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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서버용 컴퓨터는 제조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형화 및 경량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부품의

밀집도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부품의 밀집도 증가.

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부품을 냉각하기 위하여 작.

고 고성능의 팬이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팬의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형화된 팬의 이 증RPM

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음과 전력소비도 동시에 증

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형 팬에서 발생되는 유.

동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는 소형 유체기계 유동장 및 획득 어려움 등의data

한계가 있어 비정상 유동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치해석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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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형 팬 소음 측정 표준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

으로 유동해석과 소음해석을 진행하여 검증을 수행

하고 있다(1).

팬의 유량 성능과 정압을 만족하기 위한 이전 연

구를 살펴보면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을 이용한 원심팬의 설계 프로세스에 대Dynamics)

한 연구가 있었으며 날개통과 주파수의 토널 소음,

과 조화 주파수는 원심팬의 주요 소음원이었다 날.

개통과 주파수 의(BPF : Blade Passing Frequency)

토온 소음은 회전하는 임펠러와 고정되어져 있는 구

조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

다(2,3).

전산유동소음(CAA; Computational Acoustic

방법은 년대에 들어와서 연구되기 시작Analogy) 90

한 기법으로 방정식을 실제 유동장에서 직Lighthill

접 계산하는 방법이다 년에 이 자유공. 1954 Ligthhill

간에서의 음파방정식을 만들었으며 년, 1955 Curle

이 방정식을 물체표면이 있을 경우에도 고Lighthill

쳤다 그 후 와 가 움직. Ffowcs Williams Hawkings

이는 물체에 대한 방정식으로 확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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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both high performance and low noise for a cooling fan used in a server computer have
been required.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noise characteristics for a small cooling fan used in a
computer or in a server, and compared the computational data to measured ones. SC/Tetra V10 and
FlowNoise V4.3 was used for the unsteady flow field and the aeroacoustic analysis, respectively. The
aeroacoustic analysis results have the good agreement with measured data within 3% errors in overall
SPL. In the noise spectrum, we could find the peak tonal noise at lower frequency than 1st BPF,
and confirm that the reason is caused by the asymmetry of bell mouth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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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움직이는 점 힘 에 의해 발Lawson (Point force)

생하는 음압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다 과. Jeon Lee

는 원심팬의 소음을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4,5).

이 예측 기법은 의 비정상 유동해석의 표면 압CFD

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 소음항을 계산함으로CAA

써 임펠러의 날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예측하였다
(6).

본 연구의 소형 축류팬 유동소음은 상용CFD S/W

인 SC/Tetra V10(7)와 방정식의 이극자 소음FW-H

원을 이용하여 음압을 계산하는 상용 공력소음 S/W

인 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FlowNoise V4.3 .

방법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나 다양한 팬에 적용되

어 시험과 비교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8,9) 하지만.

아직 소형 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소형 팬의 유동소음 기법을 정립

하고자 한다.

비정상 유동 및 유동소음의 수치 해석2.

기법

비정상 유동의 지배방정식2.1
팬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유동을 수치해석

하기 위해서 AL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방법을 이용하였다(7) 방법은 고정좌표계에서의. ALE

방정식을 움직이는 고체 표면의 속Navier-Stokes

도(vi 에대하여 고려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된)

다.




  (1)













(2)

여기서, u는 비압축성 유체의 속도이고, v는 움직

이는 고체의 속도이다.

난류 유동을 직접적으로 수치 계산하기에는 어

렵기 때문에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이러한 와동을 묘

사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식 의. (1), (2) Navier -

방정식에서 시간에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속Stokes

도를 평균속도와 섭동하는 속도성분으로 나누면 섭

동하는 속도 성분에서 난류 응력을 유도할 수있는데

이를 레이놀즈 응력 이라고 하며 식 과 같이 유도(3)

된다 레이놀즈 응력이 평균속도에 수직으로 가정하.

였을 때 그 매개 변수로서 난류 와동 점성을 μt 로

간주하면 식 와 같으며 난류 에너지(4) , k와 난류 소

산율 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4)

 

  (5)

방정식2 k - ε 난류 모델은 난류 에너지와 난류

소산율을 수송방정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며 상수들,

은 실험이나 이론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방정. 2

식 k - ε 난류 모델은 RANS(Reynolds Average

방법들 중에서 수렴성이 가장 안정Naiver-Stokes)

적이며 계산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어 산업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k - ε 난류 모델의 수송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7)

 



 


(8)

 





(9)

 


(10)

를 이용한 비정상 유동 계산 방법2.2 CFD
본 연구에서는 상용 코드인CFD SC/Tetra V10

을 이용하여 비정상 유동장을 계산하였다. SC/Tetra

의 기본적인 공간 이산화 방법은 node based FVM

이며 대류항의 이산화 방법은, 2nd order MUSCL

방법을 이용하였다 압력의 이산화 방법으로는.

SIMPLE(Semi Implicit Method Pressure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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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보다 유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안정적Equation)

인 해의 수렴성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IMPLEC(SIMPLE Consistent)
(10) 회전 영역과 고정영역의 처리를 위하여. Sliding

격자를 사용하였다.

유동소음 예측 방법2.3
는 팬의 깃과 베인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상Neise

힘의 교란인 이극이 팬 소음의 주된 원인임을 연구

하였다(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팬 소음은 이극.

에 의한 음향장을 예측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식.

은 의 파동 방정식(11) Ffowcs Williams Hawkings

을 나타낸다.







  ′  ∇ 



∇ 




(11)

여기서, P' : sound pressure [Pa]

ρ : air density [kg/m3]

ni : surface normal

a0 : speed of sound [m/s]

vn : normal surface velocity [m/s]

p : static pressure [Pa]

Tij : 


Lighthill tensor [Pa]

(f)δ : Dirac-delta distribution

H(f) : Heaviside distribution

식 의 오른쪽의 세 항은 각각 단극 이극 사극(11) , ,

을 나타낸다 식 에서 오직 이극 항만 고려하고. (11)

힘을 점 힘 로 나타내면 식 은 식(point force) (11)

와 같이 정리된다(12) .

 ′ 







 






 

 (12)

이 식은 움직이는 점 힘에 대한 음압을 나타내며,

우변의 첫 항은 힘의 시간 미분 값이고 둘째 항은,

가속도 항이다 여기서. 은 소음 원부터 관찰점까지

의 거리이며 Mr은 다음과 같다.

 


 (13)

해석에 사용된 임펠러의 해석 각 격자점에 대CFD

해서 식 를 적용함으로써 자유장의 음압을 예측(12)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장에서의 확산 반. ,

사 굴절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오직 소음 원, ,

에서 자유장으로 방사되는 것에 대해서만 계산되었

다.

와 의 연동 방법2.4 CFD CAA
본 연구에서 와 은 분리되어 계산되었다CFD CAA .

의 계산을 통하여 소음을 계산할 표면에 대하여CFD

각 계산시간에 대한 압력 데이타를 저장하였다 그.

리고 코드에서 압력데이터를 불러들여CAA

방정식을 이용하여Ffwocs-William and Hawkings

소음을 계산하였다 또한 소음 계산 시 의 격자. , CFD

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소음계산을 위한 격자 생성

이 불필요함과 동시에 보다 조밀한 격자를 통한CFD

계산으로 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실험 장치 및 해석 조건3.

실험정치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냉각 팬은 사이즈가 75.5 ×Φ

이고 날개가 개인 축류팬으로 실제 제품27.5 mm 5 ,

형상은 과 같다Fig. 1 .

Fig. 1 Experimental model

소음 측정을 위하여 팬 주위가 원형인 지지대에

와이어로 쉬라우드를 고정하였으며 소음 측정은,

팬 중앙으로 부터 유입구 방향으로 떨어진 위1 m

치에서 측정하였다 운전조건은 으로 유. 7,000 rpm

동에 제한이 없는 자유공간의 반무향실에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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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측정 모습은 와 같다 냉각 팬의 소, Fig. 2 .

음은 사운드 레벨 미터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임펠,

러 회전 시 발생되는 소음의 신호는 FFT analyzer

에 의하여 분석되어졌다 회전수 에 따른. 7,000 rpm

날개통과주파수 는(BPF; Blade Passing Frequency)

이다583 Hz .

Fig. 2 Experimental setup of noise measurement

해석 조건3.2
냉각팬의 유동 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해석 도메인

은 무향실조건과 유사한 가상 무향실을 과 같Fig. 3

이 모델링 하였다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가상.

무향실 크기는 로 축소하였다2 m × 2 m × 2 m .

해석 모델은 임펠러 쉬라우드로 구성하였으며 팬의, ,

회전을 모사하기 위하여 방법이 사용Sliding mesh

되었다 경계조건으로는 챔버의 모든 면에 정지벽.

조건을 입력 하였다.

Fig. 3 Computational domain for the
numerical analysis

유동 소음 계산을 위한 음원영역은 주요 소음원으

로 예상되어지는 임펠러와 쉬라우드 내부 벽면으로

설정하였다 비정상 유동 해석을 통하여 음원 영역.

에 대한 압력 데이터를 출력 후 를FlowNoise S/W

이용하여 음원 영역에 대한 유동 소음을 계산하였

다 음원 영역은 와 같다. Fig. 4 .

(a) Impeller (b) inner surface of shroud

Fig. 4 Sound wall for the aeroacoustic analysis

해석 결과4.

냉각 팬의 유동분석4.1

Fig. 5 Bell mouth shape

벨마우스는 와 같이 사각형의 쉬라우드에Fig. 5

위치하고 있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짧은 개의 부4

분에서 원통의 형상이 아닌 평면의 형상을 가진다.

벨마우스 형상에 불연속 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날

개가 벨마우스를 통과할 때 이 부분에서 압력변동이

크게 발생된다.

은 시간에 따른 벨마우스 불연속면에서의Fig. 6

압력 변동을 나타낸다 불연속면에 날개가 근접함에.

따라 날개 꼭지점 근처 벨마우스 표면 압력이 증가

한다 날개가 벨마우스의 불연속면을 지날 때 날개. ,

를 기준으로 상류인 부압면 쪽의 벨마우스 압력이

크게 감소하며 압력면 쪽의 벨마우스 압력과는 상,

대적으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연속면은 실린더 형상의 벨마우스보다 날개,

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큰 압력변동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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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Pressure contour of bell mouth

은 압력면에서의 시간에 따른 날개 압력분Fig. 7

포를 나타낸다 날개가 스포크를 통과 할 때 끝전. ,

및 허브에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Trailing edge)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날개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스.

포크에서도 큰 압력 변동이 발생하며 이러한 압력,

변동에 의해 주요 소음원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a) (b)

(c) (d)

Fig. 7 Pressure contour of impeller

냉각 팬의 소음원 분석과 소음 스펙트럼4.2
팬의 시험 소음 스펙트럼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

펠러 회전의 음원 영역에 대한 압력데이터를 가지6

고 유동 소음을 재계산하였다 음원 영역인 임펠러, .

와 쉬라우드 내부 벽면에 대하여 각각의 유동 소음

을 계산하였으며 음원영역의 소음원 강도, (Acoustic

는 과 같다 임펠러는 벨마source strength) Fig. 8 .

우스의 불연속면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압력변동에

의하여 앞전 꼭지점에 주요 소음원(Leading edge)

보이며 스포크를 통과할 때 생기는 간섭에 의해서,

끝전 와 허브에 주요 소음원이 있음(Trailing edge)

을 확인 하였다 주요 소음원은 앞서 유동분석에서.

압력변동이 큰 영역과 동일하다 쉬라우드는 벨마우.

스와 스포크에서 주요 소음원을 보이며 벨마우스,

불연속면에서 그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소음원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uction and pressure side of impeller

(b) Suction and Pressure side of shroud

Fig. 8 Noise source of fan system

는 시험과 수치계산을 통한 소음 스펙트럼Fig. 9

비교를 나타낸다 측정 위치는 유입 방향으로 임펠.

러 중앙 위치에서 떨어진 곳에 마이크로폰을1 m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수치계산에서도 동일한 위,

치에 마이크로폰을 위치하여 유동 소음을 계산하였

다 검은색 선은 시험 값이며 파란색 선이 해석 값. ,

을 나타낸다 까지 해석 결과의 브로드밴드. 3,000 Hz

소음이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며 이상에서, 3,000 Hz

해석의 브로드밴드 소음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날개 앞전 꼭지점이 벨마우스 불연(Leading edge)

속면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의 피크467 Hz

값으로 나타나며 임펠러의 날개통과 주파수 인, (BPF)

조화 성분에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583 Hz BPF .

치해석에서는 의 차 조화성분 과467 Hz 5 (2,335 Hz)

의 차 조화성분 이 합쳐져583 Hz 4 (2,332 Hz) 2,332

에서 가장 큰 피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Hz .

험과 수치해석과의 소음은 각각Overall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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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수치해석이 시험과 약dB(A), 54.58 dB(A) 3

오차 이내에서 잘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

Fig. 9 Sound spectrum of calculated and
measure data

결 론5.

본 연구는 서버용 컴퓨터 냉각팬에 대하여 수치계

산을 통한 비정상 유동장 및 소음원을 분석 하였다.

벨마우스의 형상이 사각형 외곽에 내접하게 설계

되어 불연속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면에서 날개와,

의 간섭으로 인해 큰 압력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벨 마우스의 주요 소음원이 되는 것을 소음결과의

소음원 강도 분포를 통해 확인하였다.

임펠러의 주요 소음원은 날개 꼭지점 끝전 그리,

고 허브에서 발생하였으며 끝전과 허브에서 발생되,

는 소음원은 쉬라우드의 스포크와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과의 소음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브로드 밴,

드 경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 Overall

음은 시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가 약 오차 이내3%

에서 잘 일치 하였다 특히 및 날. , 467 Hz 583 Hz

개통과 주파수에서의 피크가 예측하였고 벨마우스,

형상에 의한 조화성분과 임펠러 날개 통과 주파수의

조화성분이 합쳐져 가장 높은 피크 소음이 나타나는

것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통해서 서.

버용 컴퓨터의 냉각팬 유동 소음 예측 및 저소음화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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