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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임펠러의 구조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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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dern industries are highly being developed, it is required that mechanical parts have to be manufactured with a high 
precision. In order to have precise parts, error-free designs have to be done before manufacturing with accuracy. For this intention 
being fulfilled, a mechanical analysis is essential for design proof. Nowadays, FEM simulation is a popular tool for verifying 
a machine design. In this paper, an impeller, being utilized in a compressor or an oil mixer as an actuator, is studied for an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afety of an impeller for a proof of its mechanical stability. A static analysis 
for stress, strain, and deformation within a regular usage is examined. This simulation test shows 357.26×106 Pa for maximum 
equivalent stress and 0.207mm for total deformation. A fatigue test is carried to provide durability and its result shows that 
minimum safety factor is 3.2889, which guarantees that it runs without a fatigue failure in 106 cycles. The natural frequencies 
for the impeller is ranged from 228.09Hz to 1,253.6Hz for the 1st to the 6th mode. Total deformations at these natural frequencies 
are shown from 6.84mm to 12.631mm. Furthermore, Campbell diagram reveals that a critical speed is not found throughout 
regular rotational speeds. From the test results for the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uggested impeller is proved for 
its mechanical safety and good to utilize at industries.

Keywords：Impeller, Structural Safety, Structural Analysis, FEM, Campbell Diagram

1. 서  론1)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기계 부품 조립의 고 정밀도가
요구되어 엄밀한 설계와 제작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임펠러(Impeller)는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런아웃(Run 
out)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적으며 장시
간 사용되어도 피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수명이 증가된다. 임펠러는 다양한 형태로 기계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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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회전체로서 본 연구는 터빈형으로 기체를 압축
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체 혼합에 사용되는 비교적 회전
수가 높은 임펠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임펠러는 크기
와 형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형의
임펠러는 높은 회전 수에서 사용한다. 
임펠러는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생산 제조 이전에 설

계 검증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손상이나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계의 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에 의한 임펠러 날개의 과변형이나 파
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피로해석으로 내구성을
점검하여 설계수명 내에서 부품의 파괴나 손상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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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고속회전으로 인한 떨림과 이로 인한 변형
및 공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임펠러의 구조 안전
성(structural safety)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이런 임펠러는 수명 시간 동안 고장없이 계속하여 사

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비틀림 모멘트
하중과 날개 부위에 강한 압력 하중을 받게 되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품의 내구성을 중심으로 한 신뢰도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해석에 관한 방법론 Nahm and Ishikawa[16]

보다 정해석을 통한 임펠러의 변형 가능성, 피로해석을 통
한 설계수명 내의 내구성 및 진동 발생으로 인한 공진 가
능성 등을 점검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다.
임펠러의 구조안정성과 그 검증에 관한 논문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의 논문으로는 Bae et al.[1], Kang et al.[10], 
Yoo et al.[18]가 있다. 문헌 Yoo et al.[18]은 터보 차저 임
펠러의 시뮬레이션 해석뿐만 아니라 modal test 실험을 거
쳐 해석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Kang et al.[10]은 블레
이드의 유체적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통계적
인 방법을 이용하여 임펠러 형상의 최적 설계를 제시하였
다. 문헌 Bae et al.[1]은 임펠러를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할
경우 안전성에 관한 구조해석을 하였다. 
교반기 용 임렐러에 관한 논문으로 Hong et al.[6], Kim 

and Lim[12]이 있으며 Kim and Lim[12]는 수정 Harris식
을 이용하여 교반기의 베어링 강성 계수를 넣어 진동 특
성을분석하였고, Hong et al.[6]은 다양한형상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고유진동수와 변위량을 이용하였다. 
임펠러의 진동 해석을 다룬 논문 Kweon et al.[13]은 임펠
러의 회전 수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여 Campbell Diagram
으로 공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동특성에 관한 논문으로 Lee et al.[14]은 기어의 강성

계수를 계산하여 위험 속도와 안정성을 평가하였고 연성
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구하였다. 문헌 Kim et al.[11]
은 로터 다이나믹스 해석을 통해 나온 Campbell Diagram
을 바탕으로 모드 해석을 하였다. 
터보 임펠러 설계 기술에 관한 논문으로 Park et al.[17]은 

탈설계 성능예측을 수행하여 최적화 기법을 확립하였다. 
FEM을 활용한 회전체의 구조 안전성 평가에 관한 문헌으
로 Jung[8]은 정해석, 피로해석과 고유 진동 수를 구하여
Universal Joint의 설계를 검증하였다. 
문헌 Han and Cho[5]는 회전체의 조화 응답(harmonic 

response)을 구하고 기계적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문헌 Cho and Han[3]은 피로해석에서 진동의 샘플 진동
파를 적용하고 그 응답을 구하여 고유진동수에서 변형을
확인하였다. 문헌 Cho[4]는 통계적 기법으로 터빈 블레이
드의 파괴 해를 구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으로 von Mises 

최대 응력이 최소가 되는 설계가 피로 수명이 2배가 된다
는 것을 찾았다.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자동차 추진축 부품의 생산

성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에 관한 문헌 Jung[9]이 있으며
문헌 Jung et al.[7]은 Simulation을 이용한 기계부품의 구
조안전성 평가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응력 해
석과 피로해석을 하여 그 결과 치가 우수한 모델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펠러의 정해석, 피로해석, 진동해석, 동해석 및 공진

가능성을 종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한 문헌은 찾기
어려웠다. 기계부품의해석은컴퓨터의활용에힘입어계산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고자 FEM(Finite Element 
Method) 시뮬레이션 기법이 많이 활용된다[3-8, 15]. 따라
서 본 연구는 임펠러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피로
수명 및 진동 특성 등 기계적인 구조 안전성을 FEM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임펠러 형상 및 모델링

2.1 임펠러 형상

본 연구의 대상이되는임펠러는 아래 그림 <Figure 1>과 
같이 밑면의 반경 177.3mm, 높이 약 174mm, 윗면의 반경
약 41mm 이고 블레이드의 개수는 7개이며 각 블레이드
사이에 보조 split 블레이드가 있는 형태이다. 이 임펠러는
산업용으로서 사용 환경 50℃, 회전속도 15,000rpm 활용
된다. 

<Figure 1> Impeller Model

2.2 임펠러 모델링

임펠러의 블레이드를 비롯한 전체 형상을 CMM을 이용
하여 측정하고 이를 역 설계를 통하여 모델링한다. 임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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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의 주요 치수를 측정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Table 1>
과 같으며 블레이드 두께는 대략적인 측정치이며 임펠러
의 크기는 소형에 속한다. 

<Table 1> Dimensions for the Impeller

Design shape Dimension(mm)

Bottom Diameter 356.4

Top Diameter 82.134

Height 174

Max Width of Blade Inlet 80.216

Height of Blade Outlet 29.017

Thickness of Blade 4.367

블레이드의 직선과 곡선의 모서리 측정 점 data를 이
용하여 3D modeler인 CATIA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
<Figure 2>와 같다. 그림의 section curve를 토대로 하여
모델링을 완성한다.

<Figure 2> Section Curve of the Impeller

3. 임펠러 구조해석

3.1 메시(Mesh) 생성

임펠러의 메시 크기는 해석의 정확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메시 크기를 작게 해야 하나 해석 시
간을 고려하면 적당한 크기를 정해야 한다. 블레이드 부
위의 메시 크기를 8mm 한도로 생성한 결과 메시의 Node 
수는 155,857이며 Element의 수는 98,198개이다. Mesh는
4면체 형상으로서 TETRAHEDRON type으로 하여 미세
부위에서 메시가 기 형상으로 생성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3.2 구조해석 조건 적용

임펠러의 소재는 STS 630(17-4ph 강)으로서 stainless 계

열의 고 용화 열처리강으로서 항복 강도(1,175×106Pa)와
경도(HRC 40) 같은기계적특성치가높은것으로내력강의 
용도로 사용된다.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임펠러는 산업에서
적용 하중은 블레이드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2,050 
mmwg(20,103.6Pa)로 설계 되었다. 다음의 표는 임펠러 구
조해석 (structural analysis)을 위한 하중 조건을 나타낸다.

<Table 2> Analysis Conditions

Material STS 630(ph 17-4)

Load to Blade(normal) 20,103.6Pa

Rotation(central axis) 15,000rpm

Temperature 50℃

다음 표 <Table 3>은 구조해석에 관련된 소재의 상세
한 기계적 특성치를 나타낸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Category Properties Values

Mechanical
Modulus of Elasticity(Pa) 196×109

Poisson’s Ratio 0.27

Strength
Yield Strength(Pa) 1.175×109

Ultimate Tensile Strength(Pa) 1.31×109

Formability Hardening Exponent 0.22

Thermal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10-6/℃) 10.8

3.3 구조해석의 경계조건 

임펠러 상면과 저면에 3축의 병진과 3축 회전운동을
모두 구속하고, 중심축의 회전은 구속해제하여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하며 기타 축 회전은 모두 구속한다. 다음
<Figure 3>은 임펠러 모델의 mesh를 생성한 후 회전 조
건과 구속 조건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3> Conditions Applied and Fixed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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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펠러 구조해석 Simulation

4.1 정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이용하여 위에서 명시한
15,000rpm, 50℃, 20,103.6Pa 압력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정해석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로서 Max. Equivalent 
stress(최대 등가 응력) 357.26×106Pa이 임펠러 중심축 부
위에 나타났고 최대 변위 0.207mm는 임펠러 가장자리 한
쪽의 outlet 부위에서 나타났으며 그때의 최대 변형율은
0.0026448이었다. 다음 <Figure 4>는 Equivalent stress를
나타내며 <Figure 5>는 total deformation의 최대 값이 발
생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Figure 4> Static Analysis-Stress

<Figure 5> Static Analysis-Total Deformation

4.2 피로해석 

정해석과 동일한 경계 조건으로 임펠러의 피로해석한
결과 safety factor(피로안전계수)는 최소 3.2889로 나타났
고, 피로 수명은 최소 106 이상 사이클로 나타나 결과 값은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Budynas and Nisbett[2]). 피로파괴

이론은 일반 강의 극한 인장강도를 파괴 강도로 적용한
Goodman의 이론을 채택한다. 내구 한도를 나타내는 S-N 
curve의 입력 값들은 다음의 <Table 4>와 같고 <Figure 
6>은 피로해석의 결과에서 피로안전계수의 최소값 위치
를 나타낸다.

<Table 4> Endurance limit for S-N curve

Table of Properties Row 15: S-N Curve

A B

1 Cydes Alternating Stress (MPa)
2 1000 1241
3 10000 985
4 1E+05 781
5 1E+06 620

<Figure 6> Fatigue Analysis-Safety Factor

4.3 진동 특성

임펠러는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진동 특성이 중요하여
정해석의 구속 조건과 경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는 1차
228.25Hz부터 6차까지 1,254.2Hz로나타났다. 다음의 <Table 
5>는 임펠러의 고유진동수를 6차까지 나타내며, 다음의
<Figure 7>은 1차 고유진동 모드에서 total deformation을
보여준다.

<Table 5> Natural Frequencies

Mode Frequency Total Deformation(mm)

1 228.09 11.434
2 364.61 6.840
3 373.10 9.352
4 575.35 11.977
5 622.31 12.631
6 1253.6 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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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requency Response-Stress

<Figure 7> Total Deformation-Natural Frequency 1
st 

Mode

임펠러의 Harmonic Response(조화 응답)은 1차 고유진
동수가 228.09Hz부터 6차 1,253.6Hz가 나타났으므로 응
답의 확인 범위를 200~1,300Hz까지 적용하고 Damping 
ratio는 일반적인 금속 소재의 특성치인 0.02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 Frequency response는 233.Hz에서 중심
축 방향의 Normal stress의 최대값은 290.78×106Pa이고 최
소값은 -225.72×106Pa, 그때의 중심 축 방향의 directional 
deformation 최대값은 0.0851mm이고 최소값은 -0.072488 
mm를 나타냈다. <Figure 8>은 Frequency cycle에 따른 Nor-
mal stress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Figure 9>는 최대 발생
위치가 중심축 내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임펠러는 고속 회전하므로 공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Campbell Diagram을 통해 점검한다. 적용 회
전 수 15,000rpm을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점검한 결과
RATIO 1.0 직선과 고유진동수 선도가 교차하지 않으므
로 공진 가능성을 나타내는 critical speed는 나타나지 않
았다. 다음 <Figure 10>은 15,000rpm으로 회전하는 임펠
러의 Campbell diagram을 보여준다. 다음의 <Table 6>은
고유진동수 1차부터 6차 모드까지 각각에 대해 critical 
speed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사용 회전수 15,000rpm까
지 8개의 영역에서 1차부터 6차 모드까지 고유진동수를
구한 것이다.

<Figure 9> Harmonic response – Normal Stress

<Figure 10> Campbell Diagram and Natural Frequencies

 <Table 6> Critical Speed and Natural Frequencies at 8 

Rotational Speeds

Mode 1 2 3 4 5 6

Whirl Direction BW FW FW BW FW FW
Mode Stability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Critical Speed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1,875rpm 358.34Hz 384.02Hz 453.17Hz 576.86Hz 787.29Hz 1,363Hz
3,750rpm 357.91Hz 383.97Hz 453.04Hz 571.8Hz 795.46Hz 1,363Hz
5,625rpm 357.2Hz 383.89Hz 452.83Hz 564.2Hz 808.24Hz 1,364Hz
7,500rpm 356.17Hz 383.79Hz 452.52Hz 554.94Hz 824.76Hz 1,364Hz
9,375rpm 354.8Hz 383.67Hz 452.52Hz 554.94Hz 844.27Hz 1364.6Hz
11,250rpm 353.06Hz 383.52Hz 451.54Hz 534.34Hz 866.14Hz 1,365Hz
13,125rpm 350.92Hz 383.37Hz 450.81Hz 524.09Hz 889.94Hz 1,365Hz
15,000rpm 348.36Hz 383.2Hz 449.89Hz 514.37Hz 915.32Hz 1,366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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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분석 및 결론

5.1 임펠러 해석 결과 분석

임펠러의 구조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von Mises의
등가 응력, total deformation 및 변형율을 구한 구조해석
결과 한계치를 넘지 않는 상태이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
한다. 임펠러 소재의 인장 항복 강도가 1,175×106Pa인 것을 
감안하면 발생한 최대 등가 응력 357.26×106Pa보다 훨씬
크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며, total deformation은 임펠
러 밑면 원주 부위에서 발생하므로 원주 반경 177.3mm에
비해 변위 0.207mm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한다. 
피로 수명 사이클과 피로안전계수 모두 피로 파괴에

대해 안전하며 설계 수명 내에서 내구 한도까지 failure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유진동수 1차부터 6차까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Har-

monic response에서 directional deformation의최대값이 0.0851 
mm이고 최대 normal stress는 290.78×106Pa이므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ampbell diagram에서 crit-
ical speed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결론

임펠러는 공기 압축기 또는 유류 혼합기 등 산업용 기
기에서 많이 사용되나, 고속 회전체이므로 새로운 임펠러
설계 시에 그 안정성 평가는 필수 요소이다. 블레이드의
각 면에 수직 하중을 받으며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응력 및 피로파괴와 고유진동수에 의한 공진 발생 가능성
에서 구조안전성을 평가함으로서 설계를 검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임펠러의 FEM simulation해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임펠러 각 블레이드에 수직 하중 20,103.6Pa로 주어진
경우에 정해석 결과 항복 강도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2) 내구성 측면에서 정해석의 최대 응력 발생 부위에 최
소 안전 계수가 3.2889로 나타나 피로파괴 측면에서
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임펠러의 활용 특성상 고유진동수 측면에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6차 고유진동수까지 구하고 total de-
formation을 점검하였으나 최대값이 12.631mm이므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4) Campbell diagram 분석결과 임펠러 사용 회전수 15,000 
rpm 내에서 critical speed가 나타나지 않아 공진 가능
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응력 해석, 피로해석 및 진동 특성 분석을 종합
해 보면 임펠러가 정상 속도 환경하에서 사용된다면 기계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한다. 
향후 연구로는 임펠러가 터빈 내에 여타 부품들과 함

께 조립되었을 때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면 터빈의 안정성 검증에 관한 더 정
밀한 해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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