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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integrated design method of suction muffler in compressor was studied. There are three 
things to consider when designing this. First, the transmission loss was maximized to consider the noise 
reduction. Second, dissipation energy of fluid flow was minimized for energy efficiency. Finally, acoustical 
resonance frequency of suction muffler was controlled because energy efficiency can be increased by 
supercharging of refrigerant. Therefore, suction muffler was designed to have the specific resonance 
frequency. The input impedance was used for designing target acoustical resonance frequency. Topology 
optimization was used for optimization method. 

 

기 호 설 명 

 W : 가중치 값, Z : 입력 임피던스 

 vΦ : 유동 에너지 손실, GI : 회색 지표 

 ρ  : 디자인 변수, TL : 투과손실 

1. 서
♣
 론 

압축기에는 흡입 단과 출구 단에 머플러가 존재한

다. 흡입 단 머플러는 에너지 효율 증가와 소음 저

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계 되어 진다(1).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흡입 유동 에너지 손실

과 관련되며, 소음은 투과손실과 관련된다. 하지만 

흡입 머플러의 음향학적 특성에 따라  냉매 과급에 

의해 에너지 효율의 증가 될 수 있다(2). 이를 음향

학적 과급 (Acoustic supercharging)이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소음 두 가지를 

고려하되, 추가적으로 특정한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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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도록 디자인 하는 통학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디자인 방법은 위상 최적화 방법을 이용

하였다.  

2. 통합적 설계 방안 

압축기 흡입 머플러는 기본적으로 유체 흐름과 음

향 파동 전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

에, 두 물리현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상 최적화를 수

행해야 한다.  

유체 시스템 위상 최적화는 Darcy Law를 이용하

여, 목적에 맞게 유체가 흐르는 채널을 만드는 방법

이다(3). 그리고 음향 시스템 위상 최적화는 Bulk 

modulus와 밀도를 조절하여 목적에 맞게 파동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4).  

유동 에너지 손실과 음향 투과손실을 고려한 머플

러 위상최적화는 연구 사례가 존재한다(5). 하지만 

특정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한 위상 

최적화 연구 사례가 없다.  

따라서 특정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를 만족하기 위

한 최적화 문제가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흡입 머플러가 특정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를 갖기 

위해 입력 임피던스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임피

던스의 실수부는 댐핑과 관련된 항이며, 허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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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과 강성과 관련된 항이다. 따라서 Fig.1과 같이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에서는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

부는 사라지고, 실수부만 남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 할 때는 입력 임피던스의 실

수 값의 크기를 최대화 하도록 하였다.  

한번에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경우, 

최적화 문제가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순

서는 Eq. (1)처럼 먼저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를 맞

추는 문제와 유체 에너지 손실과 관련된 문제를 고

려하였다. 그리고 Eq.(2)처럼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

를 맞추는 문제와 소음 투과손실을 최대화 하는 문

제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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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최적화 결과,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합리적인 흡입 

머플러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Fig. 1 Acoustical input impedance of muffler  

 

 

3. 결  론 

압축기 흡입 머플러의 통합적 설계를 위하여 기존

의 유동 에너지 손실과 음향 투과손실을 모두 고려

하면서 추가적으로 특정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를 

만족하는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특정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를 고려하여 최적화 문제에 정의하기 위하여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사용

된 최적화 방법은 위상최적화이다. 위상 최적화 결

과 물리적으로 적합한 구조를 찾을 수 있었다.  

 

후  기 

논문은 LG전자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 입니다(NRF-2014R1A2A1A01005264). 

 

참 고 문 헌 

(1) Joo, J. M., Lee, H. J. and Oh, S. K.,  2001, 
Acoustic and Flow-filed Analysis of Suction Muffler 
in Compressor,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Spring Conference, pp. 1162~1167. 

(2) Z. Liu and W. Soedel., 1994, Performance study 
of a variable speed compressor with special attention 
to supercharging effect, International Compressor 
Engineering Conference  

(3) Oh, S. J., Wang, S. M., Park, M. K. and Kim, J.  
H., 2013, Novel Spacer Design Using Topology 
Optimization in a Reverse Osmosis Channel,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136(2), 021201  

(4) Maria B. Duhring, Jakob S. Jensen, Ole 
Sigmund, 2008, Acoustic design by topology 
optimiza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17, 
No. 3-5, pp. 557~575. 

 (5) Lee, J. W. and Jang G. W.,2011, Muffler 
Design to Achieve Target Values of Transmission 
Loss and Pressure Loss,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Fall Conference, pp. 285~286.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