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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쾌적한 거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정용 냉장고의 소음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이 고객의 

제품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홴과 압축기는 냉장고의 소음 방사에 가장 기여도가 높

은 부품이며 여러 대의 홴이 하나의 가정용 냉장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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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ncreasing demand for high-quality refrigerators, nois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pri-
mary performance indicators. Fans are one of the highest contributing noise sources. Various types of 
fans are used in refrigerators. In particular, ice-making fans generate more noise as they operate ir-
regularly, and the associated noise may be transmitted directly through the piping system outside the 
refrigerator. In this study, the flow and noise performances of a centrifugal ice-making fan unit and 
its piping system are investigated. First, a virtual fan tester based on CFD techniques was developed 
and its validity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predicted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an actual fan tester. The predicted sound pressure spectrum was also compared with the correspond-
ing experimental spectrum. We observed good agreement between the two results in terms of blade 
passing frequency components. Fo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s of the ice-making 
fan unit and its piping system, the energy flux through the pipe and radiated noise levels from the 
system were computed and analyzed as indicators of the flow and noise performances, respectively. 
From the analysis results, certain parts of the pipe were identified to have the most adverse effects 
on the performances, and the related flow fields were analyzed in detail. Based on our analysis, a 
new design i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ce-making fan units. The new design re-
sulted in a reduction of the energy loss and vortex of the internal flow, and an increase in the vol-
ume flow rate of the unit by approximately 1.1 %.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050/KSNVE.2018.28.6.694&domain=http://journal.ksnv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Mijeong Shin et al. ; Numer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Improvement of Flow and Noise Performances of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28(6) : 694~700, 2018
┃

695

부에서 작동한다. 이는 냉장고에 사용되는 홴의 방사

소음이 넓은 주파수 범위의 소음 성분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빙용 홴은 불규칙하게 동작

하여 불쾌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소음은 냉장고의 파

이프를 통해 외부로 전파된다.
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Lee et al.(1,2)

은 H-CAA(hybrid computational aeroacoustics) 기법을 

사용하여 가정용 냉장고의 제빙용 홴의 BPF (blade 
passing frequency) 소음을 예측했으며, cut-off 영역의 길

이를 증가시킴으로써 BPF를 약 3dB 감소시켰다. 또한, 
H-CAA 기법을 이용하여 축류홴의 BPF 내부 소음을 

예측하였다. Heo et al.(3)은 기존의 홴의 날개-깃 뒷전

을 기울어진 S자 모양으로 변경하여 저소음 원심홴을 

개발했다. Shin et al.(4,5)은 반응표면법을 최적화 방법

으로 사용하여 원심홴의 고성능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
한 원심홴의 허브를 연장시킴으로써 원심홴의 유량을 

1 % 증가시켰다. Heo et al.(6)은 방사소음에 대한 원심

홴 장치의 볼루트(volute tongue) 영역의 상대적 기여도

를 분석했다. 또한, Heo et al.(7)은 홴 블레이드를 변경

하지 않고 쉬라우드의 입구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축류

홴 유닛의 공기역학 및 공력소음성능을 향상시켰다. 그
러나,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홴 유닛(즉, 홴의 날개 및 

둘러싸고 있는 쉬라우드)을 중점으로 연구되어왔다.
내부 유동 시스템은 홴과 같이 유동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과 함께 원하는 곳으로 유동을 이송할 수 있

는 파이프를 동시에 사용한다. 홴에서 발생한 유량과 

소음은 이러한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가감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용 냉장고

의 내부 유동 시스템의 일종인 제빙용 Ice-fan 유로 시

스템의 유동 및 소음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파이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산유체역학 기법

을 이용하여 가상의 홴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측정된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가

상의 홴테스터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예측된 음압레

벨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제빙용 홴에 의해 구동되는 파이프의 내부 유동성능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파이프 내부 유동장의 

에너지 플럭스와 시스템 방사소음레벨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유동 및 소음의 성능지표로 분석하였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이프 내 구

간을 확인하고 그 구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빙용 홴 장치의 유동 및 소음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2. 대상 Ice-fan 유로 시스템 성능 분석

2.1 대상 Ice-fan 유로 시스템 형상

Fig. 1은 홴에 의해 구동되는 냉기의 순환 시스템과 

Ice-fan 유로 시스템의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다. Ice-fan 
유로 시스템은 제빙용 홴, 하우징, 파이프로 구성되며 

작동 회전 속도는 1900 r/min이다.
가정용 냉장고의 뒷면에 있는 제빙용 홴은 차가운 공

기를 흡입하여 파이프를 통해 제빙기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Ice-fan 유로 시스템의 전체 유동 흐름은 폐쇄된 

루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전체 Ice-fan 
유로 시스템이 아닌 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부 파이

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의한 유동 및 소음성

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실험

먼저, P-Q 곡선과 음압 레벨을 측정하여 Ice-fan 유
로 시스템의 유동 및 소음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

다. Fig. 2(a)에서 볼 수 있듯이 AMCA 210-07(8)의 규

정을 충족시키는 홴테스터를 사용하여 홴의 유동성능

을 평가하였다. 홴테스터에는 흡입모드와 배출모드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흡입모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홴 테스터의 치수는 0.6 m × 0.6 m × 1.5 m이

며 5개의 다른 크기의 노즐을 통해 0.016 CMM ~ 9.46
CMM 범위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Fig. 2(b)에서는 

반무향실에서 대상 홴시스템의 소음성능 측정 현장 사

진을 나타낸다. 반무향실 크기는 4 m × 4 m × 2.7 m이

며 차단주파수는 150 Hz, 배경 소음은 20 dBA 미만이

다. B&K 4189 타입의 마이크로폰은 측정 전 1 kHz에

Fig. 1 Ice-fan flow system and flow direction of cold 
air for ice-making in household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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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4 dB의 순음신호를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측정 위

치는 가정용 냉장고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높이가 

약 0.65 m인 홴 중심에서 1 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보
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홴 회전속도는 음압레벨과 동시

에 측정되었다.

3. 수치해석

3.1 수치적 기법

대상 Ice-fan 유로 시스템의 유동 및 소음 성능을 예

측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유동성능 

측정장치인 실제 홴 테스터를 모사한 가상의 홴 테스

터를 개발하였다. Fig. 3은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의 홴 

테스터의 해석영역을 나타낸다. 실제 홴테스터를 모사

하기 위해 입구에는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홴 시스

템의 작동 지점과 일치하도록 노즐 전후 압력차를 주

었으며, 출구 압력은 1기압으로 고정하였다. 유동장은 

다음과 같은 비정상 비압축성 RANS 방정식을 사용하

여 해석하였으며 상용해석프로그램인 ANSYS fluent
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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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HVAC 파이프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Realizable k-ε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레이놀즈 응력 

항을 모델링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수는 약 

1천만개이다.

3.2 수치기법 검증

해석에 사용된 수치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측정한 홴 성능특성 곡선인 P-Q 곡선과(9) 
소음실험을 통해 얻어진 음압 레벨을 가상의 홴테스터

에서 수치해석 예측값과 비교하였다. Fig. 4(a)는 무부

하조건부터 실제 작동영역 부근까지 전산해석을 이용

한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예측된 유량 값이 

실제 실험값에 비해 동일 압력차에서 유량을 과다 예

측하지만 경향성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작동모델과 달리 수치해석 격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링의 단순화작업을 진행하며 홴 주변 구조물과 유

동장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의 단순화에 의해 유량이 

과다예측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b)에서 예측값

과 측정된 음압 레벨을 살펴보면, 예측된 BPF 성분과 

측정값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RANS 방
정식은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에 의해 유도되

(a) Fan performance tester

(b) Semi-anechoic chamber

Fig. 2 Experimental equipment

Fig. 3 Computational domain of V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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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해 고주파성분이 제거됨에 따라 광대역소음

의 예측값이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전체 및 2차 BPF(316.7 Hz)에서 음압 레

벨의 예측결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한다. 2차 BPF에서 

오차는 2.5 dBA인 반면 전체소음에서는 큰 오차율을 

보인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 시스템의 방사소음은 홴

에 의한 전체소음보다 1.7 dBA 증가된 값을 가진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이프의 전체시스템에 대한 소

음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홴 시스템의 유동성

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유동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

적으로, 형상 변경을 통하여 유량 성능을 개선시킨 후 

홴의 회전 속도를 감소시켜 이전과 동일한 유량성능을 
낼 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4. 수치해석 결과

4.1 유동장 분석

Fig. 5에서 파이프 유로의 성능분석의 용이성을 위하

여 설정한 수직한 횡단면들을 나타낸다. 파이프 내부 

길이 방향에 따라 수직한 면을 설정하고 면위에서 정량

적인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1번 ~ 7번 plane은 곡선

부에서 유동 특성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조밀하

게 설정하였다. 이는 홴에서 토출되는 유동이 큰 곡률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부를 지나며 유동 박리가 발생하

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10). 편의상 이 부분을 inlet이라 명명하였다. 
유동이 파이프 내부를 흐르며 발생하는 손실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 플럭스를 다음식과 같

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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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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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3)은 단면을 통과하는 에너지 플럭스를 식 (4)는 

두 단면 사이의 에너지 손실을 나타낸다. Fig. 6은 식

(3)와 식 (4)을 이용하여 계산한 파이프의 길이에 따른 

에너지 플럭스의 분포와 에너지의 손실을 보여준다. 
Fig. 6(b)에서 1번 ~ 7번 inlet 부분의 에너지손실이 큰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4.2 개선 모델

Fig. 7(a)에서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한 단면의 에

너지 플럭스 분포를 도시하였다. inlet 구간에서 에너지 

플럭스가 음수인 두 영역이 식별되었으며 이 구간을 R1

과 R2로 명명하였다. Bates et al.(11)은 곡률이 파이프 

(a) P-Q curve

(b) SPL

Fig. 4 Comparison of the P-Q curve (a) and SPL (b) 
predicted using the VF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Numerical Experimental result

Fan + pipe Fan + pipe Fan only

Overall X – 13.3 X + 1.7 X

2nd BPF X – 17.8 X – 15.3 X – 20.5

Table 1 Comparison of the SPL predicted using the 
VFT with experimental results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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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sectional monitoring planes along the pipe

(a) Energy flux (b) Energy flux loss
Fig. 6 Numerical results for energy loss of fan-driven flow inside pipe

(a) Original pipe (b) Modified model
Fig. 7 Energy flux contours on cross-sectional planes of original pipe(a) and modified mod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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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곡률이 낮을

수록 내부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연구를 하였

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R1과 R2 구간을 개선하였으며 

Fig.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경된 형상을 제시하였

다. 원래 모델에서 관찰된 음의 영역은 수정된 모델에

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Fig. 8은 와류를 나

타내는 대표적인 인자인 Q-criterion(12)의 분포를 비교

한 것이다. 응집된 와류 구간이 변형된 모델에서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9는 파이프 길이에 따른 에

너지 플럭스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개선 

구간에서 수정된 모델의 에너지 손실이 현저하게 감소

함을 보여준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제빙용 원심홴에 의한 파이프 내의 

유동 및 소음성능을 연구하였다. 첫째,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가상의 홴테스터를 개발하였다. 가상의 홴테

스터를 이용하여 P-Q 곡선과 음압 레벨을 예측하고 실

험을 통해 측정된 P-Q 곡선과 음압 레벨의 값을 비교

함으로써 수치해석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파이

프가 소음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주시 않는다는 결과를 

기초로, 파이프 요소들의 유동 성능을 에너지 플럭스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기초로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되는 파이프의 구간을 식별하고 단면에서 에너

지 플럭스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시하였

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곡선 구간을 개선시킨 설계안

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내부유동의 에너지 손실과 와

류가 감소되었고, 파이프 시스템의 유량은 약 1.1 % 
증가했다. 원칙적으로 개선된 유량성능을 가지는 시스

템의 홴 회전속도를 기존 모델과 동일한 유량을 가지

도록 감소시킴으로써 홴 회전 속도의 5제곱 ~ 6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홴 음향파워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범용성을 고려

할 때, 내부유동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홴 단독 

성능향상에 중점을 두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복잡

한 형상을 갖는 파이프의 형상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에 

전체 홴-파이프 시스템을 고려한 설계 가이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6R1D1A1A09918456).

References

(1) Lee, S., Heo, S. and Cheong, C., 2010, Prediction 
and Reduction of Internal Blade-passing Frequency Noise 
of the Centrifugal Fan in a Refriger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Vol. 33, No. 6, pp. 1129~1141.

(2) Lee, S., Heo, S., Cheong, C., Kim, S. and Seo, 

Fig. 8 Comparison of the Q-criterion contours be-
tween original and modified models.

Fig. 9 Comparison of energy flux loss of fan-driven 
flow along pipe between original and modified 
models



Mijeong Shin et al. ; Numer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Improvement of Flow and Noise Performances of ...

700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28(6) : 694~700, 2018

M.-Y., 2009, Computation of Internal BPF Noise of Axial 
Circulating Fan in Refrigerators,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 
19, No. 5, pp. 454~461.

(3) Heo, S., Cheong, C. and Kim, T.-H., 2011, Develop-
ment of Low-noise Centrifugal Fans for a Refrigerator 
Using Inclined S-shaped Trailing 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or, Vol. 34, No. 8, pp. 2076~2091.

(4) Shin, D., Heo, S., Cheong C., Kim, T.-H. and Jung, 
J., 2015, Optimization of Centrifugal Fan Blades for High-
performance/low-noise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Proceedings of the KSME Annual Fall Conference, pp. 
77~81.

(5) Shin, D., Ryu, S.-Y., Cheong, C., Kim, T.-H. and 
Jung, J., 2016,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low-noise 
Centrifugal Fan Circulating Cold Air Inside a Household 
Refrigerator by Reduction of Vortex Flow,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 26, No. 4, pp. 428~435.

(6) Heo, S., Kim, D. and Cheong, C., 2014, Analysis of 
Relative Contributions of Tonal Noise Sources in Volute 
Tongue Region of a Centrifugal Fan,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 33, No. 1, pp. 40~47.

(7) Heo, S., Ha, M., Kim, T.-H. and Cheong, C., 2015,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and Low-noise Axial-
flow Fan Units in Their Local Operating Region,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No. 9, 
pp. 3653~3662.

(8)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 Inc., 1985, 
Laboratory Method of Testing Fans Rating: An American 
National Standard, Publication 210.

(9) Bleier, F. P., 1997, Fan Handbook: Selection, Appli-
cation and Design, McGraw-Hill, New York.

(10) Shao, L., 1995, Accuracy of CFD for Predicting 
Pressure Losses in HVAC Duct Fittings, Applied Energy, 
Vol. 51, No. 3, pp. 233~248.

(11) Bates, A. J., Cetto, R., Doorly, D. J., Schroter, R. 
C., Tolley, N. S. and Comeford, A., 2016, The Effects of 
Curvature and Constriction on Airflow and Energy Loss in 
Pathological Tracheas, Respiratory Physiology & Neurobi-
ology, Vol. 234, pp. 69~78.

(12) Holmén, V., 2012, Methods for Vortex Identificati-
on, Master’s Thesis, Lund University, Sweden.

Mijeong Shin received B.S. degrees 
in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 Engineering from 
Pukyung National University in 2017. 
She is in the master’s cours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Her cur-
rent research interests are flow and 

noise performance of flow system.

Cheolung Cheong received his B.S. 
in Aerospace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7. 
He received his M.S. and Ph.D. de-
gree in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9 and 2003. He is 

now an professor at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Busan, Rep. of Korea.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fan noise, pipe flow 
noise, wind noise of high speed vehicles, underwater 
propeller noise, caviation noise, and computational 
aero-acoustics.

Tae-hoon Kim received his B.S. de-
gree from Changwon University in 
2003, M.S. degree from Pusan Natio-
nal University in 2005, Ph.D degre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8. He is currently a Principal 
Researcher at LG Electronics Co., 

Changwon, Korea since 2005.

Junhyo Koo received his B.S. degre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08 and M.S. degre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0, res-
pectively. He is currently a Senior 
Researcher at LG Electronics Co., 
Changwon, Korea.


	가전 냉장고 Ice-fan 유로 시스템의 유동과 소음 성능 개선에 관한 수치적/실험적 고찰
	ABSTRACT
	1. 서론
	2. 대상 Ice-fan 유로 시스템 성능 분석
	3. 수치해석
	4. 수치해석 결과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