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적난류합성모델을 이용한 원심홴 내부 광대역 소음 예측

Prediction of internal broadband noise of a centrifugal fan using stochastic 
turbulent synthetic model

허  승* ․김대환* ․정철웅*†․김태훈**
Seung Heo, Daehwan Kim, Cheolung Cheong and Tae-Hoon Kim

Key Words : broadband noise(광대역 소음), CFD(전산유체역학), centrifugal fan(원심홴), stochastic turbulent 
synthetic technique(난류합성모델), refrigerator(냉장고)

ABSTRACT

The internal broadband noise of a centrifugal fan in a household refrigerator is predicted by using 
hybrid CAA technique based on stochastic turbulent synthetic model. First, the unsteady flow field 
around the centrifugal fan is predicted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ethod. Then, the 
turbulent flow field is synthesized by applying the stochastic turbulent synthetic technique to the pre-
dicted flow field. The aerodynamic noise sources of the centrifugal fan are modeled on a basis of 
the synthesized turbulent field. Finally, the broadband noise of the centrifugal fan is predicted using 
Boundary Element Method (BEM) and the modeled sources. The predicted result i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t is found that the predicted result closely follows the experimental data.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designing low-noise fans without expensive 
computational cost required generally for the LES and DNS simulations to resolve the turbulence 
flow field responsible for the broadband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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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전제품 중 냉장고는 그 특성상 24 시간 작동하

므로 다른 가전제품의 소음에 비해 사람들이 민감하

게 반응한다. 따라서, 냉장고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

해 냉장고의 주요한 소음원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

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냉장고 제조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냉장고의 주요

한 소음원은 압축기와 홴이다. 특히 홴은 냉기를 냉

장실과 냉동실에 공급하거나, 압축기와 응축기를 냉

각시키거나, 또는 외부 디스펜서에서 얼음을 만들기 

위한 냉기를 공급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된

다. 그러므로, 저소음 홴을 개발하는 기술이 저소음 

냉장고를 실현하는 데 가장 주요한 기술이다.  

홴 소음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에 따라 순음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순음소음은 

주로 블레이드-통과-주파수 (Blade-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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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AD data for target centrifugal 
fan system: (a) system of the centrifugal fan 
and its duct and (b) centrifugal fan unit 

Frequency, BPF) 소음으로 이루어고 그 발생 메

커니즘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어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광범한 연구를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냉장고용 홴 소음에 국한

된 연구만 언급하면, Lee 등(1,2)은 전산유체역학의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방정식을 기초로 한 복합 CAA(Computational 

AeroAcoustics) 방법을 이용하여 가정용 냉장고

에 사용되는 축류홴과 원심홴의 BPF 내부 소음을 

각각 예측하였다. 개발된 복합방법을 이용하여 Heo 

등(3)은 저소음 냉장고 얼음제조용 원심홴을 개발하

였다. 

홴의 순음소음의 경우 이와 같은 많은 기존 연구

를 통하여 발생 메커니즘의 명확한 이해에 기초로 

많은 소음 저감을 달성하였다. 추가적인 홴소음의 

저감을 위해서는 광대역 소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하지만 광대역 소음의 경우 그 발생 메커니즘의 

복잡성과 더불어 해석방법의 어려움에 따라 저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합 CAA 방법의 기반

이 되는 전산유체역학의 RANS 방정식은 순음 소

음원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광대역 소음원을 예측할 

수는 없다. 특히 홴 내부 광대역 소음의 경우 주요

한 광대역 소음원인 난류성분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

여 LES나 DNS 기반 유동해석이 필요하나 이는 엄

청난 수치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산업현장에서 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장고 얼음제조용 원심홴의 내부 

광대역 소음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한다.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예측한 유동장내에서 

광대역 소음의 주요한 소음원으로 인식되는 난류를 

난류합성모델을 이용하여 합성하고, 합성된 난류 유

동장에 Lee 등(2)에 의해 고안된 복합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원심홴의 내부 광대역 소음을 예

측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홴은 그림 1에 나타내었

으며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위한 실험자료의 비교를 

위하여 Heo 등(3)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홴과 동

일한 홴으로 선정하였다.   
 

2. 복합방법

2.1 유동장 예측
원심홴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원심홴 주위의 유동장 예측이 필

수적이다. 본 연구에는 원심홴 주위의 유동장을 예

측하기 위해 상용 CFD 프로그램인 STAR-CDTM 

을 사용하여 식 (1)-(3)의 RANS 방정식을 해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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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 방정식의 난류성분을 묘사하기 위해 high 

Reynolds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위 

식 (1)-(3) 지배방정식을 사면체격자를 이용하여 

공간 이산화 하였고, 유한체적법을 이용하여 해석하

였다.  

2.2 소음원 모델링
내부 비정상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은 사극

자 음원과 이극자 음원을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

다(4). 내부 유동장으로부터 유도된 음원과 그 음원

의 전파에 관한 지배 방정식은 Lighthill 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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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ketch of geometry for the Fourier 
mode : φ, θ, α, and σ

(5)과 Curle 의 확장된 상사법(6)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홴에 의한 유동 소음은 홴 날개깃 위의 압력변동

에 따른 이극자 소음원이 지배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이후 소음 예측과정에

서 적용하는 경계요소법 (Boundary Element 

Method) 의 경계 조건 적용을 통해 대체 할 수 있

다. 이는 Cheong 등(7) 에 의해 정의된 근사화된 

Lighthill 응력텐서를 이용하여 홴 유동 소음을 모

델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Velarde-Suárez 등(8) 은 원심홴의 주된 소음

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Volute tongue 영역을 포함하는 30° 너비의 

Cut-off 영역이 주된 소음원 영역임을 제시하였다. 

Lee 등(2)과 Heo 등(3)은 Volute tongue 영역을 

포함하는 30° 너비의 영역을 소음원 영역으로 고려

하고 복합방법을 적용하여 원심홴 내부 순음 소음을 

예측하였고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냄

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Volute tongue 영역을 포함하는 30° 너비의 영역

을 주된 소음원 영역으로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광대역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광

대역 소음원이 되는 난류속도장에 대한 시간-공간 

영역에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다음 3절에서 기

술하는 난류합성모델을 이용하여 RANS 방정식을 

만족하는 평균유동장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인 성질

을 만족하는 난류속도장을 재생하여 광대역 소음원

에 대한 기초정보로 활용한다.   

2.3 소음 예측
원심홴에 의해 생성되는 유동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심홴을 둘러싼 유로의 벽면과 음원사이

의 상호작용과 음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식 (4)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유로의 벽

면에서의 수직 속도 성분이 ‘0’ 이어야 한다는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방정식

은 Green 함수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Green 함수를 수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상용프로

그램인 SYSNOISETM 의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였다. 

3. 난류합성모델

3.1 공간적 난류 합성

공간상의 난류 속도장은 Kraichnan 등(9)과 

Karweit 등(10,11)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파수에 따라 이산화된 

Fourier 모드를 합성함으로써 난류 유동장을 합성

한다. 본 연구에서는 Bechara 등(12), Bailly 등(13), 

그리고 Bauer 등(14)의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 공간

적·시간적 난류 유동장을 합성하였다.

유동장 내의 난류가 균질하고 등방성이며 유동의 

대류 속도에 고정(frozen)되어 있다면, 3 차원 난

류 속도장은 다음과 같이 Fourier 모드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6)

위의 식 (6)을 N 개의 모드를 이용하여 이산화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      (7)

식 (7)에서, ūtn, ψn, σn 은 각각 파수벡터의 n 

번째 모드의 크기, 위상, 방향을 나타낸다. 또한 난

류 유동장이 비압축성이면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  
  


sin ∙  ∙   (8)

이는 kn과 σn 이 서로 수직관계에 있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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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합성된 난류 유동장의 등방성과 균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률밀도함수를 만

족해야 한다. (그림 2 참조)

      


          (9)

   


             (10)

   

           (11)

난류 유동장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Fourier 모드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RANS 방

정식과 high Reynolds k-ε 난류모델로부터 예측

한 유동장의 난류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12)

균질성과 등방성의 특성을 가지는 난류는 3차원 

에너지 스펙트럼을 정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진다. 




∞

              (13)




∞

              (14)

3 차원 에너지 스펙트럼은 modified Von 

karman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15)

 연속한 난류 에너지 스펙트럼을 N개의 일정한 

파수벡터의 Fourier 모드로 분할하면 파수에 따라 

에너지의 분포가 다르므로 물리적 현상을 적절히 묘

사할 수 없다. 따라서 로그분포를 가지는 파수벡터

의 Fourier 모드로 분할하여 난류 에너지가 생성되

는 작은 파수에서 더욱 조밀하게 분할하였다. 

  exp  log   ∆      (16)

3.2 시간상 난류 합성
난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평균 유동에 의한 

대류와 난류의 특성 주파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평균 유동에 의한 대류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난류 유동장에 대한 지배방정식이 적용된다. 

   
  


cos ∙      (17)

다음으로 난류의 특성 주파수를 고려하기 위해 

각 Fourier 모드에 대한 특성 주파수를 결정하고 

나면, 난류 유동장의 속도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해야만 한다. 

   
  


cos ∙     (18)

3.3 합성된 유동장의 소음원 모델링
합성된 난류 유동장으로부터 소음원을 모델링하

기 위해, 등방성 유동에 관한 Euler 방정식을 고려

하였다. 비압축성 유동의 경우, 소음원은 운동량 보

존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Euler 방정식의 운동량 

보존을 고려하였다. 




 


 




       (19)

변수 u 는 시간평균값(u0)과 변동값(u')으로 나눌 

수 있다. 식 (19)에 밀도 ρ를 곱하고 평균값과 변동

값으로 분리하여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

다. 



′


′
′


′




′




′

′
′



′

′

′
′
′′


′′

′


        (20)

변수의 변동값에 선형항들만 고려하고 시간에 대

한 평균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

다. 












′′
′

  (21)

식 (21)를 이용하면 소음원 항을 포함하는 Euler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
′




′








′

′
′

                              (22)

식 (22)의 오른쪽 항을 광대역 소음원으로 고려

한다. 

4. 광대역 소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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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noise 
measurement

4.1 원심홴 시스템을 이용한 소음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예측방법의 유효성을 검증

하이 위하여 대상 냉장고 얼음제조용 원심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다. 소음 측정 실험은 

반-무향실에서 수행하였으며, 반-무향실의 컷-오프 

주파수는 125 Hz 배경 소음은 16 dBA 이다. 

Fig. 3은 원심홴의 소음 측정을 위해 설치된 대상 

원심홴 시스템과 마이크로폰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

타낸다. 원심홴의 중심은 바닥으로부터 0.45 m 떨

어져 있으며, 마이크로폰은 원심홴 중심으로부터 

1.2 m 떨어져 있다.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45 m 로 원심홴 중심의 높이와 같다.  

4.2 광대역 소음 예측
3절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대상과 동

일한 원심홴에 대하여 광대역 소음을 예측하였다. 

예측 위치는 소음 측정 위치와 일치시켰다. 제시한 

방법의 광대역 소음에 대한 예측의 유효성을 나타내

기 위하여 실험값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을 이용

한 순음소음을 예측 결과도 함께 Fig. 4에서 비교

하였다. 복합방법을 이용한 광대역 소음 예측은 첫 

번째 BPF (Blade Passing Frequency) 소음과 

두 번째 BPF 소음에서 소음 측정값과 잘 일치한다. 

그러나, 세 번째 BPF 소음 이후부터는 소음 측정

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복합 

CAA방법에 이용하였던 RANS 방정식 자체가 평균

유동장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광대역소음에 필요

한 random 난류속도장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소음 

예측은 넓은 주파수범위에서 측정값과 비교적 잘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ANS 방정식

을 이용하여 예측된 평균 난류 유동장에 난류합성모

델을 적용하여 기존의 복합방법에서 묘사하지 못했

던 난류 속도장을 합성하여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Fig. 4. Comparison of the noise predictions 
using the current method with the measurements 
and those using the conventional hybrid CAA 
method. 

5. 결  론

원심홴의 내부 광대역 소음을 효율적으로 예측하

기 위한 수치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은 4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RANS 방정

식을 수치적 기법을 통하여 해석함으로써 회전하는 

홴 주위의 유동장을 예측한다. 그리고 통계적 난류 

합성법을 예측된 유동장에 적용하여 난류의 무작위

한 움직임을 묘사한다. 합성된 난류 유동장으로부터 

음향상사법을 적용하여 소음원을 모델링한다. 마지

막으로 모델링된 소음원과 경계요소법을 결합하여 

원심홴의 내부 광대역 소음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치적 방법을 냉장고 얼음

제조용 원심홴의 내부 광대역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기존의 순음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복합 

CAA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한 예측 

값을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복합방법은 고주파수에

서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넓은 주파수범위에서 측정값과 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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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현재 유동기인 광대역 소음원 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주파수까지의 유동 해상도를 가지는 유

도해석기법 즉 LES나 DNS방법을 필요로 한다. 하

지만 LES나 DNS의 경우 산업체에서 관심있는 대

상을 해석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치비용이 너무 과다

하여 산업체에서 적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관련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과 쉽게 연계할 수 있고, 또

한 계산 시간도 제품 개발단계 사이클을 맞출 수 있

을 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홴의 광대역 소음을 분석하고 저소음 제품을 개발하

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

사업임(No.2011-0004938)

참 고 문 헌

(1) Lee, S., Heo, S., Cheong, C., Kim, S., and 
Seo, M-Y., 2009, Computation of Internal BPF Noise 
of Axial Circulating Fan in Refrigerators, KSNVE, 
Vol19, No 5, pp. 454~461.

(2) Lee, S., Heo, S., and Cheong, C., 2010, The 
prediction and reduction of the internal 
blade-passing-frequency noise of the centrifugal fan in 
a refriger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or, 
Vol33, pp. 225~232.

(3)Heo, S., Cheong, C., and Kim, T-H., 2011, 
Development of low-noise centrifugal fans for a 
refrigarator using inclined s-shaped trailing 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or, In Press.

(4)Ryu, J. W., Cheong, C., Kim, S. T. and Lee, S. 
G., 2005, Computational of Internal Aerodynamic 
noise from a Quick-opening Throttle Valve Using 
Frequency-domain Acoustic Analogy, Applied 
Acoustic, Vol. 66, pp. 1278~1308.

(5)Lighthill, M. J., 1952, On sound generated 
aerodynamically, I. general theory, Proc. Roy. Soc, 

211A, pp. 564~587.
(6)Curle, N., 1955, The incluence of solid 

boundaryies on aerodynamic sound, Proc. Roy. Soc, 
231A, pp. 505~514.

(7)Cheong, C., Joseph, P., Park, Y., and Lee, S., 
2008, computation of aeolian tone from a circular 
cylinder using source models, Applied Acoustic, Vol. 
69, pp. 110~126.

(7)Cheong, C., Joseph, P., Park, Y., and Lee, S., 
2008, computation of aeolian tone from a circular 
cylinder using source models, Applied Acoustic, Vol. 
69, pp. 110~126.

(8)Velarde-Suárez, S., and Ballesteros-Tahadura, R., 
2006,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the tonal noise 
sources in a centrifugal fa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295, pp. 782~796.

(9)Kraichnan, R. H., 1970, Diffusion by a Random 
Velocity Field, The physics of Fluids, Vol. 13, No. 1 
pp. 22~31.

(10)Karweit, M., Blanc-Benon, P., Juvé, D., and 
Comte-Bellot, G., 1988, Simulation of the 
Propagation of an Acoustic Wave Through a 
Turbulent Velocity Field, 17th International Union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pp. 21~27.

(11)Karweit, M., Blanc-Benon, P., Juvé, D., and 
Comte-Bellot, G., 1991, Simulation of the 
Propagation of an Acoustic Wave Through a 
Turbulent Velocity Field : A Study of Phase 
Varianc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 89, No. 1, pp. 52~62.

(12)Béchara, W., Bailly, C., and Lafon, P., 1994, 
Stochastic approach to noise modeling for free 
turbulent flows, AIAA Journal, Vol. 31, No. 3, pp. 
445~463.

(13)Bailly, C., Lafon, P., and Candel, S., 1996, 
Computation of noise generation and propagation for 
free and confined turbulent flow, AIAA conference.

(14)Bauer, M., Zeibig, A., and Költzsch, P., 2006, 
Application of the SNGR-model to compute trailing 
edge noise, Reasearch report, Institute of Acoustics 
and Speech Communication.

6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