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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의 활용을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으며, 지게차의 경우에도 기존 납축전지를 

방식의 충전시간, 운행시간 등 단점을 보안하고자 

연료전지의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연료

전지 시스템은 높은 압력의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재생형 송풍기가 적합하나 소음이 크다는 단점

이 있다. 저자를 포함한 본 연구팀은 저소음 재생형 

송풍기를 개발하여오고 있으며(1), 보다 소음을 저감시

키기 위해 소음기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소음기 설계로 상용화를 

고려하여 제작이 보다 쉽고 단순한 형태의 소음기로 

요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소음기 이론

(1) 투과손실(2)

음향요소만의 에너지 손실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음향요소의 입·출구 사이의 음압차를 dB로 나타낸

다. 소음기 요소로 입사하는 음의 파워레벨()과 

투과음의 파워레벨( )의 차로서 다음 식(1)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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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측에너지
 출구측에너지     (1)

(2) 전달행렬(3)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다공형 소음기 (Fig.1)에서 

소음기의 음원단과 출구단의 압력  과 체

적속도와의 관계로 식(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과 은 확장관 양 끝

단에서의 압력과 체적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각각 직관부분과 공극부분의 전달 

행렬을 의미한다.
Fig.1의 확장관 임피던스를 고려하면, 식(2)는 식

(3)과 같이 소음기 음원단과 출구단의 압력과 체적

속도에 대한 전달행렬  로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3)

Fig. 1 Perforated muffler  

3. 다공형 소음기 분석

다공형 소음기의 투과손실 특성은 관의 음향모드 및 

공극에 의한 공명현상과 확장관에 의한 영향의 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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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공률이 낮을 때는 음향모드

에 의한 영향과 중·고주파수에서의 공극률에 의한 영향

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다.(Fig.2a) 그러나 다공률을 

높이면, 이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두 영향의 복합된 형

태로 상대적으로 높은 TL값이 형성된다.(Fig.2b) 그리

고 다공률이 보다 커질수록 이러한 높은 TL값을 나타

내는 현상은 고주파수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주파수 

이하 영역에서는 단순확장관의 TL특성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Fig.2c)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큰 TL값이 형성 되도록 관의 길이와 

다공률을 구할 수 있다.
                                                   Porosity = 1%

a)

                                                   Porosity = 9%

b)

                                                  Porosity = 17%

c)

Fig. 2 Effect of porosity on transmission loss 
for a muffler

4. 소음기 모델 제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저소음 송풍기로부터 측정된 

소음스펙트럼은 Fig.3과 같다.   

Fig. 3 Noise spectrum
측정된 소음특성은 광대역 주파수 소음과 약 

5800Hz 주변에서 이산주파수 소음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 소음원으로 판

단되는 5800Hz대역에서 투과손실 값이 크게 형성되

는 소음기 모델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 제안하는 소음기모델의 제원은 관통형

다공관 소음기로써 다공관의 직경    , 

확장관의 직경    , 구멍의 지름 

   , 다공률   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소음기 모델을 송풍기에 부착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음 

주파수 특성은 Fig.4와 같다. 이 결과로부터 주된 소음

원인인 5800Hz 부근의 이산주파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으며 소음기 부착 전 84dB의 소음은 

72dB로 저감되게 된다.

Fig. 4 Performance of designed muffler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재생형 송풍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소음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흡음재를 포함

하여 보다 더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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