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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compressor, highly impulsive pressure fluctuations induced by a reciprocating piston and 
valves cause noise and vibration to be so critical issues that low noise requirement always 
challenges engineers developing it. A muffler is frequently used for reducing these impulsive noise 
components, but has adverse effects on compressor’s performance due to additional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of refrigerant when it pass through the muffler. In this study, compressible full 3-
dimensional CFD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both of flow and acoustic performances 
of a muffler in use for compressors. On a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a parametric study using 
design factors introduced to improve flow and acoustic performances of the existing muffler is 
carried out. Finally, improved designs are suggested to confirm the current results.. 

 
1. 서


 론 

압축기는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함은 물론이고 냉장고의 냉각 성능 및 소음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성

하는 수많은 구성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용 압축기는 왕복 작

동을 하는 피스톤과 냉매의 출입을 조절하는 밸브

의 개·폐에 의해 냉매를 압축시키는데, 이 때 유발

된 큰 압력이 소음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소

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압축기용 머플러를 사용하지

만, 압축기 내부로 들어온 냉매는 머플러를 통과하

면서 추가적인 열전달 및 압력강하를 겪게 되고, 이

로 인해 압축기의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압축기용 머플러는 그 음향 특성 뿐 아니

라 머플러 내부를 지나는 냉매의 유동현상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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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Sarioglu등은 실험을 통해 

압축기가 작동하는 동안 머플러 출구에서의 압력과 

벽면 온도를 측정하였고, CFD 기법을 활용한 수치

적 연구를 수행하여 흡입 머플러 내부의 유동현상 

및 머플러의 투과손실 특성을 연구하였다[1]. 

Svendsen등은 BEM 기법을 통해 머플러의 삽입손

실(Insertion Loss, IL)을 계산하였고, 최적화 알고

리즘을 통해 공진 주파수 대역에서의 투과손실을 

향상시켰다[2]. Birari등은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소

음저감을 위해 냉매의 유로에 Helmholtz resonator

를 설치하여 3dBA의 소음을 저감한 바 있다[3]. 

이와같이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유동과 음향 성

능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머플러

의 음향 성능과 유동 성능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정

식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은 유동과 음향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

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압

축기용 머플러의 유동 및 음향 특성을 동시에 해석

할 있는 수치적 방법 즉 3차원 압축성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을 수치

적으로 풀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기법을 적용하여 냉장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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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내부 머플러 내 유동장을 해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음향과 유동 성능의 대표 인자로 투과손실

(Transmission Loss, TL)과 질량유량(Mass Flow-

Rate, MFR)을 각각 선정하여 비교함으로써 머플러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성

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고 이

를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2. 대상 압축기용 머플러 

가정용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압축기는 피스톤과 

밸브의 운동으로 냉매를 압축·팽창시키는데, 이 과

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압축기용 머플러

는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압축실 유입로 쪽에 

설치되어, 냉매의 유동 방향과는 반대로 전파되는 

소음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압축기용 머플러는 

소음 뿐 아니라 압축기의 성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압축기용 고성능 고

효율 머플러의 설계를 위해, 압축기용 머플러의 유

동-음향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수치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머플러뿐 아니라 압축기 

내부 형상을 고려하였고, Fig. 1에서 본 연구의 대상

인 압축기 및 머플러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1 The target reciprocating compressor and 

the muffler. 
 

3. 수치해석 기법 

3.1 해석 격자 

Fig. 2는 머플러 성능 해석을 위하여 구축한 전체 

격자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피스톤의 움직임에 의

해 압축기 내 압축실의 압력의 변동에 따라 머플러

로 끌려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냉매의 유동 현상

을 보다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압축기 내 빈 공간의 일정부분을 해석 영

역에 포함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ICEM CFD

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2 Computational domain. 

 

3.2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1)지배방정식 

압축기 및 머플러 내부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식과 같은 3차원 비정상 RANS 방정식을 해석

하였다.  

 
휕휌
휕푡

+ 훻 ∙ (휌푈) = 0																																(1)	

 
휕(휌푈)
휕푡

+ 훻 ∙ (휌푈⨂푈) = −훻푝 + 훻 ∙ 휏 + 푆 								(2)	

 

휏 = 휇 훻푈 + (훻푈) −
2
3
훿훻 ∙ 푈 																 (3)	

 

특히, 압축기 내부에서는 높은 압력에 의해 냉매

의 압축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냉매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압축성 

RAN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냉매가 머플러를 

지나면서 머플러 벽면과의 마찰을 통해 열교환을 

하게 되고, 이는 압축기의 성능을 예측하는데 중요

한 변수가 되므로 다음식과 같은 에너지 방정식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휕(휌ℎ )

휕푡
−
휕푝
휕푡

+ 훻 ∙ (휌푈ℎ )

= 훻 ∙ (휆훻푇) + 훻 ∙ (푈 ∙ 휏) + 푆 				(4)	
 

ℎ = ℎ +
1
2
푈 																											(5) 

 

(2)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경계 조건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Sarioglu등이 수행한 실험 

결과[1]를 토대로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사용한 

경계 조건은 아래 Table 1과 Fig. 3에서 나타내었다.  

머플러는 고정된 온도를 가진 벽면 조건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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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압축기의 벽면은 단열 벽면 조건을 설정하

였다. 머플러의 출구에서는 압축기의 작동 사이클동

안 밸브에 의해 머플러가 개·폐되므로 이를 모사할 

수 있도록 압축기 사이클에 맞추어 경계 조건을 벽

면 조건에서 압력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

다.  

 

Table 1 Boundary conditions[1] 
경계 설정 위치 경계 조건 

머플러 벽면 Wall B.Cs 58.3 ℃ 

압축기 벽면 Wall B.Cs Adiabatic 

압축기 입구 Pressure B.Cs 0.624 Bar 

머플러 출구 
Pressure B.Cs 

Opened period 

( Fig. 3 ) 

Wall B.Cs Closed period 

 

 
Fig. 3 Boundary condition of muffler exit[1]. 

 

4. 해석결과 

3절에서 언급한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압축

기용 머플러의 유동 및 음향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먼저, 냉매의 압축성이 해석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머플러를 지나는 냉매의 유동 및 음향 특성을 분석

하였다. 유동 특성은 유동장 및 냉매의 유량으로 비

교하였으며, 음향 특성은 투과손실 예측을 통해 분

석하였다. 

 

4.1 압축성 효과 

냉매의 압축성 고려의 유무가 전체 머플러의 성

능 예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비압축성 RANS 방정식과 압축성 RANS 방정식을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여 각각 해석하였다. 먼저, 

Fig. 4에서 압축성 RANS방정식을 해석하여 확인한 

머플러 입·출구에서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압축기 작동 조건에 

의해 냉매의 온도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

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통하여 유체의 밀도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4 Time variation of temperature at the 

flow inlet & outlet of the muffler. 
  

압축성과 비압축성 방정식을 해석한 결과를 이용

하여 머플러 유동 입구 영역에서 계산한 질량유량

과 압력의 시간 변화량을 Figs. 5와 6에서 두 사이

클 동안 각각 비교하였다.  

 

 
Fig. 5 The effects of compressibility - Mass 

flow rate comparison at the muffler inlet. 
 

Fig. 5의 유량의 경우, 압축성 유동의 두 가지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비압축 결과보다 시간

에 따른 최대값과 최소값이 커서 보다 큰 시간 변화

량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머플러 유

동의 출구(압축실 입구)에서 유동의 입구쪽으로 역

류를 보다 크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Fig. 6에서 나타난 압력변화의 경우 압축성을 고려

한 해석결과가 절대 압력값은 크지만, 저주파 시간 

변화량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압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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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가 비압축성 해석결과와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냄을 볼 때, 압축기 내부의 유동장을 해

석할 때는 유체의 압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The effects of compressibility - Pressure 

comparison at the muffler inlet. 
 

 
Fig. 7 Time variation of mass flow-rate at the 

muffler inlet & outlet. 
 

4.2 유동 성능 

Fig. 7은 머플러 입·출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밸브가 닫히는 구간(노란색 

박스 영역)에서는 출구쪽 유량이 거의 없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값이 정확히 0이 아닌 이유

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밸브 바로 앞쪽의 격자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머플러 입구에서

의 유동은 밸브의 개·폐 시각에 약간의 시간 지연을 

두고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머플러 

출구가 닫히면서 밸브에서 발생한 힘에 의해 머플

러 내부에서 압축기로 유동이 빠져나가는 역류현상

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압축기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류현상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머플러를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3 투과손실 

Fig. 8은 머플러 입·출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밸브가 열린 구간(녹색 박스 

영역)에서는 머플러 입구에서의 압력이 머플러 출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해 냉

매가 흐르게 된다. 밸브가 닫히는 순간, 머플러 출

구에서의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입·출구에서 압력차가 역전된다. 이는 

Fig. 7에서 확인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된

다. 또한 밸브의 닫힘에 의해 생성된 압력파는 압축

기 내부로 전파되는 큰 소음성분을 발생시키게 되

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머플러를 설치

하게 된다. 

 

 
Fig. 8 Time variation of pressure at the muffler 

inlet & outlet. 
 

 
Fig. 9 Predicted transmission loss. 

 

Fig. 9는 한 사이클 동안 예측한 머플러 입·출구

에서의 압력을 이용하여 계산한 투과손실을 나타내

고 있다. 1600 Hz와 4200 Hz 부근에 최대 투과손

실값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0 dB 이상의 값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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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모델 및 평가 

4장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유동 및 음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모델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

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Fig. 10과 같이 머플러 

목 부분을 수정하여 경사진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

는 slit resonator의 형태로, Tam등의 연구[5-6]에 

따르면 경사진 목 부분을 지나면서 발생한 와류

(vortex)에 의해 acoustic wave가 vorticity wave

로 바뀜에 따라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머플러의 경우 유동이 흐르는 방향으로 

venturi 구조를 띄게 되므로 유동 성능 또한 향상시

킬 수 있는 형태이다.  

 

 
Fig. 10 Design factor; Beveled muffler neck. 

 

Figs. 11과 12는 기존의 형상과 제시한 개선모델

의 유동 및 음향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머플러 입

구에서 예측한 시간에 따른 유량 변화 및 투과손실

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먼저 유량의 경우, 전체적

인 유량 변동의 특성은 두 경우 모두 큰 변화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최대 흡입 유량이 증가하여 

한 사이클 동안 평균 유량은 개선모델에서 약 3.6% 

증가하였다. 투과손실의 경우 기존 형상과 개선모델

이 대체로 비슷한 레벨을 나타내었으며, 특정 주파

수 대역에서 그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100Hz에서 약 10dB가량 투과손실이 증가하

였고 2200~2500Hz, 3200~3500Hz, 4500~5000 

Hz 대역에서 5~10dB 가량 투과손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성 변화는 제시한 설계변수가 유동 측면

에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동 및 음

향을 동시에 해석해야 머플러의 성능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해, 유량 및 음향 특성에 대한 설계인자의 영

향 및 그 적용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Fig. 11 Comparison of mass flow-rate at the 

muffler inlet. 
 

 
Fig. 12 Comparison of TL. 

 

6. 결론 

유동-음향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압축성 

RANS 방정식을 적용하여 왕복동 압축기에 사용되

는 머플러의 유량 및 음향 성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압축성 효과를 비압축성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압축성은 유량의 최대, 

최소값이 증가하고 동시에 시간 변화량을 증가시키

며 그에 대응하는 압력변동의 절대 크기는 증가하

나 압력 시간 변화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압축실 입구 밸브(머플러 출구 밸브)가 닫힐 

때, 시험적으로 관찰되는 역류효과를 압축성을 고려

하여야 좀 더 효과적으로 관찰함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머플러 입출구에서 예측한 압력을 

이용하여 머플러의 투과손실을 계산하였다. 대상 머

플러는 1600Hz와 4200Hz 부근에서 최대의 투과손

실값을 가지고 전 주파수 영역에서 20 dB 이상의 

투과손실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대상모델의 유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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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고, 

개선모델에서 질량 유량을 3.6%, 투과손실을 

5~10dB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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