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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기술과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 있다. 최근 가전 업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제품의 

소음도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특히 실내에 위치하여 주거

환경을 유해하는 냉장고 소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냉장고의 소음원은 크게 냉동실과 냉장실의 팬(Fan) 모듈 

및 기계실의 쿨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팬 소음과 기계실의 

압축기(Compressor)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냉매의 

흐름으로 인한 냉매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냉매소음을 제외한 4가지의 음향소음원에 대하여 인텐시티

(Intensity) 측정법을 이용하여 음향 파워를 계산하고, 진동

해석프로그램인 MSC.Nastran의 구조-유체 연성해석(Vibro 

-Acoustic Couple)과 음향해석프로그램인 LMS.Sysnoise

을 활용하여, 음향소음원에 대한 냉장고의 대략적인 거동과 

방사소음을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음향소음원의 측정

2.1 음향파워 측정법

  음향소음원에 대한 음향파워 측정법에는 크게 소리의 반

사가 없는 무향실에서 일정 거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마이

크를 이용하여 파워를 계산하는 자유 음장법과 잔향실 벽면

에 위치한 마이크의 정상상태 음압과 흡음률로부터 파워를 

계산하는 확산 음장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외, 실험 장소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음향 인텐시티(Sound Intensity) 측

정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음원의 음향파워 규명에 대

하여 인텐시티 측정법을 이용했고, FFT계측기와 쌍둥이 마

이크로폰, 격자(Mesh) 구조물을 실험장비로 사용했다. 

  인텐시티는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벡터양으로 식(1)과 같

이 음압과 속도 곱의 시간평균을 의미하고, 시간영역의 인

텐시티 계산식(1)을 주파수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아래의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            (1)

       ∆


            (2)

  여기서 는 인텐시티, 는 총시간, 는 음압, 는 입자

속도, 는 공기밀도, 는 주파수, ∆는 두 microphone 

사이의 간격, 그리고  는 두 microphone에서 측정

된 음압신호의 Cross-Spectrum을 의미한다. 이렇게 측정

된 인텐시티 값은 식(3)에 따라 음향소음원의 파워를 도출

하는데 이용된다.

 ·                 (3)

 

  음향파워 는 위 식과 같이 폐곡면에 대한 와  곱의 

면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면적요소 에 수직

인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2.2 음향소음원의 파워측정결과

  냉장고의 음향소음원에 대한 인텐시티 계측은 가청주파수 

(20Hz~20kHz)범위에서 1/3 Octave-Band로 측정하였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무향실(차단주파수는 350Hz)

에서 시행했다. Fig.1~Fig.4는 냉동실 및 냉장실 팬(F-Fan 

/R-Fan), 기계실의 쿨링팬(C-Fan), 그리고 압축기(Comp)

의 음향파워를 dBA로 나타낸 것이다.

Fig.1 PWL of F-Fan Fig.2 PWL of R-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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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PWL of C-Fan Fig.4 PWL of Comp

3. 방사소음해석

3.1 구조-유체 연성해석의 주파수응답함수

  일반적으로 구조진동에서의 FRF는 힘에 대한 변위/속도/

가속도 응답(Receptance/Mobility/Accelerance)으로 나타

내고, 음향에서의 FRF는 volume velocity()에 대한 

pressure()의 형태로 나타낸다. 냉장고 내부의 음향소음원

의 경우 Fig.1~Fig.4의 결과와 같이 작동상태에서 음향파워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향소음원에 대한 냉장고의 구조 

응답을 예측하려면 구조-유체의 연성해석이 필요하다. 

  구조-유체 연성해석에서 FRF는 volume acceleration

()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변위/속도/가속도)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는 음향소음원을 point source로 가정했을 때의 

source strength로 다음과 같다. 

∴
 



                 (4)

  위 식에서 는 음향파워, 는 주파수, 는 공기밀도, 

는 공기의 입자속도를 의미한다.

  MSC.Nastran에서는 source strength를 식(4)와 동일한 

식을 가지는 ACSRCE 함수로 입력이 가능하다. ACSRCE의 

Field에는 유체노드에 한하여 음향소스의 크기와 위치를 지

정하는 SLOAD(or DAREA)의 ID, 주파수 별 파워 데이터

가 입력되는 TABLEDi의 ID, 그 외 유체의 밀도와 bulk 

modulus값이 필요하다. 구조와 유체사이의 상호관계가 발

생하는 경계(wet surface)의 지정에는 ACMODL 함수가 

사용되며, 이러한 구조-유체 연성해석 함수를 이용하면 음

향소음원에 대한 냉장고의 구조응답해석이 가능하다.

3.2 구조-유체 연성해석 및 방사소음해석

Fig.5 FEM/BEM model of refrigerator

  Fig.5는 진동/소음 해석에 필요한 냉장고의 FEM과 BEM

모델이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3.1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Fig.1~Fig.4의 주파수별 음향파워를 MSC.Nastran에 입력

시켜, Fig.6과 같은 냉장고 벽면 임의의 세 지점에서의 가

속도 결과 그래프를 얻었다.

  이후, 위의 구조-유체 연성해석으로 얻은 벽면의 가속도 

데이터를 input으로 하여 냉장고의 외부 방사소음을 LMS. 

Sysnoise에서 예측해 보았다. 해석은 Direct-BEM을 이용

했으며, 바닥면에는 완전 반사조건(symmetry plane)을 경

계조건으로 설정해 주었다. Fig.7은 냉장고 뒷면, 지상 1m 

지점의 field point에서 얻은 음압(SPL)결과이다. 

Fig.6 Acceleration spectrum at wall 

Fig.7 SPL at field point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냉장고의 음향소음원에 대한 실험적 파워 

측정과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냉장고의 거동과 방사소음을 

전산해석프로그램 MSC.Nastran과 LMS.Sysnoise으로 예

측해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 프로세스는 냉

장고만이 아니라 음향소음원을 가진 다른 가전제품의 소음

/진동해석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더 나아가 

냉장고 세트의 작동상태에서 실험적으로 얻은 벽면의 가속

도 데이터, 혹은 마이크로폰으로 얻은 음압 결과와 비교자

료로 활용하여, 특정주파수에서의 냉장고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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