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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올해는 진공청소기가 등장한 지 105 년째 되는 해다. 

집안에서 구석구석 먼지를 청소하는 진공청소기의 기술이

요즘에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구조를 분석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현재 가전제

품의 개발방향이 고효율화, 다기능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들의 안목

과 선택의 조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공청소

기의 진동 및 소음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진공청소기의 팬모터는 분당 30,000 회 이상의

고속회전을 하면서 축에 연결되어 있는 임펠러를 회전시켜

공기를 흡입,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

정속에서 여러 가지 진동 및 소음을 일으키게 된다. 물론

모터 자체의 소음과 진동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진공청

소기의 소음과 진동은 팬모터에 의해 많은 양의 공기가 좁

은 흡입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기와 흡입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청소기를 대상으로 이러한 소음을

직접 측정해 봄으로써 팬 모터에 의한 소음 특성 및 백색

소음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팬 모터의 구조 및 구동 특성

진공 청소기는 청소기 본체와 파이프, 호스, 브러쉬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 모터가 흡입력을 발생시키면 공

기의 유동은 브러쉬 입구를 통하여 파이프, 호스를 거쳐

본체를 통과하여 밖으로 배출되게 된다.
팬 모터는 본체의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Fig. 1 은 팬

모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팬 모터는 크게 케이

싱, 임펠러, 디퓨져, 축 및 베어링 등의 기구부와 아마츄어, 
필드, 정류자, 브러쉬 등의 전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서 22 번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임펠러(impeller) 인데 임

펠러가 회전하면 주위의 공기들도 같이 회전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 공기들이 관성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몰

리게 되면서 안쪽 부분은 공기 분자가 적어 준 진공상태, 
즉 저기압 상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진공력이 생기며 이

힘으로 공기중의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진공 청

Fig. 1 A internal construction of the fan motor

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먼지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걸러

지며, 깨긋한 공기만 모터를 냉각시키면서 다시 바깥으로

배출된다.
청소기의 소음은 위와 같은 배기류에 의한 유체소음과 모

터의 회전, 진동에 의한 본체소음이 주를 이룬다. 이들 각

소음원에 의해 발생하는 청소기의 소음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a) 500 Hz 대역 : 팬 모터의 진동 소음

(b) 1~3K Hz 대역 : 브러쉬 흡입소음

(c) 5K Hz 대역 : 브러쉬 및 본체 유체 소음

(d) 9K Hz 대역 : 배기 소음

따라서 진공 청소기용 팬 모터에 의한 소음 특성은 전 주

파수 대역에 걸쳐서 백색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팬 모터의 소음 특성 실험

3.1 실험 방법

진공청소기의 소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팬 모터를 대상으로 흡읍재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와 장착 했을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하

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정격전압

(V)
소비전력

(W)
회전수

(RPM)
정격주파수

(Hz)
임펠러

날개수

220 1,130 30,300 60 9 개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fan motor

Table 1 은 실험에 사용한 팬 모터의 정격 조건과 임펠러의

날개 수를 나타낸 표이다. 또한 임펠러 하단에 위치해 고

속저압의 공기를 저속고압의 공기로 바꿔주는 디퓨져

(diffuser)의 날개수는 17 개이다. 실험은 당 연구실에 설치

되어 있는 포터블 펄스 측정장치로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팬 모터 및 청소기의 상면과 전면 및 후면에서 각각 30Cm 
떨어진 위치에서 10 초간 센서를 작동시켜 측정하였다. 흡

음재는 팬 모터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1.5Cm 의 스펀지와

고무패드를 사용하였다.

3.2 실험 결과

Fig, 2 The top of fan motor using non acoustic ab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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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front side of fan motor using non acoustic absorbent

Fig, 4 The back side of fan motor using non acoustic absorbent

Fig, 5 The top of fan motor using acoustic absorbent

Fig, 6 The front side of fan motor using acoustic absorbent

Fig, 7 The back side of fan motor using acoustic absorbent

Fig. 2 부터  Fig. 7 까지의 그래프들은 팬 모터에 흡음재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팬 모터의

상단, 전면, 후면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 결과가 말해주듯이 흡음재를 장착한 경우에 있어서

확실히 소음저감효과가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팬
모터의 상단과 후면 보다는 전면에서의 소음진폭(dB)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 은 흡음재를 장착했을 경우 팬 모터 전면에서의 주

파수 대역에 따른 소음(dB)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지면관

계상 다른 조건 에서의 결과 그래프들은 생략하였다. 앞에

Fig, 8 The frequency and noise in the front side of fan motor

서 언급했다시피 진공청소기의 팬 모터에 의한 소음 특성

은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백색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Fig. 8 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특히 1000 Hz 부터

10000 Hz 사이의 주파수에서 소음의 진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진공청소기용 팬 모터에 의한 소음 특성

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1. 본 논문 에서는 두께 1.5Cm 의 스펀지와 고무패드가

접착되어 있는 흡음재를 사용하였는데 흡음재를 사용하였

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7~18(dB) 정도의 소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진공청소기용 팬 모터의 세부 위치에 따른 소음 특성

을 규명해 보았는데 다량의 공기를 좁은 흡입구로 빨아들

이는 팬 모터의 전면부, 즉 임펠러 및 디퓨져가 위치해 있

는 부분에서 소음진폭(dB)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3. 진공 청소기용 팬 모터에 의한 소음은 전 주파수 대

역에 걸친 백색소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특히 1K Hz 에서 9K Hz 대역 에서의 소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팬 모터에

의한 백색소음 중에서 1K Hz 에서  9K Hz 대역에 해당하는

공기 흡입소음 및 본체 유체소음이 백색소음의 주를 이룬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흡음재에 대한 자세한 물성치를 고려하

지 않고 실험을 진행 하였는데, 이번 연구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흡읍재에 따른 팬 모터의 소음 특성 연구 및 팬 모

터의 소음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 할 계획

이다. 

참고문헌

1. Leo L. Beranek, “Noise and Vibration control,” McGRAW-
HILL, 1971.

2. Colin H. Hansen, Scott D. Snyder, “Active Control of Noise 
and Vibration,” E & FN SPON, 1997.

3. Frank Fahy, “Sound and Structural Vibration,” ACADEMIC 
PRESS, 1985.

4. 박용, “회전기계의 진동, 소음 그 원인과 대책, 해석, 조
사, 진단,” 세화출판, 1992.

5. 최인환, 채희권, “진공 청소기용 팬 모터의 소음저감대

책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

문집, pp.67~72, 1994.
6. 전완호, 이덕주, 유기완, “진공청소기 원심팬의 유동과

소음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130~135, 1995.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