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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이나 동물은 여러 외부신호 중 청각신호에 예민

하게 반응해서 생리적으로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

기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및 작업능률을 저하시키

고,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순간적

이지만 매우 큰 소음이나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

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실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소음에 의

한 환경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어 각 산업분야에

서는 제품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숙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 고급

화 되어감에 따라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저소음화가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저소음화의 여부

가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발생 및 전달경

로에 따라서 구조전달소음(structure borne noise)

과 공기전달소음(air borne noise)으로 구분된다(그

림 1 참조). 소음의 스펙트럼 특성에 따라 분절소음

(discrete noise), 광역소음(broadband noise), 충

격성 소음(impulse noise)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음은

다양한 산업분야와 제품들로부터 발생될 수 있지만, 여

기서는 유체기계의 한 부분인 팬에 의한 공기 전달 소

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팬은 16세기 광산에서 환기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유체기계가 되었다. 환풍기,

에어컨, 청소기, 컴퓨터 등 환기장치에서 전기기기까

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주변에 팬이 존재

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

이 주위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됨에 따라 예전에

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팬에 의한 유동소음문제

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팬 소음은 대부분 우리가 활

동하는 공간 내에 그 음원이 있고, 밀폐된 공간 내부에

서 방사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소음원

과 방사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팬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깃(blade)

또는 날개 바퀴(impeller)로 이루어진 회전부와 사용

자의 안전과 회전부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싱(casing)

또는 쉬라우드(shroud)로 구성된다. 유체기계에서 발

생하는 유동소음은 회전부의 회전에 의해 유도되는 유

동이 발생시킨다. 즉 소음은 유동이 유체기계의 깃을

지나거나, 케이싱을 지나며 발생하는 것이며 공력소음

(aeroacoustics)이라 부른다. 이러한 소음은 깃의 형

상, 유체기계의 작동조건, 설치위치, 깃을 지나는 유동

의 상태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

그림 1. 발생 및 전달경로에 따른 소음구분 [1] 그림 2. 전형적인 소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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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2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체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분절소음 또는 토온소음(tone noise)과 광역

소음(broadband noise)으로 나누어진다. 소음 측정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토온소음 또는 분절소

음이라 하며, 유체기계의 회전체가 주변 공기와 상호

간섭하여 발생하고 순음(pure tone)의 특성을 가지고

조화적인 관계를 보인다. 한편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

쳐서 나타나는 소음은 광역소음으로 구분한다 [2].

일반적으로 각종 유체기계류에서 발생하는 분절소

음은 축의 회전 속도와 회전체의 깃 또는 날개 바퀴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날개통과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 이하 BPF)로 존재한다. 이 주파

수는 깃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기본 주파수

인 회전주파수와 깃 개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광역

소음은 회전체를 지나는 유동 또는 고속의 유체 유동

이 배출될 때 주변의 공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전

단응력에 의하여 비롯된다. 유동 상태량의 구배는 음

압맥동을 발생시키는 와류(vortex)형태의 유동장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형태의 유동장은 무작위적인 교란

이기 때문에 음압의 위상과 진폭이 불규칙하게 나타나

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광역소음은 난류에 의한

소음으로 주로 깃의 경계층에 의한 교란, 비균일 유입

류와 깃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란, 박리 흐름에 의한 강

한 난류 교란, 끝전(trailing edge)을 지나는 유동이

발생시키는 와류구조 생성 등이 원인이다(표 1 참조).

한편, 제품의 저소음화를 위해서는 소음의 특성을 분

석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소음을 측정/가시화하기 위해

서는 음원(source)의 종류, 음향파워, 지향성, 음장의 종

류와 특성 등 다양한 상태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양한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산 열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하 CFD)

과 전산 공력 소음(Computational Aeroacoustics,

이하 CAA)을 이용한 수치해석 방법으로 유동소음 가

시화를 통해 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

음화를 수행하였다.

2. 공력소음 수치해석 방법

2.1 공력소음 이론

Lighthill은 유속과 형상 변수를 이용하여 공력소음

발생에 대해 차원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자유공간에서의

음파방정식을 만들어 공력음향 이론을 확립하였다[4].

Curle은 Lighthill 방정식에 일반화 이론(generalized

theory)을 적용하여 자유공간이 아닌 물체표면을 고

려한 일반해를 제시하였다. 그 후 Ffowcs Williams

와 Hawkings(FW-H) [5]이 Curle의 결과를 이용하

여 움직이는 음원에 대한 방정식으로 확장하였으며,

1965년 Lowson[6]이 움직이는 점 힘(point force)

에 의해 발생하는 음압(sound pressure)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였다.

2.2 팬 공력소음 예측 방법

CAA는 9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되기 시작한 기법

으로 Lighthill 방정식을 유동장에 대해 직접 수치계산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움직이는 음원에 대한 음향장

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음원시간과 관찰자 위치를 고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Jeon과 Lee는 수치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Lowson의 식을 이용하여 원심팬의 소음을 예측

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7]. 이 예측 기법은 CFD를 이

용하여 비정상 유동장에서 시간에 따라 진동하는 벽면

압력 데이터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CAA의 소음항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이 기법을 통해 임펠러의 날개에 의

해 발생되는 소음을 예측하였다 [8-10]. 여기에서 CFD

는 복잡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으로 유체 역학의 지배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산화(discretization) 시켜

표 1. 다양한 소음 발생 구조[3]

음원 발생 구조 소음 특성

Monopole Blade thickness Tonal

Dipole 
(Steady Rotating 

Force)

Uniform 
Stationary Flow

Tonal

Dipole
(Unsteady 

Rotating Force)

Non-Uniform 
Stationary Flow

Tonal

Non-Uniform 
Unsteady Flow

Broadband

Separated Flows
Tonal 

Broadband

Trailing Edge 
Vortex Shedding

Tonal 
Broadband

Turbulent 
Boundary Layer

Broadband

Quadrupole Turbulent Noise Broad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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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선형 대수 방정식(linear algebraic equations)의

형태로 전환하여 계산 영역(computational domain)

의 격자점(nodes) 또는 격자 체적(elements)에 대해

대수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최종적으로 지배 방

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것이다 [11][12].

한편, 유동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방법은 비정상 유동해석과

소음해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방사소음 및 사

극(quadrupole)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소음

해석을 얻을 수 있으나, 고차항의 연산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해석을 위한 소요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비정상 상태 유동장 해석을 수행

한 후 시간에 따른 유동상태량을 구한 다음 소음해석의

입력 값으로 하는 CFD와 CAA를 연계하여 유동소음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차항을 고려하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에 필요한 소요시간

이 단축되지만, 유동장 결과에 따라 소음해석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

자의 경우 복잡한 형상 및 많은 격자 수를 가지는 해

석영역은 수치해석 소요시간, 유동장 해석 데이터 용

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메모리 등에 의해 하드웨어

(Hardware, H/W)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난류모델의 선

택에 있어 많은 제약을 주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URANS(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모델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고성

능의 H/W의 급격한 발전과 CFD S/W의 개발로 하부

격자규모(Sub-Grid Scale, SGS)의 와류까지 자세히

모사할 수 있는 LES(Large Eddy Simulation, LES) 모

델을 사용하고 있어 그 단점은 점점 상쇄되고 있다.

팬에 대한 음압을 예측하기 위해 Neise[13]의 연구

를 기초하여 팬 소음의 주요한 원인인 팬의 끝단(tip)

과 베인(vane)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힘의 교란을 일

으키는 이극(dipole)을 활용하였다. 즉, 회전하는 임

펠러와 정지한 케이싱에서 발생하는 이극에 의한 음향

장을 예측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은 일반

함수(generalized functions)를 사용하여 기본 유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식이며, FW-H 방정식

을 따르는 불균일파(inhomogeneous wave) 방정식

으로 표현된다. 지배방정식의 여러 항들은 각각 단극

(monopole), 이극(dipole), 사극(quadrupole)을 나

타낸다. 한편, Neise의 연구로부터 유체기계에 의한

주요 소음은 이극(dipole)이 주된 요인임을 보고됨에

따라 이극(dipole) 항만을 고려하여 팬 유동소음 예측

을 위해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움직이는 점 힘(point force)에 대한 음

압(aeroacoustic pressure)이 힘과 가속도의 시간 변

화(time variation)를 사용함으로써 회전체에 의해 자

유장에서 소음원이 방사(radiation)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극 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음향장에서 물

체에 의한 소음의 확산(scattering), 반사(reflection),

굴절(refraction)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CFD에서 사용하는 격자를 유동소음해석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형상에 대한 움직

이는 점 힘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유동

소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음원 위치를 예측

하기 위하여 지배방정식 중 특정항을 “aeroacoustic

source strength”로 정의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유동

소음원을 가시화하였다.

3. 공력소음해석을 위한 고려 사항

그림 3은 유동장에서 유체에 의한 표면 정압(static

pressure)에서 음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개략도이며,

유동소음해석을 위한 순서도이다.

3.1 비정상 상태 유동장 해석

비정상 상태의 유동장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형상 모델링, 격자생성, 난류 모델 및 경계조건 설정,

계산 및 후처리 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도면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CFD를 위한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상 유동장 해석을 위해서는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간(volume)인 회전부와 그 회전부를

감싸고 있는 고정부로 나누어야 한다. 격자계를 구성

하기에 앞서, 난류모델, 벽면 근처에서 경계층 유동장

예측을 위한 벽함수 사용여부, 시간 간격(time step),

등에 따라 격자의 수준과 질 등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결정하여, 지배 방정식을 이산화할 수 있도록 격자계

그림 3. 유동소음해석 순서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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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설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된다. 회전부에 대해 각

속도를 부여하여 시간에 따라 회전하도록 하며, 일반

적으로 원기둥과 같은 형상의 회전부를 구성하고 있는

면들과 그 면들에 접하는 고정부의 면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치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내삽

(interpolation)하여 해를 얻을 수 있는 sliding mesh

조건을 부여한다. 또한 공력소음예측을 위한 면들에 대

해 사전에 명칭(naming)을 부여/구분하여 공력소음

해석을 위한 사전 입력 데이터(input data)를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한다.

3차원 형상에 대한 비정상 회전체 유동장 해석을 수

행하기 때문에 회전체의 충분한 회전 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회전체 회전에 의한 유동장의 비정상성

(unsteadiness)이 안정화(stable)되기까지 필요한 회

전수(No. of rotation)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유동장

의 상태량을 모니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주파수의 해상도(resolution)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전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3.2 공력소음해석을 위한 전처리

그림 4는 공력소음 예측을 위한 전처리 과정의 한

예이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CFD로부터 공력소음

을 고려하고자 하는 형상의 표면 격자점(그림 5 참조)

과 비정상 유동장에서 시간에 대한 표면에서의 압력분

포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로를 지정한다. 그 후

CFD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개수와 회전체의 회전 축,

회전 중심, 회전 방향, 회전 속도, 팬으로부터 마이크로

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위치좌표 등을 설정한다.

그림 4. 공력소음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설정

그림 5. 공력소음해석용 비정렬 격자

그림 6. 유동소음원 분포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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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A 적용 해석 결과

4.1 축류 팬의 공력소음 가시화 

그림 6는 랙 마운트 서버(rack mount server)에서

사용되는 축류 냉각 팬에 대한 공력소음해석의 예이다.

팬의 직경은 0.076 m이며, 회전속도는 7,000 rpm

이다. 소음원 분포도를 통해 주요 소음원이 팬의 깃 앞

전 끝단과 케이싱의 안쪽 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랙 마운트 서버의 특성상 박스형태의 케이

싱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clearance를 가지고 있지

않아 케이싱의 평탄한 부분이 소음원으로 나타났다. 또

한 그림 7의 소음 스펙트럼을 통하여 BPF와 그 조화주

파수의 토온소음과 케이싱의 평탄한 면으로부터 발생

되는 4x의 토온 소음을 확인할 수 있고 coherence

analysis를 통해서 그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공력소음해석을 통해 가시화된 각 소음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팬의 저소음화를 위해서 비정

상 유동장에서 소음원을 유발하는 유동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8은 전기전자 제품의 발열의 정도에 따라 냉각

모듈의 작동조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작동조건에 따른

공력소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경우는 팬의 상/하류 압력차(Δp) 변화에 따른 소음원

분포를 나타내며, 압력차가 커짐에 따라 깃 앞전에서

끝단으로 소음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보인다.

4.2 Radial 팬의 공력소음 가시화 

그림 9는 휴대하기 편리한 울트라 노트북과 같은 소

형 휴대용 전기전자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형 냉각

radial 팬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안에서 발생되는 열을

노트북의 뒤쪽 또는 아래쪽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여

식히는 방열부분에서 사용된다. 팬 직경은 0.032 m

이며 케이싱에서 배출구의 면적은 가로 0.040 m, 높

이 0.003 m이다. 회전속도는 10,460 rpm이다. 소

음원은 팬에서 끝단, 케이싱과 근접한 팬의 아래면, 케

이싱에서 cut-off 근처와 배출구 쪽의 아래 면에서 보

이고 있다. 가시화된 소음원의 위치와 radial 팬의 유

동구조를 고려하여 임펠러의 끝단을 수정하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4.3 저소음화 과정

그림 10은 쉬라우드에서 예측되는 소음원을 줄이기

위해 팬의 형상을 재설계하여 쉬라우드 안쪽 면에서 소

음원을 줄이기 위한 저소음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유동소음의 가시화를 통하여 소음을 야기시키는 유동

그림 7. 공력 소음 스펙트럼 [10]

그림 8. 작동조건에 따른 유동소음 분포도

그림 9. Radial fan의 유동소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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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확인한 후 팬을 재설계하여 저소음 팬을 개발하

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1은 공력소음 가시화를 통해 소음원의 위치

를 파악한 후 저소음화 과정을 적용하여 소음원을 줄

인 사례이다. 이 축류팬의 직경은 약 0.170 m, 회전

속도는 2,850 rpm이다. 왼편에 나타난 팬의 압력면

에서 보이는 소음원의 위치에 기초하여 비정상 유동

해석 결과를 통해 깃의 끝단이 케이싱의 앞단에서 떨어

진 박리유동과 상호간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케이싱의 앞 형상을 곡률을 가지게 함으로써 깃의

압력면에서 소음원의 영역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케이싱의 형상을 수정함으로써 OASPL가

1 dB이상 감소하였다.

5. S/W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개발

고성능 H/W의 발전은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격자

를 해석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에 따라 공력 소음

해석 S/W의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S/W는

32bit로 개발되어 메모리의 한계로 인한 격자수 제한

이 있었는데, 이를 64bit S/W 재개발을 통해 해결하

였다. 처리 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시화 능력향상

도 필요하여 가시화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처리속도

를 높였고, 기존 후처리 contour의 불편한 모양을 부

드러운 contour라인 적용을 통해 개선하였다. 사용자

편의가 고려되지 못한 기존의 GUI는 리본 메뉴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였고,

도킹 패널을 적용해 사용자가 화면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는 개선된 S/W의 외형

을 나타내고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유동소음의 소개, 유동소음 가시화를 위한

수치해석 방법, 유동소음을 줄이기 위한 과정을 소개

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저소음화를 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소개되고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으나, 소음원의

위치를 가시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림 10. 유동소음 저소음화를 위한 과정

그림 11. 유동소음 저소음화 적용

그림 12. 개선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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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유동소음 가시화를 통해 서로 보완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저소음화 및 제품 개발 기간 단

축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

으로 발달될 고성능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복잡한 형상

과 대용량의 형상모델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하여 비정

상 상태 유동장과 소음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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