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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소음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정 태 빈

요 약

연료전지 자동차는 산소와 수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구동된다. 차량 내부에 엔진이 존재

하지 않으며, 기존 차량에서 발생하는 연소소음이나 기계소음이 없다. 대

신, 산소를 공급하는 원심형 블로워가 존재하여 차량 소음의 가장 큰 문

제가 된다. 최근 성능 중심적 요구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면서 원심형 블로워에 대한 소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소음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료전지 자동차용 원심형 블로워의 유동소음 특성을 실

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벽 압력신호와 유동소음 간의 연관성에 착안하여,

벽 압력신호를 바탕으로 유동소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이크를

이용하여 전체방사소음을 측정하고, 정압센서를 이용하여 벽 압력신호를

측정하였다. 두 신호 간 비교를 통해 벽 압력신호와 유동소음 간의 연관

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벽 압력신호를 바탕으로 회전속도와 유량계수에

따른 블로워의 유동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벽 압력신호와 전체방사소음은 유량계수에 따라 변화하는 음압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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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가 유사하다. 또한 저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피크 주파수의

위치와 상대적인 크기 및 형태가 일치한다. 즉, 벽 압력신호와 유동소음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블로워의 회전속도와 유동소음 사이

에는 선형의 비례 관계가 있다. 또한 회전속도에 따라 회전주파수와 날

개통과주파수, 그의 조화주파수들이 변화한다. 반면, 이를 제외한 유동소

음 특성은 회전속도에 영향 받지 않으며, 유량계수에 따라 변화한다. 임

펠러 입구 유동소음은 유량계수에 따라 포물선 형태로 변하며, 최고 효

율점에서 최소 소음을 갖는다. 임펠러 출구에서는 저유량 운전 시 톤 소

음이 급증한다. 이는 저유량 운전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스톨 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퓨저 출구 유동소음은 대부분 광대역 소음으로 이

루어져 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디퓨저 구간의 유동박리가 억제되며, 유

동소음이 감소한다.

주요어: 원심형 블로워, 유동소음, 소음 특성, 벽 압력섭동

학 번: 2011-20754



- iii -

목 차

요 약 ················································································································ ⅰ

목 차 ················································································································ ⅲ

List of Tables ··························································································· ⅴ

List of Figures ························································································· ⅵ

Nomenclature ······························································································ ⅷ

1. 서 론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내용 및 목적 ············································································· 2

2. 실험 장치 및 방법 3

2.1 실험 장치 ····························································································· 3

2.2 실험 방법 ····························································································· 4

2.2.1 성능 실험 ···················································································· 4

2.2.2 마이크 소음 측정 ······································································ 5

2.2.3 벽 압력신호 측정 ······································································ 6

2.3 실험 블로워의 성능 ··········································································· 8

3. 유동소음 평가방법 검증 10

3.1 벽 압력신호와 마이크 소음의 비교 ··············································· 10

4. 원심형 블로워의 유동소음 특성 12

4.1 회전속도에 따른 유동소음 특성 ··················································· 12



- iv -

4.2 유량계수에 따른 유동소음 특성 ··················································· 13

5. 결 론 16

참고문헌 ········································································································· 17

부 록 ·················································································································· 19

Abstract ········································································································· 43



- v -

List of Tables

Table 2.1 Specification of XCQ-093 25D pressure transducer

Table 2.2 Specification of the test blower

Table 2.3 Definition of A-weighting

Table 3.1 Operating conditions



- vi -

List of Figures

Fig. 2.1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system

Fig. 2.2   Setup of acoustic measuring instruments

Fig. 2.3   Schematic drawing of the test blower with locations of pressure 

  transducers, (a) Imp.IN, (b) Imp.OUT, (c) Diff.OUT

Fig. 2.4   Circumferential locations of pressure transducers, (b) Imp.OUT, 

  (c) Diff.OUT

Fig. 2.5   Centrifugal blower system in the fuel cell electric vehicle

Fig. 2.6   Mimetic diagram of the test blower

Fig. 2.7   Performance map of the test blower

Fig. 2.8   Total pressure loss in an inlet flow passage

Fig. 2.9   Efficiency variations of the test blower

Fig. 3.1   SPL of microphone signals (MIC.R) and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Fig. 3.2   Pressure spectrum level of microphone signals (MIC.R) and wall 

  pressure fluctuations, (a) =0.011, (b) =0.020, (c) =0.030

Fig. 3.3   Pressure spectrum level of the background noise

Fig. 4.1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Fig. 4.2   Non-dimensional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Fig. 4.3   Dynamic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Fig. 4.4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with rotating speeds, (a) =0.011, (b) =0.020, (c) =0.030

Fig. 4.5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at 3 measuring points 

  (Imp.IN, Imp.OUT, Diff.OUT)

Fig. 4.6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IN) with noise components



- vii -

Fig. 4.7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IN) 

  with noise components

Fig. 4.8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OUT) with noise 

  components

Fig. 4.9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OUT) 

  with noise components

Fig. 4.10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with noise 

  components

Fig. 4.11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with noise components

Fig. A.1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with flow 

  coefficients, (a) =0.0113, (b) =0.0135, (c) =0.0164,  

 (d) =0.0185, (e) =0.0202, (f) =0.0218, (g) =0.0232, 

 (h) =0.0255, (i) =0.0283, (j) =0.0303



- viii -

Nomenclature

Roman Symbols

  Passage width

  Sound speed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Diameter

  Frequency

  Incident wave of pressure

  Pressure spectrum level

  Mass

  Mass flow rate

  Rotating speed

  Pressure

 ′ Pressure fluctuation

  Total pressure

  Power

  Radius

  Reynolds number

  Sound pressure level

 ′
Non-dimensional sound pressure level

  Dynamic sound pressure level

  Temperature

  Transmitted wave of pressure



- ix -

  Impeller tip speed

  Number of impeller blade

Greek Symbols

  Pressure coefficient

  Flow coefficient

  Efficiency

  Density 

  Angular speed

  Total pressure loss coefficient

 ′ Pressure fluctuation coefficient

Subscript

  Inlet duct

  Impeller inlet

  Impeller outlet

  Volute inlet

  Volute outlet

  Design condition

  Isentropic condition

  Atmospheric condition

  Inlet

  Reference condition

  Root mean square



-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연료전지 자동차는 산소와 수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구동된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차량 내부에 엔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료전지시스템이라는 전력생산체

계가 존재하여 엔진의 역할을 대신한다. 즉, 기존 차량에서 발생하는 엔

진의 연소소음이나 기계소음이 없고, 대신 연료전지시스템 내의 전동기,

블로워 및 배관에 의한 소음이 큰 문제로 작용한다. 특히, 산소를 공급하

는 공기공급계의 원심형 블로워는 기계의 회전속도가 빠르고, 고속・고압
의 공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므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차내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설계 유량과 압력비에서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성능 중심의 요

구 이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감성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압축기

를 대상으로 한 소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임펠러 회전에 의

한 톤 소음이 원심압축기의 주요 소음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류 유동에

의한 광대역 소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1, 2]

Raitor와 Neise[3]는 실험을 통해 원심압축기의 소음 발생 메커니즘

을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마이크로 측정한 팁 간극 소음과 정압

센서로 측정한 회전 불안정성 신호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연료전지 자동차용 원심형 블로워에 대한 소음 연구 역시 선행되어, 마

이크 신호를 바탕으로 블로워의 소음 특성과 방사 소음의 지향성을 확인

하였다.[4, 5] 이 외에도 홴과 압축기의 설계 단계에서 소음을 예측하고,

설계 변수에 따른 소음 특성을 알아보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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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 블로워의 소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지만, 다양한 운

전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소음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연구의 초

점이 전체방사소음에 맞추어져 있어 유동소음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2 연구 내용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용 원심형 블로워의 유동소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벽 압력신호와 유동소음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착안

하여, 실험 블로워의 벽 압력신호를 유동소음 특성 연구에 활용하였다.

실험 블로워에 대한 성능 실험과 소음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소

음 실험은 마이크를 이용한 전체방사소음 측정과 정압센서를 이용한 벽

압력신호 측정으로 구성되었다. 전체방사소음과 벽 압력신호를 비교하여,

두 신호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벽 압력신호를 바탕으로 회전

속도 및 유량계수에 따른 블로워의 유동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심형 블로워의 유동소음 연구에 대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유동

소음 특성에 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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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성능 실험과 소음 실험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전체 실

험장치의 도식은 Fig. 2.1과 같다. 실험 블로워는 개방된 입구를 통해 대

기 조건의 공기를 흡입하고, 출구 배관을 통해 이를 배출하는 구조로 되

어있다. 유량은 출구 배관 중간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측정되었으며, 유량

조절에는 출구 배관 후단의 유량 밸브가 이용되었다. 회전속도는 컴퓨터

의 전자신호로 제어되었고, rpm 게이지를 통해 실제 회전속도가 재측정

되었다. 실험은 24,000~40,000 rpm의 회전속도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공

력 성능 측정을 위해 입구 배관과 출구 배관에 압력계(dTRANS p30,

ONDI, Korea)와 T-type 열전쌍이 설치되었다. 마이크 소음은 주변 소음

을 차단하는 실험 챔버 내에서 측정되었다.

마이크 소음 측정을 위한 실험 챔버의 내부 장치는 Fig. 2.2와 같다.

실험 블로워의 상부 1m 위치와 후방 1m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하였으

며, 각각 위치에 따라 MIC.U(Upper)와 MIC.R(Rear)이라 명명하였다. 설

치된 MIC.U와 MIC.R을 통해 전체방사소음이 측정되었다. 측정과 분석

에는 HEAD acoustics 社의 소음 측정 솔루션이 이용되었다.

벽 압력신호의 측정을 위해 실험 블로워 내부 주요위치에 정압 센서

(XCQ-093 25D, Kulite, USA)를 설치하였다. 정압 센서의 축 방향 위치

와 반경방향 위치가 Fig. 2.3에 나타나 있다. 원주방향 위치는 벌류트의

혀(tongue)에 근접한 위치로 Fig. 2.4와 같다. 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퓨저 출구에서 시간에 따른 벽 압력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각각

의 신호를 위치에 따라 Imp.IN, Imp.OUT, Diff.OUT이라 명명하였다. 벽

압력신호 측정에 사용된 정압 센서의 사양은 Table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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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블로워는 연료전지 자동차용 원심형 블로워다. 실제 시스템에서

는 Fig. 2.5와 같이 입, 출구에 각각 공기 정화기와 연료전지 스택이 연

결된다. 블로워는 구동을 위한 DC모터와 원심형 블로워가 직접 연결되

어 있는 형태이며, Fig. 2.6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블로워의 주

요 제원을 Table 2.2에 표시하였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다는 크기적 제

약으로 인해 디퓨저 구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2.2 실험 방법

2.2.1 성능 실험

실험 블로워에 대한 공력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으로 회

전속도와 유량을 설정하였으며, 회전속도는 24,000~40,000 rpm 범위에서

8,000 rpm 간격으로, 유량계수는 설계 유량계수(  )의 0.5~1.5배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입구 배관과 출구 배관의 압력계로부터 압력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퓨저 출구에서 측정한 정압

을 평균하여 해당 위치의 평균 정압량을 결정하였다.

성능 관계식

임펠러 팁 속도와 임펠러 직경, 공기 밀도를 이용하여 압력계수와 유

량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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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실험 블로워의 단 효율(stage efficiency)은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2)

입구 배관과 임펠러 입구 사이의 전압 손실은 모터유로 손실과 입구

손실을 포함한다. 이를 무차원화한 입구유로손실계수는 다음과 같다.

 





(2.2.3)

2.2.2 마이크 소음 측정

마이크 소음 측정은 성능 실험과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블로워를 운전시킨 상태에서 마이크를 통해 10초 동안 소음을 측정

하였다. 측정된 소음은 HEAD acoustics 社의 소음 측정 솔루션으로 실

시간 평가되었다. 10초 동안 측정한 음압레벨을 평균하여 해당 운전조건

의 전체방사소음 레벨을 결정하였고, 동일 데이터를 고속푸리에변환

(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속푸리에변

환 시에는 8192(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50% 오버랩(overlap),

해닝 윈도우(Hanning window)가 적용되었다.



- 6 -

2.2.3 벽 압력신호 측정

벽 압력신호의 측정에는 블로워 내부에 설치된 3개의 정압 센서가

이용되었다. 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퓨저 출구 위치에서 5초 동안

60 kHz의 샘플링 속도로 정압을 측정하였으며, 각 위치당 총 300,000개

의 정압 데이터를 얻었다. 측정된 정압 데이터에서 평균을 차감하여 벽

압력섭동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소음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

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Matlab을 이용하였다. 벽 압력신호를 환산하여 음

압레벨을 구했으며, 이때 A-weighting을 부여하여 인간의 청각 주파수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고속푸리에변환을 이용하여 벽 압력신호에 대

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벽 압력신호의 고속푸리에변환에는 사각

윈도우(Rectangular window)가 적용되었고, 주파수 분석 결과에 30번의

선형 평균(Linear averaging)을 취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주파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음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주파수 위치에서 강한 피크(peak)로 나타나

는 톤 소음 성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파수 스펙트럼에 골고루 퍼져있

는 광대역 소음 성분이다. 연구에서는 유동소음에 대한 두 성분의 기여

도를 확인하기 위해 톤 소음과 광대역 소음을 분리하였다. 먼저, 주파수

분석 결과를 1,500 Hz 단위로 분할하고, 이를 평균한 평균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해당 구간 내의 특정 주파수의 크기와 비교하였다. 가중치 5가

적용되었을 때, 톤 소음 성분과 광대역 소음 성분이 합당하게 분리되었

다. 즉, 주파수 성분의 크기가 구간 평균치의 5배를 넘을 때, 해당 주파

수 성분을 톤 소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성분을 광대역 소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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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계식

음압레벨을 나타내는  (Sound Pressure Level)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음압레벨에는 주파수에 따라 A-weighting이 부여되며, 이는

Table 2.3과 같다.

  log
′

dB 
 × Pa

(2.2.4)

음압레벨에서 회전속도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압력섭동계수

(′), 무차원 음압레벨( ′
), 구동 음압레벨( )을 새로이 정의

하였다. 이들은 다음 식을 따른다.

′ 




′
(2.2.5)

  log
′

log
′

log


 ′


(2.2.6)

유체기계 소음의 대표적인 주파수로 회전 주파수()와 날개통과주

파수(Blade passing frequency,  )가 있다. 이들은 다음 식을 따른다.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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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블로워의 성능

2.3.1 성능곡선

실험 블로워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입구배관과 출구배관에서 유

량, 압력,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2.7에 무차원 성능곡선이 나타나 있으

며, 실험 회전속도 범위(24,000, 32,000, 40,000 rpm)에서 각각 상사관계가

잘 성립하고 있다. 다만, 저유량 영역에서는 회전속도에 대한 성능곡선의

상사관계가 잘 맞지 않으며, 이는 블로워 입구와 모터유로에서 발생하는

입구유로손실의 영향 때문이다. Fig. 2.8은 입구배관에서 임펠러 입구까

지의 전압 손실을 무차원하여 나타낸 입구유로손실 곡선이다. 그래프를

통해 저유량 운전 영역의 입구유로손실이 유량계수의 자승에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저유량 운전의 불안정한 유동상태로 인해 전압손실

이 유속의 자승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다. 저유량 영역을 제외하면, 성능

실험 결과는 유체역학적 특성을 잘 따르며 반복성과 신뢰성을 가진다.

설계 유량계수(  )와 회전속도 40,000 rpm 조건에서 실험 블로워

의 압력계수는 0.3702이다.

2.3.2 효율곡선

실험 블로워의 단 효율을 유량계수에 따라 Fig. 2.9에 나타내었다. 효

율곡선 또한 회전속도에 대한 상사관계가 잘 성립하고 있다. 단, 회전속

도가 낮은 24,000 rpm의 효율은 나머지 회전속도의 효율에 비해 낮은 값

을 가진다. 이는 레이놀즈 수와 효율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압축기의 효율은 레이놀즈 수가 클수록 높으며, 아래의 경험

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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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

계산을 통해 24,000 rpm에서 발생하는 효율 차이가 위 경험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였다. 설계 유량계수(  )와 회전속도 40,000 rpm 조

건에서 실험 블로워의 단 효율은 6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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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동소음 평가방법 검증

3.1 벽 압력신호와 마이크 소음의 비교

본 연구는 블로워의 벽 압력신호를 바탕으로 유동소음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동소음 연구에 앞서, 벽 압력신호와 유동소음

사이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블로워의 전체방사소음(MIC.R)과 디퓨저 출구의 벽 압력신호

(Diff.OUT)가 Fig. 3.1에 비교되어 있다. 두 신호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

해 벽 압력신호를 음압레벨로 환산하였으며, 유량계수에 따라 이를 나타

내었다. 전체방사소음과 벽 압력신호 사이에는 70 dB 내외의 음압레벨

차이가 있다. 이는 계측 기기와 소음원의 거리 차이, 블로워 케이싱이라

는 장애물의 존재 유무에서 기인한 불가피한 차이이다. 따라서 음압레벨

의 절대적인 수치 차이 보다는 유량계수에 따른 음압레벨 변화추이에 더

주목해야 한다. 두 신호의 음압레벨 변화추이는 매우 유사하다. 실험 블

로워의 유동소음이 전파되어 전체방사소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

결과도출에 사용된 벽 압력신호는 유량에 따른 유동소음의 변화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Fig. 3.1에 표시된 세 가지 운전조건에 대해 주

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시된 운전조건의 정보가 Table 3.1에 나타나

있으며, 각 운전조건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는 Fig. 3.2와 같다. 그래프

에는 벽 압력신호와 전체방사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차례로 위치해

있다. 마이크로 측정한 전체방사소음에는 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

퓨저 출구의 벽 압력신호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음압레벨이

높은 임펠러 출구와 디퓨저 출구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많이 나타나며,

고주파수 영역 보다는 저주파수 영역에서 두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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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한 예로 7,500 Hz 이하 톤 소음 성분의 경우, 벽 압력신호와 전체

방사소음에서 나타나는 주파수의 위치와 상대적인 크기, 형태가 일치한

다. 이러한 결과는 음파의 투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투과하는 비율은 아래 식과 같이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8]

 


 (3.1.1)

저주파수 영역에 비해 고주파수 영역의 주파수 특성은 두 신호 간

차이가 크다. 특히 고주파수 영역의 대표 주파수라 할 수 있는 날개통과

주파수(12 kHz, 40,000 rpm)의 경우, 벽 압력신호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만 전체방사소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14 kHz의 위치에서 가

장 큰 톤 소음 성분이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음파의 투과 특성과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생각된다. 암소음 상태에서 측

정한 전체방사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를 Fig. 3.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

의 15 kHz 주파수에서 특정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실험

실 내부의 소음 특성이나 마이크의 계측 특성으로 의해 15 kHz 부근의

주파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벽 압력신호와 전체방사소음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

타낸다. 하지만, 전체 소음 특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저주파수

영역에서 그 특성이 같고, 유량계수에 따른 두 신호의 음압레벨 변화가

유사하다. 고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이 또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벽 압력신호와 유동소음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벽 압력신호를 바탕으로 유동소음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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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심형 블로워의 유동소음 특성

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퓨저 출구에서 벽 압력신호를 측정하여

유동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계유량의 0.5~1.5배에 해당하는 유량계수

범위와 24,000, 32,000, 40,000 rpm의 회전속도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측

정된 벽 압력신호를 음압레벨로 환산하여 해당위치의 유동소음으로 정의

하였다.

4.1 회전속도에 따른 유동소음 특성

회전속도 24,000, 32,000, 40,000 rpm에 대한 디퓨저 출구의 음압레벨

을 Fig. 4.1에 나타내었다.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디퓨저 출구의 음압레

벨이 높아지며, 유량계수에 따른 음압레벨 변화 형태는 회전속도와 무관

하게 일정하다. 그래프에 표시된 운전조건은 3.1절의 Table 3.1과 같다.

회전속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정의한 무차원 음압레벨과 구동

음압레벨로 기존의 음압레벨을 분리하였다. 먼저 무차원 음압레벨을 Fig.

4.2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음압레벨에서 구동 음압레벨을 제외하자 회전

속도가 다른 세 개의 음압레벨 곡선이 하나의 무차원 음압레벨 곡선으로

모여들었다. 유동이 불안정한 저유량 영역에서는 상사관계가 잘 맞지 않

지만, 이를 제외한 운전영역에서는 상사관계가 잘 성립한다. 즉, 저유량

운전을 제외하면, 실험 블로워의 유동소음은 유체역학적 특성을 따른다.

회전속도에 따른 구동 음압레벨은 Fig. 4.3과 같다. 그래프에는 다양한

유량계수에 대한 구동 음압레벨이 겹쳐서 표기되어있다. 구동 음압레벨

의 경우, 유량계수에 따른 변화가 적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 점들이 한

점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래프를 통해 회전속도와 구동 음압레벨 사이에

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량적으로는 회전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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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rpm 증가함에 따라 4.9 dB의 음압레벨이 상승한다.

표시된 (a), (b), (c) 운전조건에 대한 회전속도 별 주파수 분석 결과

를 Fig. 4.4에 나타내었다. 각 운전조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과를 살펴

봄으로써 회전속도에 따른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 스펙트럼의 크기는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즉, 회전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모든 주파수의 크기가 함께 증가하여 전체 음압레벨이 상승한

다. 또한 톤 소음으로 나타나는 피크들의 주파수 위치가 회전속도에 비

례하여 나타난다. 이는 회전주파수와 날개통과주파수, 그의 조화주파수들

이 음향 이론에 따라 회전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제외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형태는 회전속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동일 유량

계수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며, Fig. 4.4의 (a),

(b), (c)와 같이 유량계수가 변할 때 주파수 스펙트럼의 전체적인 형태가

변한다. 즉, 유동소음의 크기와 톤 소음의 주파수 위치만 회전속도에 의

해 변화하며, 이를 제외한 유동소음 특성은 유량계수가 달라질 때 변화

한다.

4.2 유량계수에 따른 유동소음 특성

회전속도를 40,000 rpm으로 고정하고, 유량계수에 따른 유동소음 특

성을 알아보았다. 실험 블로워의 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퓨저 출구

음압레벨이 Fig. 4.5에 나타나 있다. 표시된 (a), (b), (c) 운전조건은 3.1

절의 Table 3.1을 따른다. 임펠러 입구의 유동소음은 임펠러 출구, 디퓨

저 출구 유동소음에 비해 그 크기가 작다. 한 예로 최고 효율점 (b)의

임펠러 입구 음압레벨은 임펠러 출구 음압레벨 보다 15 dB 낮다. 즉, 실

험 블로워의 유동소음 대부분은 임펠러 회전에 의한 압력 교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 14 -

최고 효율점인 (b)를 기준으로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모든 측정위치

의 유동소음이 상승한다. 임펠러 입구의 경우, 유량이 증가할 때에도 유

동소음이 상승하여 (b)에서 유동소음이 최소가 되는 포물선 형태의 소음

곡선이 나타난다. 임펠러 출구에서는 유량이 증가하더라도 유동소음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며, 디퓨저 출구에서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소음이 감소한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각 측정위치에

대한 유동소음 결과를 소음 성분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음 성분은

톤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나누었으며, 두 성분의 분리 방법은 2.2절에

설명되어있다.

임펠러 입구 유동소음의 성분 별 분석 결과를 Fig. 4.6과 Fig. 4.7에

나타내었다. Fig. 4.6은 유량계수에 따른 임펠러 입구의 음압레벨이고,

Fig. 4.7은 표시된 운전조건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이다. 임펠러 입구

의 경우, 전체 유동소음에 대한 톤 소음과 광대역 소음의 기여도가 비슷

하다. 톤 소음은 유량계수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광대역 소음은 운전조건

(b)를 벗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광대역 소음의 경우, 박리나 역류 같은

난류유동에 의해 발생한다. 즉, 최고 효율점인 (b)에서 임펠러 입구의 박

리가 최소화되고, 이에 따라 광대역 소음 및 전체 유동소음이 최소가 된

다. Fig. 4.7에는 임펠러 입구 유동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

다. 임펠러 입구 주파수 스펙트럼은 회전 주파수와 그의 조화주파수 성

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량계수에 따라 광대역 성분의 크기가 변화한

다.

임펠러 출구 유동소음의 성분 별 분석 결과를 Fig. 4.8과 Fig. 4.9에

나타내었다. 임펠러 출구의 경우, 최고 효율점에서 톤 소음이 최소가 되

며, 일정 유량 이하에서는 톤 소음이 급증한다. Fig. 4.9에 나타난 주파수

분석 결과로부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블로워가 일정 유량

이하에서 운전되면, 다른 운전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612 Hz의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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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나타난다. 또한 날개통과주파수(12,000 Hz)와 그의 절반에 해당

하는 스플리터에 의한 주파수(6,000 Hz) 근처에서도 612 Hz 단위의 조화

주파수가 나타난다. 즉, 실험 블로워가 저유량 영역에서 운전되면 내부에

회전하는 스톨 셀이 발생하고, 스톨 셀과 임펠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음이 급격히 증가한다. 실험 블로워에서 발생한 스톨주파수는 회

전주파수(666.6 Hz)의 9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회전 스톨의

스톨주파수로 알려져 있는 회전주파수의 20~30%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

이다. N.Kämmer와 M.Rautenberg[9]는 원심압축기의 스톨에 관한 그들

의 연구에서 회전주파수의 89% 속도로 나타나는 스톨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인듀서 스톨과 디퓨저 스톨의 중첩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디퓨저 출구 유동소음의 성분 별 분석 결과를 Fig. 4.10과 Fig. 4.11

에 나타내었다. 디퓨저 출구 유동소음은 톤 소음 성분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임펠러 출구 유동소음에서 나타났던 톤 소음이 사라지고, 광대

역 소음만 남아 디퓨저 출구의 유동소음을 구성한다. 즉, 임펠러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톤 소음은 디퓨저 구간을 지나며 상당부분 감쇠된다. 한

예로 운전조건 (b)에서 디퓨저 출구의 톤 소음은 임펠러 출구의 톤 소음

보다 10 dB 가량 낮다. 실험 블로워의 디퓨저 구간이 짧은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감쇠효과는 상당히 큰 수준이다. 또한 유량계수가 증가할수

록 디퓨저 출구의 유동소음이 줄어든다. 이는 빨라진 유속으로 인해 디

퓨저 구간의 유동박리나 역류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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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원심형 블로워의 벽 압력신호를 바탕으로 유동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블로워 내부(임펠러 입구, 임펠러 출구, 디퓨저 출

구)의 벽 압력신호와 블로워 외부의 전체방사소음을 측정하였다. 실험조

건으로 설정한 각각의 회전속도와 유량계수에 대해 음압레벨 비교와 주

파수 스펙트럼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벽 압력신호와 전체방사소음을

비교하였다. 벽 압력신호와 전체방사소음은 유량계수에 따라 변화하는

음압레벨의 형태가 유사하다. 또한 7,500 Hz 이하 저주파수 영역의 피크

주파수들 위치와 상대적인 크기 및 형태가 일치한다.

음압레벨을 새로이 정의한 무차원 음압레벨과 구동 음압레벨로 분리

하였다. 회전속도 성분을 제외하면, 회전속도가 다른 세 개의 음압레벨

곡선이 하나의 무차원 음압레벨 곡선으로 모인다. 회전속도와 구동 음압

레벨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며, 회전속도가 8,000 rpm 증가함에

따라 음압레벨이 4.9 dB 상승한다.

유동소음을 톤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분리하여 유량계수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았다. 임펠러 입구에서는 유량계수에 따른 톤 소음의 변화

가 없으며, 광대역 소음의 변화로 전체 유동소음이 변화한다. 유동소음은

유량에 따라 포물선 형태로 변하며, 최고 효율점에서 최소가 된다. 임펠

러 출구의 경우, 일정 유량 이하의 저유량 운전에서 톤 소음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스톨 셀이 발생하여 임펠러와 상

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디퓨저 출구의 유동소음은 톤 소음의 기여도가 매

우 적으며, 대부분이 광대역 소음으로 이루어져있다. 유량계수가 증가할

수록 유동박리나 역류가 억제되어 유동소음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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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실험 블로워의 벽 압력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를 부록으로 첨

부하였다. 실험 회전속도는 40,000 rpm이며, 유량계수는 0.0113~0.0303 범

위이다. 해당 운전조건의 결과가 Fig. A.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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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pecification of XCQ-093 25D pressure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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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Shroud

Inlet blade angle 57〫 65〫

Exit blade angle 50〫 60〫

Inlet diameter [mm] 46 70

Design rotating speeds [rpm] 40,000

Design mass flow rate [kg/s] 0.1

Design pressure ratio 1.5

Number of impeller blades 18 (9 main, 9 splitter)

Impeller diameter [mm] 140

 0.0643

Diffuser type parallel wall vaneless

 1.286

Volute exit diameter [mm] 72

Table 2.2 Specification of the test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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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center frequency [Hz] A-weighting [dB]

10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150

4,000

5,000

6,300

8,000

10,000

12,500

16,000

20,000

-70.4

-63.4

-56.7

-50.5

-44.7

-39.4

-34.6

-30.2

-26.2

-22.5

-19.1

-16.1

-13.4

-10.9

-8.6

-6.6

-4.8

-3.2

-1.9

-0.8

0

0.6

1.0

1.2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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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Definition of A-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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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0.011 0.020 0.030

 0.55 1.0 1.5

Table 3.1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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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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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etup of acoustic measur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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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3 Schematic drawing of the test blower with 

locations of pressure transducers, (a) Imp.IN, (b) Imp.OUT, 

(c) Diff.OUT

  
Fig. 2.4 Circumferential locations of pressure 

transducers, (b) Imp.OUT, (c) Diff.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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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entrifugal blower system in the fuel cell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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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Mimetic diagram of the test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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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erformance map of the test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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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otal pressure loss in an inlet flow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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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Efficiency variations of the test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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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PL of microphone signals (MIC.R) and wal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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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11

(b)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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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030

Fig. 3.2 Pressure spectrum level of microphone 

signals (MIC.R) and wall pressure fluctuations, (a) 

=0.011, (b) =0.020, (c)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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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ressure spectrum level of the background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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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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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ynamic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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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with rotating speeds, (a) =0.011, 
(b) =0.020, (c)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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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at 3 measuring 

points (Imp.IN, Imp.OUT, Diff.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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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IN) with noise 

components

Fig. 4.7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IN) with nois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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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OUT) with noise 

components

Fig. 4.9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Imp.OUT) with nois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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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SP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with 

noise components

Fig. 4.11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Diff.OUT) with nois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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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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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 Pressure spectrum level of wall pressure 

fluctuations with flow coefficients, (a) =0.0113, (b) 

=0.0135, (c) =0.0164, (d) =0.0185, (e) =0.0202, (f) 
=0.0218, (g) =0.0232, (h) =0.0255, (i) =0.0283, (j) 
=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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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el cell electric vehicle has no mechanical noise and combustion noise 

which are generated by combustion engine. Then, noise generated by 

centrifugal blower is the main problem of noise performance in fuel cell 

electric vehicle. This paper show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flow-induced noise characteristics of centrifugal blower for fuel cell electric 

vehicle. Wall pressure fluctuations and microphone signals were measured in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hey were calculated as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 and transformed using FFT. Wall pressure fluctuations clearly 

correspond to the microphone signals in low frequency range. Thus, wall 

pressure fluctuations are utilized to study the flow-induced no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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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al blower. Noise level of centrifugal blower has a linear relationship 

with rotating speeds. But the flow-induced noise characteristics do not 

change with rotating speeds and they change with flow coefficients. 

Flow-induced noise at impeller inlet follows a parabolic curve with flow 

coefficients. As the test blower operates in low flow rates, high speed 

rotating stall is occurred at impeller outlet and tonal noise increase rapidly. 

As flow rates increase, high dynamic pressure suppresses the separations in 

diffuser section. Thus, flow-induced noise in diffuser section decreases. 

Keywords: Centrifugal Blower, Flow-Induced Noise, Noise 

      Charactersitics, Wall Pressure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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