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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bo-fans for a FFU unit should be aerodynamically designed to provide the FFU system with the 
given flow-rate at the lowest rotational-speed b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effect with the FFU casing. 
In this study, slim and highly efficient turbo-fans are designed to satisfy the given performance at the 
specific speed by using the hybrid-stacking method of an inducer and a 2D-bladed turbo fan. The 
mean-line analysis, cascade theory, and CFD technique are all together applied to control the passage 
areas on the meridional plane from the inlet to the exit of the blade. Furthermore, the torque control 
algorithm is adop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within the constraints by the motor rpm-torque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ing measured performances of mock-up fa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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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입, 출구 높이(m)

  : 절대속도(m/s)
 ,   : 입, 출구 직경(m)

  : 회전속도(rpm)
  : 전력(W)
  : 전압(Pa)

  : 정압(Pa)

  : 유량(CMM)
 ,   : 접선속도(m/s)

  : 상대속도(m/s)

 ,   : 블레이드 각도( ° )

 : 미끄럼계수

 : 전력계수

 : 밀도()
 : 유량계수

  : 압력계수

1. 서 론

홴의 공력학적 설계는 설계 기법에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능, 소음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졌으며 홴이 이용되는 환경적 제약조건도 까

다로워져 보다 수준 높은 설계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터보홴은 비속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

을 내면서 회전수가 낮아 흡입, 토출저항을 가지

는 시스템인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의 FFU (Fan 
Filter Unit)에서와 같이 유동저항이 크고 저소음 

환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터보홴은 후향익 임펠러를 가지고 블

레이드가 홴의 직경에 수직한 방향으로 쌓여있는 

2차원 형상으로 표현된다. 터보홴의 설계변수로

는 익형변수인 코드길이(), 날개수(), 날개두

께()가 있고 임펠러 형상변수로는 입구각(), 출

구각(), 입구높이(), 출구높이()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설계된 홴은 원심형 유체기계 중 큰 

압력이 요구되는 압축기와 같은 3차원으로 적층

된 임펠러로 설계된다. 3차원 임펠러는 날개 주

위의 유선면에서 2개 이상의 곡률이 존재하며 날

개입구유동이 일반적인 터보홴과 달리 회전축방

향을 갖게 된다. 또한 2차원 임펠러는 벨마우스

를 거쳐 들어온 유동이 홴의 뒷판에서 약 90°로 

꺽인 후에 블레이드의 앞전과 마주한다. 이는 압

력손실로 이어지게 되어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 
3차원 임펠러는 벨마우스를 거친 유동이 블레이

드 앞전에 마주치게 유동이 많이 꺽이지 않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블레이드의 앞전과 뒷전

은 홴의 회전을 고려한 속도삼각형을 이용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홴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인자는 모터

의 특성이다. 모든 홴은 모터와 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터도 최고효율을 가지는 토크

지점이 존재한다. 홴 단품의 성능이 우수하더라

도 모터와 홴의 토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

면 전체적인 효율의 저하가 나타난다. 최적화되

는 작동점을 찾기 위해서는 홴에 사용될 모터를 

정하고 모터의 회전수에 따른 토크 및 파워 특성

에 맞춰서 홴을 설계 한다.
본 연구는 AC 모터를 사용하여 모터의 특성에 

최적화된 고효율 박판형 3차원 터보홴을 설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상태 삼차원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성능과 설계인자와의 경향성을 규명하

였으며 설계홴을 목업 후 성능을 ISO규격의 테스

트 챔버에서 측정하였다.

Fig. 1 Schematic of ISO Fan Test Chamber

Fig. 2 Motor Performance Curves

2. 실험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홴 성능 시험 장치는 Fig.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ISO 5801의 Figure 70g 
Type A test installations (Inlet-side test chamber)로
서 크게 테스트 홴 부분, 유량과 압력 측정 및 

유동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동이 머무는 정류실과 

노즐 부분, 테스트 홴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댐퍼 부분 그리고, 유량 및 압력 조절을 위해 상

류에 설치된 보조 홴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시

험장치의 부속장치로는 시험용 홴과 보조 홴의 

회전속도 제어를 위한 직류전원 공급 장치와 인

버터(Inverter), 측정범위가 800mbar～1200mbar이
고 ±0.15%FS의 정밀도를 가지는 디지털 대기압 

센서, ±1.0%RH와 0.2℃이내의 정밀도를 가지는 

디지털 온습도센서, 최대 측정압력 150mmAq(배
율5배) 와 100mmAq(배율7.5배)의 경사마노메타 

각 1개, 최대 500mmAq의 U형 마노메타, 
0~80,000rpm의 디지털 회전속도계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자동측정 처리와 분석을 위해 Data 
Acquisition / Switch Unit와 정밀도가 0.073%FS인 

0～25.4mmAq와 127mmAq 범위의 디지털 차압계

와 ±63.5mmAq와 ±381mmAq 범위의 디지털 정압

계가 추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터는 Fig. 2와 같은 운전 

특성 그래프를 갖는 모터로 약 1050rpm에서 약 

53%의 최고 효율을 갖는 AC 220V 60Hz 6극 모

터이다. 최고 효율점에서 약 5kgf∙cm의 토크를 

낼 수 있으며 홴이 그 이상의 부하를 갖게 되면 

모터는 최고효율점에서 효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회전수가 떨어지게 되며 소비전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홴 설계 시 모터의 특성에 잘 부합

되게 설계가 시도 되어졌다.



Fig. 3 Definition of Design Parameters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시험용 터보홴

은 모두 3개이며 각 모델의 설계 변수는 무차원

화 하여 Table 1에 정리되어 있으며 설계변수의 

정의는 Fig. 3에 도시되어 있다. #1, #2, #3모델은 

Fig. 4과 Fig. 5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모델의 블

레이드 사이의 익렬(cascade)이 점차적으로 유연

하게 변하는 형상을 갖고 유동이 흐르는 단면의 

변화 또한 일정 증가율을 가지도록 변하도록 설

계했다..

Fig. 4 Comparisons of Blade Cascades
and Passage Areas

Model #1

D1/D2 0.8

Dhub/D2 0.32

b1/D2 0.2133

b2/D2 0.1067

β2 27

Model #2

D1/D2 0.8

Dhub/D2 0.32

b1/D2 0.2133

b2/D2 0.1067

β2 27

Model #3

D1/D2 0.8

Dhub/D2 0.32

b1/D2 0.2133

b2/D2 0.1067

β2 25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of Models

3. 홴 설계과정 및 유동해석

3.1 설계 사양

터보홴의 설계 사양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

지만, 기본적으로 유량, 전압상승량, 회전수가 주

어진다. 유량과 전압 상승량은 설계에 반드시 필

요한 설계조건이고 회전수는 설계 시방으로 주어

지기도 하며 모터의 용량에 맞춰서 결정되어 지

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표 설계점은 압력계수 0.0718에서 

동력계수가 0.0067 이내가 되도록 하며, 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즉, 목표 유량계수를 

0.0656로 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3.2 임펠러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3개의 모델들에는 모두 입구 

유동부에 일종의 인듀서가 설계되어 있다. 인듀

서 설계 변수들은 Fig. 3에 도시되어 있다. 설계

된 모든 모델은 입구 유입유동이 반경방향으로 

회전속도 증가에 따른 입구 유동속도의 증가를 



고려하여 평균유입속도  에 1.2배의 가중

치를  에는 더하고  에는 0.8배로 감하

여 속도삼각형을 계산 후 임펠러를 설계 후 각각

의 회전속도성분  , 을 이용하여 입구 유동

각  , 를 계산하였다. 실제 블레이드 각도는 

 , 에 일정한 영각을 더한 각도로 설계되었

다.
이 입구 인듀서는 일반적인 2차원 블레이드 터

보홴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고효율 박판형 설계를 위해 인듀서 영역을 설계 

후 추가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여 효율이 증가하

도록 한다.
출구 임펠러 각도는 다음의 Euler 방정식을 기

본으로 하여 계산된다.



∆
            (1)

여기서 는 임펠러의 효율로서 유체 전달에너지

에 대한 전압 상승량의 백분율이다. 따라서 임펠

러의 효율을 가정하면, 임펠러 출구에서의 속도

성분 를 구할 수 있고 임펠러 출구 유동각도

도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펠

러에서 나오는 유동은 출구 임펠러를 따라서 흐

르지 않으며 약간의 미끄러짐(Slip)이 발생하므로 

출구 임펠러 각도는 유동각도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각도가 일 때의 미끄럼계수를 라고 하

면,    의 관계로부터 출구 속도삼

각형을 이용하여 출구 임펠러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tan  
          (2)

또한 미끄럼계수는 다음과 같은 Stodola의 식을 

사용한다.

  


 cot 

 sin 

         (3)

2.3 유동해석

설계된 네개의 모델에 대해 상용 유동 해석 프

로그램인 ANSYS CFX V11을 사용하여 유동해석

을 실시하였다. 계산영역은 주기적인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격자의 수를 줄이도록 한 

블레이드만을 포함한 유로로 형성하였으며, 격자

는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50,000개의 

노드와 엘리먼트로 구성된 정렬격자를 사용하였

다. 압력의 변화가 큰 블레이드 벽면에는 벽면 

경계층의 효과 반영 및 결과 해상을 위해 상대적

적으로 조밀한 격자를 구성하였다. 격자의 생

성으로는 상용 격자 생성 도구인 ANSYS Turbo 
Gird V11를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계산영역과 격

자 형상은 Fig. 5에 나타나 있다.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등의 지배방정식은 

FVM으로 이산화되며, 대류항과 확산항의 이산화

방법은 수정된 상류차분도식과 중심차분법이 사

용되었다. 레이놀즈 응력항의 계산을 위한 난류

모델은 SST(Shear Stress Transportation)모델을 사

용하였다. 이 모델은  모델과  모델의 장

점만을 융합한 모델로써 벽면 근처에서는  

모델이 사용되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델이 

사용된다. SST모델은 역압력구배로 인한 유동의 

박리현상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경계조건으로 입구에서는 정압조건, 출구에서

는 질량유량을 부여하며 주기적인 두 면에서 인

터페이스 되도록 하였다. 또한 출구에서의 질량 

유량과 계산영역의 회전속도는 홴 설계점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Fig. 5 Computational Grid



4. 결과 및 고찰

3.1 실험결과 

3개의 모델에 대한 홴 성능 테스트 결과가 Fig.  
6에 도시되어 있다. Fig. 6의 첫 번째 그래프(a)는 

유량계수와 압력계수에 대한 결과( )이며 두 

번째 그래프(b)는 유량계수의 변화에 따른 홴 전

압효율의 변화( )를 나타낸다. 세 번째 그래

프(c)는 유량계수의 변화에 따른 동력계수의 변화

( )이며, 네 번째 그래프(d)는 유량계수에 따

른 비속도의 변화(  )를 나타낸다. 

 와    그래프에서 보면 #1부터 #2, #3

으로 모델이 변하면서 설계압력계수일 때 유량계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최고효율점(BEP)이 설계

점에 비해 유량계수가 큰 쪽에 위치하고 있다. 
#1, #2, #3 모델은 모두 같은 직경을 가지고 #1 

모델에 비해 #2, #3은 출구폭을 소량 상승시킨 

모델이다. 원심형 홴은 출구폭을 증가시키면 최

고효율점이 유량계수가 큰 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최고효율점이 유량계수가 큰 쪽으로 이동

했다. 그리고 출구폭이 커지면 토크가 증가해야 

하지만 실험 결과 오히려 #1에 비해 #2, #3모델

의 경우 토크값이 줄었음을   그래프(c)를 통

해 알 수 있다. 
또한 모델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유선에 수직인 

면적을 출구면적으로 나눈 값의 변화가 Fig. 4에 

도시되어 있다. 선행 연구결과 출구면적이 감소

하면 유동의 가속이 일어나 일반적으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압력손실에 의해 효율이 떨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 모델의 경우 

면적의 변화가 일정하고 #2, #3 모델은 일정한 

증가율을 가지고 출구면적이 증가한다. 
그 결과 #1에 비해 #2 모델은 전압효율이 약 

6%정도 상승하였다. 
#2 모델과 #3모델은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설계 시방값이 같은 모델이다. 그러나 블레이

드의 익렬(cascade)이 입구각과 출구각으로 완만

하게 이어지게 최적화시켜 블레이드 사이에서의 

유동 박리가 줄어들어 # 3모델이 #2 모델에 비해 

설계유량계수에서의 동력계수가 작고 최고효율 

또한 약 5%가량 상승하였다.

3.2 유동해석결과

세 가지 모델에 대해 CFD를 통한 유동해석의 

(a)

(b)

(c) 

(d)
Fig. 6 Non-dimensional Performance Curves:

    (a) Pressure Coefficient (b) Total Efficiency
   (c) Power Coefficient   (d) Specific Speed

  



Fig. 7 Fan Model Performance Curves by CFD

Fig. 8 Velocity Vectors in Blade-to-blade 
Passages for Three Models

성능곡선이 Fig. 7에 도시되어 있다. 결과 값은 

실험값에 비해 다소 크지만 유량계수와 압력계수

와의 관계, 유량계수와 동력계수와의 관계의 상

관성을 비교해볼 때 실험값과 비슷한 경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입구각에서 출구각으로 이어지는 익렬이 

완만하게 설계된 #3의 경우를 제외한 #1와 #2의 

경우 블레이드 사이에 유동의 박리현상이 생겨 

압력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을 Fig. 8을 통해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경 대 높이비가 작은 박판형 

고효율 터보홴 설계를 시도하였다. 홴 입구에는 

입구유속의 속도삼각형을 고려한 인듀서를 적용

하였고, 임펠러는 3차원 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터보홴 입구에서 출구방향으로 단면이 감소

하거나 같을 때에 비해 출구면적이 증가할 때 효

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FFU와 같은 비속도를 갖

는 홴 설계 시 자오면 유로면적이 증가하도록 설

계하여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최적화된 

단면적 증가율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2. 터보홴 내부유로 설계 시 입구각에서 출구

각까지 블레이드 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블레이

드 부압면에서 유동의 박리에 의한 압력 손실이 

발생하여 효율이 저감된다. 따라서 임펠러 허브

부터 케이싱까지 익렬 굴곡을 최소화하여 홴을 

설계토록 한다.
본 연구는 성능, 소음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되는 환경적 제약조건도 까다로

워진 홴의 공력학적 설계를 보다 수준 높은 설계 

기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에너지관리

공단이 지원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신성이엔지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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