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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complex structure of inlet and outlet flows, the performance of centrifugal fans used 
in a household refrigerator is affected by many parameters of duct system surrounding the fans.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of a centrifugal fan is numerically analysed according to shapes of inlet 
bell-mouth.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centrifugal fan, some design parameters are selected for 
comparison. On a basis of these comparison, optimum shape of inlet bell-mouth is proposed to max-
imise the flow rate of the fan. 

1) 

1. 서  론

최근 냉장고의 고효율, 저소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냉장고의 내부 및 덕트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게 되었다. 복잡한 내부 덕트 구조는 

높은 압력손실을 이겨낼 수 있는 원심홴의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원심홴의 고효율, 
저소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하지만, 냉장고의 경우 구조적 한계로 인해 통상

적으로 사용되는 원심홴의 입구와는 달리 복잡한 입

구 유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

은 원심홴 자체의 고효율, 저소음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주어진 원심홴에 대하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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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2).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저소음 

원심홴(3)에 대하여 원심홴에 최적화 된 입구유로 벨

마우스 형상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원심홴의 성능 

향상을 기초로 저소음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원심홴

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수

치해석을 통해 특정 출구에서의 토출 유량을 예측하

고 이를 토대로 여러 형상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

하여 최적 형상을 도출하였다. 특히 경계조건에 따

른 수치해석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냉장고 내

부 유동 전체를 폐쇠유로로 모델링 하였다. 

2.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수치해석

2.1 대상 벨마우스 및 원심홴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입구 벨마우스 형상

과 원심홴을 Fig.1, Fig.2, Fig3 에 차례대로 나타내

었다. 벨마우스의 안쪽 반경(r1)과 바깥쪽 반경(r2)
은 6.5mm로 동일하며 팁간격(t)은 3.5mm 이다. 원

심홴의 반경은 70mm이고, 홴의 중심으로부터 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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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 형상까지의 거리(R2)는 50mm, 쉬라우드까지

의 거리는 57mm이다. 입구 면적은 실제 원심홴의 

흡입면적을 나타내고, 원심홴 중심에서 벨마우스 형

상까지의 거리(R2)에 의해 결정된다.

Figure 1 Inner shape of target 
bell-mouth

Figure 2 Shape of centrifugal fan

Figure 3 Shapes of centrifugal fan 
and bell-mouth

2.2 격자 생성
전체 계산 영역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원심

홴을 포함한 이동하는 격자와 냉장고 내부 형상 및 

전체적인 냉장고의 케이스로 설정하였다. 해석에 사

용된 총 격자의 수는 약 1,700만개이다. 원심홴을 

포함한 회전하는 유체에는 약480만개, 그 외 유체에

는 약 900만개를 사용하였다. 격자 생성은 상용 격

자 생성 프로그램인 ANSYS ICEM CFD를 사용하

였다. Fig.4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체해석 영

역 및 원심홴, 벨마우스 형상에 대한 격자를 차례대

로 나타내었다. 

Figure 4 Computational grid
 
2.3 해석 방법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 움직이는 유체와 정지해 

있는 유체 사이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Sliding mesh 기법, 또는 MRF(Multiple Reference 
Frame)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중 비교적 계산 

시간을 적게 소모하고 정상상태의 해를 얻을 수 있

는 MRF 기법을 이용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원

심홴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입구 및 출구에서의 

유량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에는 상

용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Version 12.1) 
을 사용하였다.

3. 해석결과

3.1 입구 면적
입구 면적은 원심홴에 의해 유동이 끌려 들어오

는 면적을 뜻한다. R2의 길이를 변화시켜 입구 면

적을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변화된 R2의 

길이와 그 때 원심홴에 의해 발생하는 유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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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mm) 유량 ( CMM ) CMM( % )
48.5 1.2090 -10.94
50 1.3576 -
52 1.4285 5.22

Table 1 Variation of volume flow rate according to 
inlet area

팁간격( mm ) 유량 ( CMM ) CMM( % )
3.5 1.3576 -
2 1.4001 3.13
1 1.3808 1.71

Table 2 Variation of volume flow rate according to 
tip clearance

Table.1에서 정리하였다.  

R2가 50mm에서 48.5mm로 줄어들 경우 유량이 

약 0.15CMM 감소하였는데, 이는 입구 면적이 좁아

지게 되면 원심홴이 유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면적

이 좁아지게 되어 유량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R2가 50mm에서 52mm로 증가할 경우 유량

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그 변화폭은 R2가 감소하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입구 면적이 늘

어나 유체를 끌어당기는 면적은 늘어나게 되었지만, 
유체가 원심홴 날개와 더 큰각을 가지며 입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커져 유량이 비교적 적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Velocity field between bell-mouth 
and centrifugal fan  

3.2 팁 간격
Fig.5에서 볼 수 있듯이 원심홴과 벨마우스 형상 

사이에서 원심홴을 통해 빠져나가던 유동이 벨마우

스 벽면에 부딪혀 원심홴과 벨마우스 사이의 팁 쪽

으로 역류하는 2차 유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2
차 유동은 원심홴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이다. 

Table.2는 팁간격을 변화시키며 계산한 원심홴의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팁간격이 3.5mm에서 2mm
로 줄어들 경우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만, 2mm에서 1mm로 줄어들 경우 오히려 유량이 

줄어들었다. Wood 등은(4) 원심 압축기의 경우 팁간

격이 최소일 경우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보

고한 바 있지만 많은 다른 연구자들(5-8)의 결과들에

서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팁간격과 유량사이에 단순

히 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하

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벨마우스 형상에 따른 

최적화된 팁간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가이드 베인
기존 벨마우스 형상에 대하여 계산한 홴 회전축

에 수직한 입구 부근 단면에서의 속도장을 Fig.6 에 

나타내었다. 

Figure 6 Velocity field predicted at 
the inlet plane normal to the 
rotation axis of a fan 

냉장고 내부 유로의 영향으로 유동장이 대칭적으

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터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의 영향으로 특정 위치

에서는 유동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로의 구조 

및 유동을 방해하는 각종 요소들에 의해 발생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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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 CMM ) CMM( % )
ORIGINAL 1.3576 -
GUIDE＿L 1.4188 4.51
GUIDE＿R 1.3904 2.42

GUIDE＿R＿L 1.4236 4.87

Table 3 Volume flow rate variations according to 
the shape of guide

동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Fig.7과 같은 가이드 

형상을 고안하였다. Table.3은 각 가이드 형상에 대

한 유량 변화의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GUIDE＿R        (b) GUIDE＿L

(c) GUIDE＿R＿L

Figure 7 Schematic design of guide

각 가이드 형상의 변화에 따른 유동장의 변화를

Fig.8에 나타내었다. 가이드 형상을 통해 기존의 벨

마우스 형상에서는 유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모

터 지지 구조물 근처에서도 유동흐름이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GUIDE_L의 경우 9시 방향에 있는 

모터지지 구조물로 인한 유량 손실을 보완할 수 있

고 GUIDE_R은 벨마우스를 따라 들어오는 유동의 

방향을 모터지지 구조물이 없을 경우와 비슷하게 만

들어 주는 효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GUIDE_L과 

GUIDE_R을 같이 사용한 GUIDE_R_L 모델에서 

약 4.87%의 추가적인 유량증가를 나타내었다. 하지

만 이러한 가이드 형상은 특별한 유로 구조에 맞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유로가 변하게 되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a) GUIDE＿L         (b) GUIDE＿R

(c) GUIDE＿R＿L

Figure 8 Velocity field according to the 
shape of guide

3.4 내부 구조물
Fig.9는 기존 원심홴 구조물에 대하여 원심홴과 

벨마우스 사이에서 벨마우스 벽면에 부딪혀 원심홴

과 벨마우스 사이의 팁 쪽으로 역류하는 2차 유동

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9 Secondary flow between 
bell-mouth and centrifugal fan

2차 유동은 유량의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

음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2차 

유동을 줄이기 위하여 Fig.10과 같은 내부 구조물을 

제안하였다. Table.4에 각 형상에 대한 계산 결과를 

정리하였다. 내부형상 H type과 V type의 경우 벨

마우스 벽에 맞고 되돌아가는 2차 유동을 막아 유

량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원심홴과 내부형상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울 경우, 모터에 의한 원심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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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 CMM ) CMM( % )
ORIGINAL 1.3576 -

V type 1.4109 3.93
H type 1.4119 4.00

Resonator type 1.3574 -0.01

Table 4 Volume flow rate variations according to 
the inner structure

유량 ( CMM ) CMM( % )
ORIGINAL 1.3576 -
MODEL＿A 1.4186 4.47
MODEL＿B 1.4377 5.85

Table 5 Volume flow rate variations according to 
the model A and model B

동으로 구조물과 원심홴이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

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Resonator type의 경우 유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

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Resonator의 특

성상 특정 주파수에서 소음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a) V type               (b) H type

(c) Resonator type

 Figure 10 Schematic design of inner structure

4. 최종형상 및 소음개선

앞 절의 계산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제품에 적

용하는데 용이함을 기초로 최종적인 벨마우스 형상

을 Fig.11에 나타내었다. 최종형상 MODEL＿A의 경

우, R2를 52mm로 변경하여 입구 면적을 증가시켰

으며 팁간격을 2mm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H type
의 내부 구조물을 추가시켜 유량을 증대하였다. 
MODEL＿B의 경우 MODEL＿A에 Resonator type의 

내부 구조물을 추가하였다. 두 모델에 대한 해석 결

과를 Table.5에 나타내었다.
MODEL_A와 MODEL_B 모두에서 유량이 증가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MODEL_A에서 

4.5% 라는 다소 낮은 유량증가를 얻을 수 있었는

데, 이는 앞서 수행하였던 입구 면적 증가에서 나타

난 5.2%의 증가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각 설계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 오

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

다. MODEL_B의 경우 5.8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MODEL_A의 경우를 볼 때, 
MODEL_B에서도 각 설계요소간의 영향에 대한 최

적화는 아직 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설계요소간의 영향이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에 어떻게 설계요소간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a) Model A          (b) Model B

Figure 11 Schematic design of inner structure

3절에서 제시한 여러 형상들을 통해 추가적인 유

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rpm에

서 추가적인 유량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역으

로 이용하면 동일한 유량을 낮은 rpm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홴 소음은 이중극 소음이 주요하므로 

음향파워는 유속의 6 거듭제곱에 비례한다.  이를 

이용하여 앞서 제시한 여러 형상들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소음 저감치를 Table.6에 나타내었다.
Table.6에서 볼 수 있듯이 R2가 48.5mm인 경우

와 Resonator type의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소음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R2가 48.5mm로 줄어든 형상에서는 벨마우

스와 원심홴 사이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해 유량과 

소음, 두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Resonator 
type의 내부 구조물의 경우 원심홴의 rpm에 따른 

형상의 최적화를 수행할 경우 소음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샘플제작과 실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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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 CMM ) 동일유량
저감 RPM 소음저감(dB)

R2 = 48.5 1.2090 -178 -2.52
R2 = 52 1.4285 72 1.10

팁간격 2mm 1.4001 44 0.67
팁간격 1mm 1.3808 24 0.37
GUIDE＿L 1.4188 63 0.95
GUIDE＿R 1.3904 34 0.52

GUIDE＿R＿L 1.4236 67 1.03
V type 1.4109 55 0.84
H type 1.4119 56 0.85

Resonator type 1.3574 0 0
MODEL＿A 1.4186 62 0.95
MODEL＿B 1.4377 81 1.24

Table 6 Volume flow rate variations according to 
the inner structure

험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5. 결  론

입구 벨마우스의 형상에 따른 원심홴의 성능변화

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입구면적, 팁

간격, 역류방지 구조물, 가이드 등을 이용하여 유량

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입구 벨마우스 형상을 확인하

였다. 입구 면적의 경우 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흡

입능력이 떨어져 유량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면적이 

넓어지면 유량이 증가하였다. 팁간격의 경우 2mm에

서 가장 많은 유량을 나타내었다. 내부 구조물과 가

이드 형상은 기존 벨마우스 형상에서 발생하고 있었

던 유동 손실을 감소 시켜 유량을 증가시켰다.  
증가한 유량을 이용하여 역으로 rpm을 낮춰 동일

한 유량이 나오면서도 소음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었다. R2를 52mm로 늘인 형상과 

MODEL_B에서 1dB이상의 소음저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설계요소간의 영향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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