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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as studied on the cavitation instability of a Solution Pump Inducer in an absorption 
chiller-heater. Inlet pressure of LiBr and rotational speed at nominal mode are 2,800 Pa and 3,500 
rpm respectively. Due to the marginal operation of available NPSH, the cavitation performance of the 
inducer is critical for the stable operation without the deterioration of head performance. In the study, 
cavitation performance and its mode of instability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Water was used as 
the working fluid and the test inducer was scaled up as 1.75 times for detail measurements and flow 
visualization. Inlet pressure was controlled by a vacuum pump. This research focused on types of 
cavitation instability and phenomena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harmful damage due to cavitation 
instability. Casing wall pressure and instantaneous inlet pressure was measured to observe the unsteady 
flow characteristics. Through the visualization and spectrum analysis of pressure, the occurrence region 
and intensity of asymmetric cavitation and cavitation surge are analyzed in the test in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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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　: 인듀서 지름(m)
   : 주파수()

 : 축 회전 주파수()

 : 인듀서 팁의 속도(m/s)

U  : 축방향 속도(m/s)
H  : 양정(m)
 ：증기압(Pa)

  : 압력계수

: 회전셀의 수

그리스문자

  : 유량계수

   : 양정계수

   : 효율

  : 밀도() 
   : 캐비테이션 계수

 : 양정 섭동계수

 : 압력계 간의 각도 차

  : 파워 스펙트럼 위상

하첨자

d  : 설계점

1  : 인듀서 입구

2  : 인듀서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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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대형 공조 장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LiBr과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다른 공조방식과는 달리 환경보

호에 도움이 되며 회수한 배열을 냉난방에 사용

함으로써 전력수요를 줄일수 있다. 하지만  흡수

식 냉온수기는 저 NPSH 조건에서 운전이 되며 

LiBr은 증기압이 매우 낮은 용액이므로 흡수식 

냉온수기내의 용액펌프 입구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여 펌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

다. 이때 펌프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임펠러 

앞부분에 인듀서를 장착하여 캐비테이션에 의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게 된다.
캐비테이션현상은 단순히 펌프의 성능을 저하

시키기도 하지만 비대칭캐비테이션과 캐비테이션 

서지와 같은 캐비테이션 불안정성 현상들이 인듀

서에서 종종 발생되어 축진동과 소음 등을 야기

하게 되므로 캐비테이션 불안정성의 발생조건과 

원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조

건에서 인듀서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캐비테이

션 조건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의 종류와 발생조

건에 대해 연구하고 유량계수와 회전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실험적으로 수행하였다.  

2. 시험장치

 2.1 시험장치 및 방법

Fig.1 은 전체 실험 장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용
량이 2.5 ㎥인 탱크의 아랫부분에서 매질인 물을 

흡입하여 윗부분으로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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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test facility 

Fig. 2 Photograph of test rig 

유량은 시험부 출구에 설치된 전자기

(Eletro-magnetic)방식의 유량계를 통해 측정이 되

며 유량조절은 탱크 상부에 설치된 게이트 밸브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듀서의 구동을 위해 인버

터 방식으로 제어되는 3상 유도모터를 사용하였

으며 정격출력은 22kw로 최대 3600rpm까지 구동

되며, 실험은 2000 - 3500 rpm 의 회전수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축 동력 계산과 효율 평가를 위해 

토크미터가 이용되었고 캐비테이션 실험을 위해 

진공펌프를 설치하였다.
캐비테이션 유동 가시화를 위해 인듀서 케이싱

(casing)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인듀서의 

입구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듀서 날개 입구 팁

으로부터 상류 측으로 약 84mm 떨어진 지점에 

탭을 내었다 그리고 인듀서의 양정을 구하기 위

해 인듀서 출구에 탭을 내어 입구압력과의 차압

을 구하도록 하였다. Fig.2는 인듀서의 시험부를 

나타낸 것으로 정압 홀의 위치와 섭동압 홀 위치

를 나타내었다.
캐비테이션 실험시 비정상 유동의 신호를 계측

하기 위해서 고속 응답 압력 변환기 Kyowa 
PGM-5KC와 PGMC-A-1MP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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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인듀서

Fig. 3  Geometry of the Inducer

⁰
⁰

Table. 1 Main parameters of the test inducer

Fig.3 은 시험 인듀서의 사진이며 수력성능 시

험장치를 이용한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기하학

적 상사를 만족하면서 실제모델의 1.75배 크게 

제작되었다. 인듀서 leading edge에 wedge각이 존

재하며 허브면은 유동방향으로 반경이 점진적으

로 증가하는 형상을 갖는다.

3. 시험 결과

3.1 수력성능

Fig. 4는 무차원 성능 곡선이다. 

Fig4. Non-Dimensional Performance

Fig. 5 Efficiency 

시험은 2000rpm-3500rpm회전수 범위에서 이루

어졌으며 500rpm 간격으로 성능데이터를 획득하

였다. 성능곡선의 상사 관계는 잘 성립하고 있으

며 설계 유량계수는() 0.138에서 획득된 양정계

수()는 0.131이다. 
Fig. 5는 효율곡선이며 설계 유량계수는() 부

근에서 최대 효율을 가진다.

3.2 캐비테이션 시험

Fig. 6은 3000rpm과 3500rpm에서의 인듀서 캐

비테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유량은 설계유

량계수의 0.8, 1.0, 0.2배 조건에서 시험하였다. 양
정이 캐비테이션 발생으로 인해 3% 감소한 지점

을 임계 캐비테이션 계수라 한다. 고유량으로 갈

수록 임계 캐비테이션 계수는 감소하여 흡입 성

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Fig. 6  Cavitating performance 
(3,000rpm & 3,5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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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에 의한 비정상(unsteady)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캐비테이션 계수별로 인듀서 입구의 

압력을 20초동안 2.4kHz의 샘플링 속도(Sampling 
rate)로 계측하였으며 푸리에 변환과정을 거쳐 압

력신호의 주파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회전 셀의 

수()는 원주방향으로 간격의 두 신호간의 

상호 파워 스펙트럼의 위상( )을 구한 후 식(1)
에 의해 계산 하였으며 실제 회전 셀이 전파되는 

주파수는 식(2)를 통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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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ectral analysis of inlet pressure for different 
values of the flow coefficient at 35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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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t 3500rpm,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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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t 3500rpm, 0.8

Fig. 7은 3500rpm에서의 유량별로 캐비테이션 

계수의 감소에 따른 압력신호와 푸리에 변환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0.8에서    구간

에서 날개 통과 주파수()보대 비대칭캐비테이

션()에 의한 압력 섭동 성분이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비대칭 캐비테이션은 인듀서 날개 팁에서 

발생한 캐비티의 크기가 날개마다 서로 다를 경

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듀서 회전 주파수와 동

일한 58.33Hz 성분에 해당된다. Fig. 8, 9는 원주

방향으로 간격으로 설치된 두 센서로부터 받

은 압력신호의 상호 파워스펙트럼을 구한 것으로 

  에서 캐비테이션 서지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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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t 3500rp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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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t 3500rpm, 1.0
Fig. 10, 11은 3500rpm, 1.0 조건에서 압력신호

의 푸리에 변환 결과이다. 0.8에서처럼 비대칭 

캐비테이션 현상 외에도   에서 캐비테

이션 서지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이후 

캐비테이션 계수가 더욱 더 감소함에 따라 소멸

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Type of instability Frequency

 Asymmetric cavitation 

 Cavitation surge 8-10Hz

Table. 2 Instability detected in the test inducer

Fig. 12 Photograph of asymmetric cavitation at 
   , 3500rpm, 1.0

 

Fig. 13 Photograph of asymmetric cavitation at
   , 3500rpm, 1.0

 

Fig. 12, 13은 3500rpm, 1.0에서 각각 

  와     일 때의 유동가시화

사진이다. 두 개의 날개에 크기가 서로 다른 캐

비티가 발생하였음을 관찰하였다.

4. 결 론

흡수식 냉동기내의 용액펌프 인듀서의 캐비테

이션 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시험 인듀서에서는 비대칭 캐비테이션과 캐비

테이션 서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비대칭캐비테

이션은 저유량으로 갈수록 크기와 시작점의 캐비

테이션 계수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캐비테이션 

서지는 3500rpm에서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캐비테이션 계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멸됨을 관찰하였다.

후 기

NP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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