan(3-5)에 의해 이론적 접

근과 실험적 검증이 이루어진 다공형 소음기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기능요구조건과 설계 변수 사

이에 관계를 정의하는데 용이한 공리적 설계 개념을 

적용하고 전달함수법과 유한요소법을 통해 관심 주

파수 영역에서의 소음저감 특성이 극대화 되도록 설

계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2. 블로워 소음 특성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원심형 블로워는 Fig.2 에서 볼 수 있듯이 소음 

발생 원인에 따라 구조기인 소음과 공기기인 

소음으로 분류된다. 베어링과 축 정렬 불량에 의한 

질량 불균형은 마운트와 블로워 케이스 표면의 

진동을 통해 구조기인 소음을 발생시키며, 고속으로 

회전 하는 블레이드와 유동 사이에 주기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톤 소음과 난류 유동에 의한 광대역 

소음은 공기기인 소음을 발생시킨다. 설계 변수 

최적화에 앞서 문제 소음 분석을 위해 블로워 소음 

특성 파악 실험을 수행하였고 가장 큰 소음을 

발생하는 회전수에서 Fig.3 와 같이 톤 소음이 주요 

소음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Fig.2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n air 

processing unit in the FCEV 

 
Fig.3 Centrifugal blower noise at 25000rpmr 

3. 소음기 음향 해석 

 

3.1 음향 해석 프로세스 

공리적 설계 개념에 기반하여 소음기 설계 변수와 

소음 저감 특성 사이에 관계를 해석적으로 살펴 

보았다. 음향 해석 프로세스는 Fig.4 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평면파 가정 아래 

에서 유효한 전달함수법을 사용하여 다공형 소음기 

의 기초 설계 변수 값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해석 조건에 맞추어 유한요소 모델 

을 생성하였고 앞서 얻은 전달함수법의 결과를 

검증하고 소음기 내부에서의 음향 전파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음향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LMS SYSNOISE 를 사용하였다.  

 

  
(a)                       (b) 

  
(c)                      (d) 

Fig.4 Acoustic analysis process (a) theoretical 

muffler parameter design (b) 3D modeling 

(c) meshing (d) finite element method 

 

3.2 전달함수법 

음향학 이론을 바탕으로 평면파 가정 아래 소음기 

를 식(1)와 같이 1 차원 강체 선형 모델 요소 T 의 

조합으로 표현 하는 전달함수법은 임피던스 특성 

차이를 이용하며, 소음기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 

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1~5)를 통해 

소음기 기본 요소들의 전달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리와 실험적인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하는 음향학적으로 길이가 긴 다공형 

소음기의 경우 Munjal(1-2)과 Sullivan(3-5)에 의해 

제안된 전달함수를 평면파 가정이 유효한 주파수 

구간 아래에서 소음 저감 특성 예측에 활용하였다.  

 

S T T T T S        (1) 

 

Fig.5 는 두 개의 챔버를 가진 다공형 소음기 모델 

의 설계 변수를 보여주며, Fig.6 는 직관 요소와 

다공형 요소의 전달함수 조합으로 식(2)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7 은 입구단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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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u 과 출구단 소음 p , u 사이에 관계를 식(3)와 

같이 하나의 소음기  전달함수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음기 요소 자체의 저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투과손실 계산은 

식(4)를 통해 소음기 성능 예측이 가능하다. 

 
p

ρ c u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p
ρ c u         (2) 

 

 
p

ρ c u
T T
T T

p
ρ c u         (3) 

 

 

20 | | 10    (4) 

 

 

 
 

Fig.5 The outline of a perforated muffler. 

 

 
 

Fig.6 A distinction of muffler elements. 

 

 
 

Fig.7 Acoustical field for a perforated muffler. 

3.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음향 해석 

앞서 전달함수법을 통해 얻은 음향 해석 결과를 

검증하고 소음기 내부에서의 음향 전파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음향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LMS SYSNOISE 를 사용하였고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1) 소음기 모델링 

하나의 파장을 표현하는데 최소 6 개 Node 가 

필요하다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관심 주파수 영역인 

0~5000Hz 에 맞추어 사면체 요소의 길이를 약 

7~10mm 범위에서 결정 하였고 프로그램 상에서 

Fmaximum 기능을 사용하여 신뢰도에 따른 주파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80% 범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해석용 소음기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였다. 

 

2) 경계조건 

단단한 소음기 내벽은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 값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5)와 같이 역수 

값인 어드미턴스가 0 이 되도록 경계조건을 설정 

하였다. 

Admintance  
Z
            (5) 

 

출구단을 통해 외부로 방사될 때 임피던스는 

식(6)을 사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출구단에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Z 0.24 ka j · 0.56ka · ρ c     (6) 

 

입력 소음은 블로워 입구단에서 측정한 소음을 

1Hz 간격으로 실수와 허수값으로 테이블 파일을 

생성하고 소음기 입구 압력 값으로 설정하였다. 

 

3) 해석방법 

관심 주파수 영역인 0~5000Hz 에서 25Hz 간격 

으로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중요 구간에 

대해서 5Hz 간격으로 음향 해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소음기 성능 평가는 입구단과 출구단에서 음압을 

추출하여 투과손실(TL) 값을 계산하였다. 

 

 
Fig.8 Boundary Conditions of Acou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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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기 설계 변수 최적화 

 

소음기 구조와 관련된 설계 변수의 최적화를 통해 

흡기관 소음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내부 

구조에 대한 설계 변수 값의 변화는 내부 반사 특성 

에 영향을 주며 소음기 요소의 임피던스 중에 허수 

값인 리액턴스의 변화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구조적 특성만을 이용하여 제한된 조건 

속에서 소음 저감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흡음재와 유속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복수의 기능 요구 조건과 

설계 변수 사이에 관계를 정의하는데 용이한 공리적 

설계 개념(18)을 일부 활용하였다. 실험과 해석을 

통해 주요 설계 변수와 소음 저감 특성 사이에 

기여도를 간단하게 식(7)와 같이 행렬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설계 변수 사이에 연성 관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변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9 Axiomatic Design Concept. 

 

4.1 주요 설계 변수 선정 

연료전지 흡기관 소음기 설계시 요구되는 주요 

기능 조건은 흡기관을 통해 전파되는 소음을 저감 

하면서 유동 저항을 최소화해야 하며 협소한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작은 체적을 가져야 한다. 

실험 및 해석 결과를 기초로 공리적 설계 개념 측면 

에서 기능 요구 조건과 설계 변수 사이에 다음 과 

같은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FR
FR
FR
FR
FR

 

X O
O X

O O
O O

O O
O X
O O

O X
X O
X O

 

DP
DP
DP
DP

        (7) 

 

FR1 : 1250Hz (narrow band noise) 

FR2 : 3750Hz (blade passing frequency) 

FR3 : broad band noise 

FR4 : minimize flow resistivity 

FR5 : minimize volume 

 

DP1 : expansion muffler 

DP2 : helmholtz resonator 

DP3 : side branch 

DP4 : absorbing material 

 
Fig.10 A perforated resonator’s characteristics. 

 

주어진 문제 소음에 대해 네 가지 변수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음향학적으로 길이가 긴 

형태의 경우 Fig.10 에서 볼 수 있듯이 팽창형 요소 

DP1 과 공명형 요소 DP2 가 공극률에 따라 조합되어 

나타난다. 블로워 내부 유동 난류에 의해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 FR3 의 경우에는 흡음재 DP4 가 매우 

효과적이다. 흡기관 소음 저감에 사이드 브랜치 

타입의 소음기 DP3 또한 많이 사용이 되나 본 

연구에서는 다공형 소음기를 이용한 소음 저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설계 변수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흡기관에 설치 

하는 것을 고려하면 문제 소음의 주파수 영역 

이외에 유동 저항성 FR4 과 소음기 크기 최소화 FR5 

또한 중요한 문제이며, 다공형 소음기의 설계 변수 

의 선택 범위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FR4 와 FR5 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관한 FR1 와 FR2 을 극대화해야 한다. 

 

4.2 주파수 응답 평가 

소음기 성능 평가를 위해 관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 50Hz 범위 내에서 주파수와 데시벨(dB)을 곱한 

면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물리량 평가가 이루어 지는 

면적 최대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소음 저감 

특성 파악 및 기여도 분석이 가능하다.  

 

find : muffler design parameters 

to maximize Area  x df  (Hz∙dB) 

 

 
Fig.11 Frequency Respons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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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 변수 최적화 과정 

(1) 소음기의 길이 

음향학적으로 길이가 긴 형태의 다공형 소음기는 

저주파 영역에서 팽창형 요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 요구 조건과 설계 변수 사이에 관계는 

식(8)와 같다. 중심 주파수 FR11 은 소음기 길이 

DP11 에 따라 변화하며, DP12 와 DP13 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팽창비의 의미로서 소음 저감량 FR12 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소음기 설치 

공간의 제약 및 소음기 단품의 경량화를 고려하여 

원하는 소음 저감 특성을 가지면서 최소한의 크기와 

무게를 가지도록 요구된다. 

 

 
 

Fig.12 The outline of a expansion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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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DP
DP
DP

       (8) 

 

FR11 : resonance frequency (1250Hz) 

FR12 : transmission loss 

FR13 : minimize volume 

 

DP11 : muffler length 

DP12 : inner diameter 

DP13 : outer diameter 

DP14 : internal wall 

 

find : optimized muffler length 

to minimize 1250Hz 

 

  
0 Hz                 1769 Hz 

  
2893 Hz               3761 Hz 

Fig.13 Acoustic mode shape of expansion muffler 

문제가 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1250Hz 와 

3750Hz 이다. Fig.14 은 소음기 길이 DP11 의 변화에 

따른 투과 손실을 전달함수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문제 소음이 모두 저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소음기 길이 DP11 의 조절을 

통해 소음 저감이 가능한 영역은 1250Hz 뿐이다. 

이는 Fig.13 에서 볼 수 있는 소음기의 음향 모드가 

음향 전파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파이프 

요소들의 조합된 형태로서 흡기관 직경 72mm, 

팽창관 직경 116mm 와 연관된 음향 모드의 첫 번째 

모드가 약 1700Hz 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3750Hz 에 대한 소음 저감은 다소 힘들다. 

 

λ
/

H
0.272m  λ

. 0.068m  (9) 

 

팽창형 요소는 관심 주파수 1250Hz 의 1/4 파장 

길이 또는 홀수 배에서 최대 소음 저감 특성을 

가지며, 식(9)의 홀수 배에 해당하는 204mm 를 

소음기 길이 DP11 로 선택하였다. Fig.15 는 소음기 

길이 변화에 따라 1250Hz 에서의 소음 저감량의 

크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a) DP11: 160mm 

 
(b) DP11: 204mm 

 
(c) DP11: 240mm 

Fig.14 Parameters of muffler length 

 
Fig.15 Area of TL at 12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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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격벽 설치 

소음기 내부에 격벽 설치는 식(10)의 임피던스 

중에 허수 성분인 리액턴스 값에 영향을 주며, 내부 

반사 특성과 소음 저감 성능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즉, 격벽이 없는 팽창형 소음기의 경우 식(11)와 

같이 소음기 길이 L 에 대한 반사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격벽에 의해 소음기 길이 L 이 n 등분 된 

경우에는 식(12)의 반사 특성이 추가적으로 

리액턴스 값에 추가 되어 소음저감 특성에 변화가 

발생한다. Fig.16 는 투과손실 곡선의 산을 기준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며, 하나의 

격벽을 가지는 경우 1250Hz 에서의 투과 손실이 

Fig.17 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값을 가진다. 

 

Z Resitance i · Reactance        (10) 

  

ζ j · Y cot k · L             (11) 

 

ζ j · Y cot k · 1 n⁄ · L          (12) 

 

find : the number of an internal wall 

to maximize the transmission loss 

 

 
(a) Partition one 

 
(b) Partition two 

 
(c) Partition three 

Fig.16 Effects of a partition 

 
Fig.17 Area of TL at 1250Hz 

(3) 공극관의 크기와 수 

상대적으로 고주파 영역에서 지배적인 공명형 

요소는 공극관의 체적 크기와 개수에 의해서 소음 

저감 특성이 결정되며, 식(13), 식(14)와 같은 변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심 주파수 FR21 은 공극관 

체적을 결정하는 공극관 지름 DP21 과 두께 DP22 

그리고 홀의 개수 DP23 에 따라 변화하며, 공극관 뒷 

부분의 팽창관 두께 DP24 는 소음 저감량 FR21 와 

연관된다. Fig.19 는 팽창형 요소와 공명형 요소가 

서로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소음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극률에 따라 두 요소의 조합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운데 

주파수 영역의 경우 음향모드에 의해 다소 불규칙한 

형태의 소음 저감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20~21 

는 공극률이 증가함에 따라 1250Hz 에서의 소음 

저감 특성은 다소 감소하나 3750Hz 에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속의 유동이 존재 

하는 경우 큰 공극률은 저항으로 작용하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극률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Fig.18 The outline of a perforated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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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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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R21 : resonance frequency (3750Hz) 

FR22 : transmission loss 

 

DP21 : hole diameter 

DP22 : thickness 

DP23 : hole number 

DP24 : chamber size 

 

find : porosity, thickness, chamber size 

to minimize 37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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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P21 : 8mm (σ=6.54%) 

 
(b) DP21: 10mm (σ=10.21%) 

 
(c) DP21: 12mm (σ=14.71%) 

 
(d) DP21: 14mm (σ=20.12%) 

 
(e) DP21: 16mm (σ=26.14%) 

Fig.19 Effects of a hole diameter DP21 

 
Fig.20 Area of TL at 1250Hz 

 
Fig.21 Area of TL at 3750Hz 

5. 소음기 성능 측정 및 평가 

  
5.1 실험 장치 구성 

음향 해석을 통해 살펴본 다공형 소음기의 소음 

저감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Fig.23 과 같이 

가공이 용이한 아크릴을 사용하여 단순한 형태의 

시험용 소음기 모델을 제작하였다. 재료 강도상의 

문제로 5mm 두께의 아크릴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기존에 제작된 소음기의 경우 두께 2~3mm 의 

알루미늄 합금 판재를 사용하였기에 공극관 요소의 

체적이 동일하여도 두 모델 사이에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따라서 소음 저감 성능의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소음기 구조 변화에 따른 소음 저감 

특성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험에 

사용된 아크릴 소음기는 길이 204mm 에 하나의 

격벽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 정도의 공극률과 

20mm 의 팽창관을 가지고 있다.  

소음기 성능 평가를 위해 Fig.18 과 같이 양 

끝단에 B&K 4189 1/2”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LMS SCADAS Mobile 

SCM-05 와 LMS Test.Lab 을 사용하였다. 실험 

여건상 원심형 블로워를 직접 연결하여 성능 평가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 소음            

특성 파악 실험 중 원심형 블로워 입구단 바로 앞에 

설치된 마이크로폰에서 측정한 소음을 소음기 

입구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입력하였다.  

 

 
 

Fig.22 Experimental set-up 

 

 

 
 

Fig.23 Photography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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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 Transmission loss of the optimized muffler 

 
Fig.25 Transmission loss at 1250Hz 

 
Fig.26 Transmission loss at 3750Hz 

 

5.2 측정 결과 

Fig.24 는 시험용 아크릴 소음기의 입구단과 출구 

단에서 측정한 음압을 아래 식(15)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로서 소음기의 투과 손실을 의미한다. 

 

TL SPL SPL 20log   (15) 

 

위 결과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팽창형 요소의 특성이 지배적인 저주파 영역에서 

가운데 설치된 격벽에 의해 투과 손실 곡선의 두 

번째 산이 위치한 1250Hz 에서 약 40dB 의 소음 

저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명형 요소의 특성이 

지배적인 고주파 영역에서 약 35dB 정도의 소음 

저감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간 영역에서는 

공극률에 따라 변화하며 음향 모드 현상에 의해 

평면파 가정이 성립이 되지 않아 불규칙한 형태의 

소음저감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25~26 는 관심 

주파수 영역인 1250Hz 와 3750Hz 에서의 소음 

저감 특성을 비교하였다. 1~4 번은 기존에 제작된 

소음기이며, 5 번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음기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설계변수 최적화를 통해 

소음기 크기는 작아졌지만 소음 저감 성능은 향상 

되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 실내 소음의 주요 

소음원으로 작용하는 원심형 터보 블로워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흡기관 소음기의 설계 변수 최적화를 

수행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음향학적으로 

길이가 긴 형태의 다공형 소음기에서 주파수 영역별 

소음기 요소의 기여도 관계를 공리적 설계 개념 

측면에서 정의하였고 팽창형 요소와 공명형 요소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가 되는 1250Hz 와 3750Hz 의 

소음 저감 특성을 기존의 소음기에 비해 약 10dB 

정도 개선하였다. 앞으로 흡음재 및 흡기관 내부 

공기 유동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설계변수의 기여도 관계 파악을 통해 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면서 우수한 소음 저감 성능을 가지는 

다공형 소음기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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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승용연료전지차량 N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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