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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umerical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to find the effects of
pressure losses by struts and rakes, and averaging methods on the performance 
of a multi-stage axial fan and a multi-stage axial compressor. Struts and rakes 
which produce pressure losses are installed upstream of the aerodynamic inlet 
plane in the fan and the compressor rigs. Some of normal stator vanes are sub-
stituted with thick vanes with total pressure probes to measure total pressure 
between stages. Three-dimensional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equa-
tions with k-ω SST turbulence model were applied to analyze the pressure losses
by the struts, inlet rakes, and thick instrumented vanes. The hexahedral grids 
were used to construct computational domain. Inlet pressure losses were eval-
uated for the compressor as a function of Mach number. The passage pressure 
losses due to the instrumented vanes were evaluated at the two speed lines in 
the fan. Total properties, such as pressure and temperature, were evaluated at
the exit of the fan and the compressor with two different averaging methods 
which are area-averaging and mass-averaging, respectively.

Key words : Axial fan(축류 팬), Axial compressor(축류 압축기), Pressure loss(압력손실),
Mass-averaging(질량평균), Performance evaluation(성능평가), Aerodynamic 
inlet plane(공력입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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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용 및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

진은 성능요구도가 높으며, 구성품의 성능에 따라 전

체 시스템의 성능이 변하고 사이클 매칭이 변경되어 

각 구성품이 설계의도와 다른 점에서 운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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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mferential location of inlet struts in the compressor rig

기 때문에 고효율 설계와 함께 정확한 성능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팬과 압축기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4). 

가스터빈 엔진의 성능평가는 크게 엔진 전체의 성

능평가와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핵심구성품의 성

능평가로 구분된다. 그중 팬과 압축기는 엔진의 입구

에 설치되어 있어서 입구부의 영향을 받으며, 통상 

터빈의 단수(number of stage)의 몇 배에 해당하는 

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별 성능 측정의 중

요성이 높다.

팬과 압축기의 전체 공력성능은 각각 공력입구면

(aerodynamic inlet plane, AIP)과 공력출구면을 기준

으로 측정해야 한다. 시험리그에서는 AIP 인근에 설

치하는 구조물과 레이크, 각 단별 전압력을 측정하는 

레이크 등의 영향을 받는다3). 측정 레이크가 압축기

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압축기 연구 개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Kang과 Ahn4)은 입구 

측정장치(instrumentation)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터보

기계 성능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이

크가 유로 입구 및 중간에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한 손

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영향을 평가하

여 팬 또는 압축기 성능 평가시 보정한다. 

가스터빈에서는 블레이드와 베인이 각각 원주방

향으로 반복되어 있고, 블레이드 팁 간극과 허브-팁

의 유로면의 차이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불균일 

유동(non-uniform flow)이 발생하게 된다. 불균일 유

동을 평균하는 방법은 측정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

어 중요하다. Cumpsty와 Horlock5)은 불균일 유동의 

평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3차원 유동해석

(CFD)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증가한

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터보기계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팬과 압축기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결과가 보고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

는 항공용 축류 팬6,7)과 축류 압축기8)의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 유동해석을 통하여 

시험 평가시 측정되지 않는 입구 스트럿과 레이크에 

의한 입구압력손실과 각 단별 두 개씩 적용된 레이

크형 베인에 의한 압력손실을 평가하고, 출구부에서 

측정한 면적평균된 전온도와 전압력을 질량평균된 

값으로 변환할 때의 상호관계를 구하고자 한다.

2. 시험리그의 측정장치

2.1 입구 측정부

2.1.1 스트럿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축류압축기는 가변입구베

인(VIGV)과 가변 1-2단 베인이 포함된 6단의 천음속 

압축기이다. 압축기 블레이드와 축이 포함된 로터부

를 시험리그에 지지하기 위하여 입구 유로에 Fig. 1

과 같이 8개의 스트럿을 설치하였다. 이 스트럿에 의

한 손실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스트럿 후

방에서 발생하는 후류(wake)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접하는 두 개의 스트럿의 중간 부분에서 

전압력을 측정하면 이 후류에 의한 압력손실을 평가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리그의 입구부에 설

치된 플레넘을 지나 유입되는 유동의 전압력을 인접

하는 두 개의 스트럿 사이에서 레이크로 측정하고, 

스트럿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동해석을 통하여 평가

하고자 한다.

2.1.2 입구 레이크

AIP에서 전압력을 측정하는 레이크는 레이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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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Inlet rake locations in the compressor rig. (a) Layout 
with inlet strut and rake. (b) Circumferential location of inlet 
rakes

(a)

(b)

Fig. 3. Interstage instrumented vanes in the fan and the 
compressor. (a) Fan (stage 1). (b) Compressor (stage 5) 

Table 1. Throat area reduction by interstage instrumented 
vanes (%)

Components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Fan 1.30 N/A N/A N/A N/A

Compressor 0.66 0.70 0.73 0.75 0.83

단부에 프로브가 있으므로 레이크 자체가 발생시키

는 전압력 손실은 측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 유동해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Fig. 2에 압축기 리그에서 입구 레이크의 위치

를 나타내었다. 팬과 압축기의 AIP에서 보정유량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은 보정유량, 는 측정유량, 는 Tt/Tt_ref, 

는 Pt/Pt_ref이다. Tt와 Pt는 각각 전온도와 전압력이

며, 하첨자 ref는 통상 표준대기조건을 나타낸다. AIP

는 압축기의 입구인 입구가변베인 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입구 스트럿과 레이크에 의하여 압력손실이 변

하면 입구 전압력이 증가하므로 입구보정유량도 변

하게 된다. 압력비와 효율도 이에 따라 변한다.  

2.2 단(stage)별 측정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축류 팬은 1단의 무차원 

비속도가 약 2.7인 팬으로서 총 2단으로 구성된 천음

속 팬이다. 각 단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3(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단별로 두 개씩 레이크 형태

로 베인을 제작하였다. 축류 압축기는 1단의 무차원 

비속도가 약 2.1인 압축기로서 총 6단으로 구성된 천

음속 압축기이다. 각 단별로 2개씩 레이크형 베인을 

설치하였다. Fig. 3(b)는 한 예로서 축류압축기 5단에 

설치되는 레이크형 베인을 보여준다. 레이크형 베인

의 두께는 동일 단의 일반 베인에 비하여 두꺼운데, 레

이크형 베인에 의하여 감소되는 유로 면적은 Table 1

과 같다. 감소된 면적(%)은 일반 베인으로만 설계될 

때의 각 단별 총 베인 목 면적(throat area)에서 두꺼

워진 레이크형 베인으로 인하여 감소된 총 목 면적

의 비율이다. 각 레이크형 베인은 1-3개의 프로브가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베인 두께가 

두꺼워진 부분만 고려하였다.

2.3 출구 측정부

팬과 압축기의 각 출구에는 전압력과 전온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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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Computational domains for the fan and the compressor 
rig. (a) Fan. (b) Inlet struts and rakes of the compressor

정하는 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 마지막 단의 베인 

사이를 원주방향 등간격으로 면적평균 개념을 적용

하여 레이크를 설치하였다. 각 레이크의 스팬 방향으

로는 팬과 압축기에 각각 7개와 3개의 프로브가 있는

데, 각 프로브는 등면적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이때 

각 프로브에서 측정하는 전압력과 전온도는 각각 등

면적 중심에서의 값이다. 일반적으로 성능 대푯값으

로서는면적평균보다는 질량평균 또는 모멘텀평균이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지만, 측정 장치 제작과 제한된 

공간에서의 설치 등의 한계로 인하여 면적평균 개념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로

서 시험시 측정된 면적평균 물리량을 질량평균으로 

물리량으로 변환할 수 있다. 전압력의 경우 면적평균

과 질량평균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출구면의 

전체 격자셀에서 계산된다. 


 ×                      (2)

 
 ×                     (3)

 여기서, A와 M은 각각 면적과 질량을 나타내며, 하

첨자 i는 각 격자셀을 의미한다. 

3. 유동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축류 팬과 압축기의 성능을 예측하

기 위하여 3차원 압축성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RANS)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2장에서 

언급된 여러 해석 중 팬의 1-2단 해석영역과 압축기

의 입구 스트럿과 레이크가 포함된 해석영역을 나타

낸다. 유동해석을 위하여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ANSYS CFX 18.29)가 사용되었고, 난류모델로는 

k- Shear Stress Transport (SST) 모델10)이 사용되었

다. 본 연구에서의 축류 팬과 압축기 유동장을 해석

하기 위하여 형상 정의, 격자계 형성, 경계조건 정의, 

유동해석 및 결과분석을 각각 ACBlade, Turbo-Grid 

또는 ICEM CFD, CFX-Pre, CFX-Solver 및 CFX-Post 

등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팬과 압축기를 지나는 작동유체는 이상상태의 공

기로 가정하였다. 각 입구의 경계조건으로 전압력과 

전온도조건을 부여하였고, 출구의 경계조건은 균일

한 상태의 정압조건 또는 질량유량조건을 적용하였

다. 동익과 정익의 표면에서는 O형 격자를 사용하였

다. 동익과 정익의 경계면은 ‘stage (mixing plane)’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상류영역의 물성치를 

원주방향으로 평균하여 하류영역으로 전달시키는 방

법을 의미한다. 

팬과 압축기는 원주방향으로 블레이드와 베인이 

주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일부 통로만 해석하

고 주기조건을 적용하였다. 각 단의 블레이드는 1개 

통로를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단별로 2개씩의 레

이크형 베인이 있기 때문에 베인 해석을 위해서는 

각 단별로 레이크형 베인 1개를 포함하여 단별 총 베

인 수의 1/2을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레이크형 베인 해석을 위한 압축기 유동해석은 

IGV-2단, 3-4단과 5단을 각각 해석하였으며, 각 출구

부는 코드길이의 4-5배로 정의하였다. 각 해석별로 

1,700만 개, 1,900만 개 및 1,800만 개의 격자가 사용

되었고, 블레이드 근처 y+의 평균값은 각 해석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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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otal pressure loss contours in the compressor. (a) At 
the axial location of  inlet rakes. (b) At the axial location of AIP

Fig. 6. Total pressure loss by inlet struts and rakes in the com-
pressor

10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격자의존성 및 수치해석의 

타당성은 Choi와 Choi8)에 의한 선행 연구에서 수행

된 결과를 기반으로 검토되었다. 레이크형 베인 해석

을 위한 팬 해석에는 약 1,100만 개의 격자가 사용되

었다.

평균법 비교를 위한 팬 및 압축기 해석 시에는 전

체 단을 해석영역으로 하였다. 유동해석에서 저유량 

영역에서 마지막 수렴점을 실속유량으로 결정하였

다. 대부분의 계산의 경우, 입출구의 유량 차이가 

0.1% 이하일 경우 수렴으로 판단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스트럿과 입구 레이크에 의한 입구 손실

축류 압축기의 입구부를 유동해석한 결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레이크 선단부와 AIP 사이

의 전압력 손실을 정의하였다.

          

  

                 (4)

Fig. 5(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개의 스트럿

에 의하여 발생하는 압력손실은 주로 스트럿의 후방 

후류 영역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스트럿

의 하류에 설치된 입구 레이크는 인접하는 스트럿 

중간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류에 의한 압력손실

을 측정할 수 없다. 압축기의 성능 평가시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은 압력손실

을 해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Fig. 5와 Fig. 6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레이크에서 전압력을 측정하는 위치는 프로브가 

설치된 레이크 선단이기 때문에서 입구 전압력 레이

크로는 자신에 의하여 발생된 압력손실을 측정할 수 

없다. Fig. 5(b)는 실제 리그에서 입구 전압력을 측정

하는 레이크 선단부로부터 AIP까지의 전압력 손실

을 보여주고 있다. 리그에서 압축기 성능을 측정할 

때 얻어지는 값에 이 손실을 추가하여야 AIP에서의 

실제 전압력을 평가할 수 있다. 

유동 마하수에 따른 전압력 손실을 시험과 해석에

서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Fig. 2(a)에 나타낸 

AIP에서 각각 유동 마하수를 정의하였다. 리그시험

에서 전압력을 측정하는 레이크 선단부 위치와 AIP 

위치에서의 전압력 손실은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유동 마하수에 따라 전압력 손실이 2차함수의 형태

로 증가하였고, 유동 마하수 0.5에서 압력손실은 약 

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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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Performance reduction by instrumented vanes for the 
fan. (a) Total pressure ratio. (b) Polytropic efficiency

(a) 

(b) 

Fig. 8. Relative Mach number contours at 0.9 span of (a) the 
fan (stage 1) and (b) the compressor (stage 5) near peak effi-
ciency points

4.2 레이크형 베인의 의한 손실

4.2.1 축류 팬

축류 팬 베인에 설치된 레이크형 베인에 의한 압

력손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RANS 해석을 한 결과, 

Fig.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다. 단

별로 레이크형 베인이 2개 존재하는 경우와 일반 베

인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해석을 하였다. 두 

경우의 압력손실의 차이는 Fig. 7(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0% 회전수의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약 

1.2%, 80% 회전수의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약 

0.44%를 보였다. 유량은 설계회전수의 초킹유량으로 

무차원화하였다. 효율 차이는 Fig. 7(b)에 나타내었

다. 100% 회전수의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약 

0.53%pt, 80% 회전수의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약 

0.28%pt를 보였다. 

본 해석은 블레이드-베인 및 베인과 블레이드 간의 

인터페이스를 ‘stage (mixing plane)’ 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1단의 두꺼운 레이크형 베인(instrumented 

vane)에 의한 후류의 영향이 2단 블레이드에 직접적

으로 전달되지 않고, 원주방향으로 평균되어 전달된

다. 보다 정확한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frozen 

rotor’ 기법을 각 위치별로 적용하거나 비정상 유동

해석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2.2 축류 압축기

축류 압축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일반 베인만이 존

재하는 경우와 IGV부터 5단까지 각 단별로 두 개씩

의 레이크형 베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해석에 있어서도 각 블레이드-베인, 

베인과 블레이드 간의 인터페이스에 ‘stage (mixing 

plane)’ 방법을 적용하였다. 

축류 압축기에서는 레이크형 베인을 각 단별로 2개 

설치하더라도 현재의 해석방법을 적용할 때 팬에서

의 차이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류 압축기에서의 레이크형 베인에 

의한 유로 면적 감소량이 팬에서의 감소량보다 작고, 

Fig.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압축기에서의 유동 

마하수가 팬에서의 마하수보다 작기 때문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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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Total pressure ratio and total temperature ratio by 
averaging methods in the compressor. (a) Total pressure 
ratio. (b) Total temperature ratio

(a)

(b)

Fig. 9. Total pressure ratio and total temperature ratio by aver-
aging methods in the fan. (a) Total pressure ratio. (b) Total 
temperature ratio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거나 

비정상 유동해석을 할 경우 실제 회전 상태 효과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3 평균법에 의한 영향 

4.3.1 축류 팬

축류 팬의 2단 베인 출구에서 전압력과 전온도에 

대해 각각 면적평균과 질량평균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a)와 Fig. 9(b)는 각각 효율을 정

의할 때 사용하는 물리량인 전압력과 전온도에 대한 

평균값이다. 100% 회전수의 최고 압력비조건에서 

질량평균된 전압력비는 면적평균된 전압력비보다 약 

0.22% 크며, 전온도비는 질량평균된 값이 약 0.14% 

작다. 

80% 회전수에서는 최고 압력비조건에서 질량평

균된 전압력비가 면적평균된 전압력비보다 약 0.44% 

크게 나타났다. 전온도비는 질량평균된 값이 0.16% 

작다. 80% 회전수에서의 질량평균과 면적평균의 차

이가 100%에서 차이보다 큰 것은, 유동장이 설계회

전수에서 더 균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질량평균할 때 전압력비와 전온도비가 면적평균

된 값에 비하여 각각 증가하고 감소되었다는 것은 

질량평균된 효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3.2 축류 압축기

Fig. 10은 축류 압축기의 6단 베인 출구에서 전압

력과 전온도에 대하여 각각 면적평균과 질량평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00% 회전수의 최고 압력비

조건에서 질량평균된 전압력비는 면적평균된 전압력

비보다 약 0.74% 크며, 전온도비는 질량평균된 값이 

약 0.22% 작다.

90% 회전수에서는 최고 압력비조건에서 질량평

균된 전압력비가 면적평균된 전압력비보다 약 0.32% 

크게 나타났다. 전온도비는 질량평균된 값이 0.18% 

작다. 

축류 압축기에서 축류 팬과 달리 설계회전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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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회전수에서 질량평균과 면적평균의 차이가 적

은 것은 압축기에서는 유동 마하수가 팬보다 낮으면

서 베인의 개수가 많아 낮은 회전에서 유동장이 더 

균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축류 압축기에서도 질

량평균된 전압력과 전온도가 면적평균된 값들보다 

각각 증가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축류 

압축기에서도 질량평균된 효율이 면적평균된 효율보

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질량평균된 물

리량을 사용할 경우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물리적 

이유는 인접하는 두 개의 베인 중간 코어부, 즉 전압

력비가 높고 온도비가 낮아 효율이 높은 영역에서 

질량유량이 더 많이 지나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용 축류 팬과 축류 압축기

의 성능 평가시 유로상에 포함된 스트럿과 레이크에 

의한 압력손실을 보정하고, 면적평균과 질량평균에 

의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3차원 RANS 해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축류 압축기 입구에 위치하는 스트럿과 레이크

가 포함된 유동해석을 통하여 두 개의 인접하는 스

트럿 중간에서 측정되는 입구 전압력에 비하여 AIP

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더 낮다. 그 이유는 스트럿에 

의한 손실을 전압력 레이크가 온전히 측정하지 못하

고, 레이크 자체가 발생시키는 전압력 손실은 그 레

이크로는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다단 축류 팬과 축류 압축기의 각 단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레이크형 베인으로 인하여 

압력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효율이 감소한다. 

레이크형 베인의 유로 면적 감소량과 유동 마하수가 

더 큰 팬에서의 압력손실이 압축기에서의 압력손실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3) 다단 축류 팬과 축류 압축기의 마지막 단 베인 

출구에서의 전압력과 전온도를 각각 면적평균과 질

량평균하여 비교한 결과, 팬과 압축기에서 모두 질량

평균한 전압력비가 면적평균한 전압력비보다 높았고 

전온도비는 질량평균한 값이 더 낮았다. 이는 질량평

균된 효율이 면적평균된 효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두 개의 베인 중간 코어부, 즉 

전압력비가 높고 온도비가 낮아 효율이 높은 영역에

서 질량유량이 더 많이 지나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축류 

팬과 축류 압축기의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블레이드-베인

간 인터페이스 스킴으로서 stage (mixing plane) 방법

을 적용하였으므로 후류에 의한 영향이 원주방향으

로 평균되어 하류에 전달되므로 정확한 유동장을 분

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정상 유동해석

(Unsteady RANS)을 수행하여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후류 변화까지 분석한다면 더욱 정확한 평가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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