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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ree-dimensional computation was conducted to understand effects of the low Reynolds number on the 
performance in a low-speed axial compressor at the design condition. The low Reynolds number can 
originates from the change of the air density because it decreases along the altitude in the troposphere. The 
performance of the axial compressor such as the static pressure rise was diminished by the separation on the 
suction surface with full span and the boundary layer on the hub, which were caused by the low Reynolds 
number. The total pressure loss at the low Reynolds number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at at the reference 
Reynolds number at the region from the hub to 85% span. Total pressure loss was scrutinized through three 
major loss categories in a subsonic axial compressor such as the profile loss, the tip leakage loss and the 
endwall loss using Denton’s loss model, and the effects of the low Reynolds number on the performance were 
analyzed in detail. 

기호설명 
 

wA     : 끝벽 넓이 

C    : 코드 길이 

cC     : 수축 계수 (contract coefficient) 

dC     : 소산 계수 

pbC   : 기본 압력 계수 

ptC   : 전압력 계수 

RotptC ,   : 회전 전압 계수 

h   : 블레이드 높이 

nH  : 헬리시티(normalized helicity) 

m  : 질량 유량 
p  : 정압 

bp   : 후연 표면에서의 압력 

tp   : 전압 

Rottp ,  : 회전전압(rotary total pressure) 

s    : 피치 

ewS    : 끝벽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t  : 블레이드 두께 
T  : 온도 

tT  : 전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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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동익 회전 속도 

mU  : 평균 반경에서의 동익 회전 속도 

V  : 절대 속도  

δV  : 끝벽 표면에 대한 상대 속도 

θV  : 원주 방향의 절대 속도 

xV  : 축방향 절대 속도 평균값 

W  : 상대속도 

pWδ  : 압력면에서의 표면 속도 

sWδ  : 흡입면에서의 표면 속도 
+y  : 벽으로부터의 무차원 거리 

  
그리스문자 

Δ  : 증감분 
β  : 유동각 

*δ  : 배제 두께(displacement thickness) 

φ  : 유량계수( mx UV /~ ) 

tη  : 효율(total-to-tot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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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 운동량 두께(momentum thickness) 
ρ  : 공기 밀도 
τ  : 익단 간극 높이 

blς  : 블레이드 경계층 손실계수 

elς  : 끝벽 손실계수 

tlς  : 누설 손실계수 

trς  : 후연 손실계수 

ω  : 와도(vorticity) 

ψ  : 정압상승 계수( )2//()(~ 2
13 mUpp ρ− ) 

 
하첨자 

1,2,3 : 측정위치 
rel : 상대 좌표계 

1. 서 론 

저 레이놀즈 수는 벽에서의 경계층, 박리, 익단 누
설 유동과 같은 터보 기계 내부에서의 유동 현상 뿐
만 아니라 성능과 손실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레이

놀즈 수가 터보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Weinberg와 Wyzykowski(1)

는 NASA와 공동으로 저 레이놀즈 수(일반적으로 105 
이하)에 적합한 물리적 모델이나 수치해석 결과를 검
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13.7km(45,000ft)의 
고도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된 터보 팬 엔진 PW545에 
대해 18.3km (60,000ft)의 고도 이상의 대기 조건에서 
운전 및 실험을 수행하고, 고고도에서는 공기 밀도의 
감소로 흡입되는 공기량이 줄어 엔진의 효율과 출력

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Castner 등(2)은 레이놀

즈 수를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계산된 효율

을 Weinberg와 Wyzykowski(1)의 결과와 비교하여 레이

놀즈 수 30,000~295,000사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결과

를 얻었다. Schreiber 등(3)은 레이놀즈 수와 자유류의 
난류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압축기 익렬에서 발생하는 
천이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Van Treuren 등(4)

은 레이놀즈 수가 25,000 ~ 50,000에서의 터빈 익렬에 
대한 풍동 실험을 통해서 블레이드 후연 근처에서 발
생하는 큰 박리가 전압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Matsunuma(5)는 익단 간극을 가지는 터빈 익
렬에 대해서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키면서 성능 실험

을 수행하고, 전압 손실 및 익단 누설 손실과 레이놀

즈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Matsunuma와 Tsutsui(6)

는 소형 1단 터빈에서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키면서 
전압 손실과 난류 강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가스 터빈 엔진이 소형화되고, 고고도

에서 운전할 수 있는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

면서, 가스 터빈에 사용되는 압축기와 터빈의 작
동 레이놀즈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동익 압축기가 저 레이놀즈 수에

서 운전될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현상 및 성능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키면

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Denton(7)의 손실 모델을 
이용하여 손실을 분석하였다. 

2. 해석 압축기 회전익 

2.1 대상 압축기 
저 레이놀즈 수가 터보 기계 내의 유동 현상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압
축기는 Wagner 등(8)에 의해서 실험이 수행된 저속 
축류 압축기이다. 이 압축기는 정익이나 입구 노
즐 없이 동익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축을 중심으로 
510rpm의 속도로 회전하므로, 입출구 압력비가 
1.01로 매우 작다. 동익은 NACA65 익형을 기본 
형상으로 하고 원호 형태의 캠버선을 가지는 28개
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축류 압축기는 
전연에서  후연까지  익단  간극이  일정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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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metry specification of the single rotor 

No. of blade 28 
Casing radius 0.7620m 

Hub radius 0.6096m 
Chord length 0.1524m 
Tip clearance 0.0036m, 0.0015m, 0.0051m
Blade profile NACA 65 
Aspect ratio 1 

Hub/Tip ratio 0.8 
Rotation speed 510rpm 
Stagger angle 35.5 o (at mid span) 

Inlet flow angle 59.45 o (at mid span) 
Outlet flow angle 11.50 o (at mid span) 
 

Table 2 Measurement positions (Wagner et al.(8)) 

STA. Axial Station Locations 
-1 -0.102m 
0 0.000m 
1 0.229m 
2 0.498m 
3 0.744m 
4 0.279m 

 

 
Fig. 1 Schematic diagram in the single rotor test rig for 

thick inlet boundary layer (Wagner et al.(8)) 
 

압축기와는 달리, 전연에서 코드 길이의 2.8%, 중
간지점에서 코드 길이의 1.0%, 후연에서 코드 길
이의 3.3%의 익단 간극을 가진다. 이 압축기에 대
한 다른 형상 변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측정 위치 
Wagner 등(8)은 Fig. 1에 나타난 실험 장치를 이

용하여 케이싱과 허브의 입구 경계층을 변화시키

면서,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박리와 동익 후류에서

의 이차 유동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에
는 실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5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Table 2에 STA.0을 기
준으로 정리하였다. STA.1과 STA.2에서 압력, 온도, 
밀도 및 속도 분포와 같은 입출구 조건을 측정하

였다. STA.1과 STA.3의 허브와 케이싱에서 측정한  

 
 

Fig. 2 Computational grid for the single rotor 
 
정압을 이용하여 정압상승 곡선을 계산하였고, 

STA.4는 허브에서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되어 있

는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틈의 위치를 나타낸다. 

3. 수치해법  

3.1 격자계 
실험에서의 측정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STA.1과 

STA.3 사이를 계산영역으로 정하고 상용격자 생성 
프로그램인 ICEM-CFD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은 H-
형태의 격자를 생성하였다. 한 개의 유로에 유선방

향으로 125개, 스팬 방향으로 73개, 피치 방향으로 
58개의 격자를 사용하였고, 익단 누설 유동을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 익단 간극 내에도 전연에서 후
연까지 52개, 팁에서 케이싱까지 16개, 압력면과 흡
입면 사이에 10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총 529,786개
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벽면으로부터의 첫 번

째 격자의 거리는 +y 가 5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3.2 지배방정식 및 이산화 기법 
축류 압축기에서의 3차원 정상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동해석 코드(TFlow)를 이용하였다. TFlow
는 본 연구그룹에서 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된 터보 
기계 전용 유동해석 코드로서, 지금까지 Choi 등(9)

과 Park 등(10,11)에 의해서 저속 압축기, 천음속 압
축기 및 저속 터빈에 대해서 계산의 정확성이 검
증되었다. TFlow는 터보 기계 내부의 점성 유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일반 좌표계상에서 무차원화된 
압축성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

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한다. 지배방정식은 유
한 체적법을 통해서 공간 이산화되며, 1차 및 2차
의 정확도를 가지는 내재적 Euler 시간 전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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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hub, Wagner et a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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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시간 이산화되었다. 비점성항을 이산화

하기 위해서 Van Leer(12)의 FVS에 기반을 둔 TVD
기법을 이용하였고, 점성항은 2차의 정확도를 가
지는 중심 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하였다. 수치

해석에서 이용된 층류 점도는 Sutherland방법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고 난류 점도는 대수 난류 모델인 
Baldwin-Lomax(13)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졌다.  

 

3.3 경계조건 
축류 압축기 내부 유동해석에서는 입구조건, 출

구조건, 주기조건 및 벽조건의 4가지 경계조건이 
존재한다. 입구에서는 상온, 상압에서의 공기 특성

과 Wagner 등(8)의 실험에서 주어진 균일한 속도 
분포를 이용하여 전온도, 전압력 및 유동각을 고
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입구에서의 속도, 밀도 및 
압력이 얻어졌다. 출구에서는 허브에서의 정압을 
고정하였고, 각 높이에서의 정압은 식 (1)과 같은 
반경방향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r
V

r
p 2

θρ
=

∂
∂

   (1) 

 
주기 조건은 경계면 밖의 가상 격자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모든 유동특성이 연속되도록 하였다. 벽에

서는 점착 조건을 이용하여 속도를 구하고, 단열 조
건을 이용하여 밀도를 계산하였다. 압력은 벽에서의 
플럭스 흐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유도한 압
력 보정식에 속도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외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수에 따른 유동 현상을 비
교하므로, 같은 유량조건에서 모든 경계조건은 동일

하게 유지하였으며, 레이놀즈 수만 변화시켰다. 

4. 결 과 

3차원 유동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Choi 
등(9)에서 그 정확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저 레이놀즈 수가 저속 축류 압축기 성능과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미국 대기 표준(14)에 의하면 약 20km에서의 고도

에서 공기의 밀도는 지상값의 약 0.072배, 점도는 
0.77배가 되므로, 다른 운전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

고 가정하면 레이놀즈 수는 지상에서의 약 1/10이 
된다. 따라서 설계점에서 입구 속도와 블레이드 
코드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레이놀즈  수인 

51044.2 × 와 이 값의 1/10인 41044.2 × 에 대해서 계
산을 수행하였다. 표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
분부터 각각 기준 레이놀즈 수(Reference Re)와 저  

(a) Static pressure rise curves 
 

φ

η t

0.6 0.7 0.8 0.9 1.00.6

0.7

0.8

0.9

1.0

Ref. Re
Low Re

 
(b) Efficiency curves 

Fig. 3 Performance map of the UTRC rotor 
 

레이놀즈 수(Low Re)라고 부르기로 한다. 
Fig. 3에는 레이놀즈 수에 따라 달라지는 압축기

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압 상승 곡선과 효
율 곡선을 나타내었다. Fig. 3(a)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기준 레이놀즈 수의 정압 상승 곡선은 계산이 
수행된 유량 범위 (φ =0.65 ~ 0.95) 내에서 실험값

과 잘 일치한다. 저 레이놀즈 수에서는 케이싱이

나 허브에서 측정한 정압 상승 계수가 약 8% 내
외 감소하였다. 정압상승 계수가 이처럼 크게 감
소하는 것은 저 레이놀즈 수에서 발생하는 박리에 
의해서 유량 계수가 약 3% 정도 감소하여, 이 때
문에 입구에서의 정압이 높아져 입출구 사이의 압
력차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3(b)의 효율 곡선

에서 2차의 추세선을 살펴보면, 설계점 근처에서

는 기준 레이놀즈 수인 경우에 효율이 더 높지만, 
유량 계수가 0.6이하이거나 0.9 이상에서는 저 레
이놀즈 수에서 효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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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tary total pressure distribution at STA.2 
 
레이놀즈 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유동현상 및 손실 

특성은 설계점인 φ =0.85에서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

켜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우선 Fig. 4에
는 동익 후류의 유동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전 전
압 계수를 나타내었다. 회전 전압은 전압에서 블레이

드가 회전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회
전 전압과 그 계수는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 된

다.(Wagner 등(8)) 
 

2
,1,

, 5.0 m

Rottt
Rotpt U

pp
C

ρ
−

=   (2) 

( )22
, 2

1 UWpp Rott −+= ρ   (3) 

 

기준 레이놀즈 수에서는 익단 누설 유동, 후류

(Wake), 허브 경계층 및 허브 코너 박리에 의해서 회
전 전압이 낮은 영역이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여 저 
레이놀즈 수에서는 후류에 의한 영역이 크게 증가하

였으나, 익단 누설 유동에 의한 영역은 약간 감소하

였다. 익단 누설 유동의 중심 근처에서는 정압이 감
소하여 회전 전압 계수가 커지므로 동심원 형태의 분
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준 레이놀즈 수에서는 이러

한 형태가 뚜렷이 보이지만 저 레이놀즈 수에서는 이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저 레이놀즈 수
에서 익단 누설 유동의 Roll-up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허브 경계층은 레이놀 

 
(a) Reference Re 

 
(b) Low Re 

 
Fig. 5 Limiting streamlines on the suction surface 
 

즈 수가 작아짐에 따라 약간 증가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박리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서 흡입면에서의 한계 유선(limiting streamline)
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기준 레이놀즈 수에서는 
전연으로부터 약 2/3지점의 허브에서 발생한 박리

가 하류로 진행하면서 점점 증가하여 후연에서는 
약 40% 스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박리 
영역이 Fig. 4(a)의 허브 코너에서 낮은 회전 전압

의 원인이 된다. 후연의 익단 쪽에서는 익단 누설

유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
력면에서 흡입면으로 후연을 돌아오는 유동이 발
생한다. 저 레이놀즈 수에서는 전연으로부터 약 
1/2 코드 지점에서 전 스팬에 걸쳐서 박리가 발생

하여 후연까지 재부착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블
레이드 후류의 두께가 증가한다. Van Treuren 등(4)

에 의하면 터빈 익렬의 흡입면에서도 낮은 레이놀

즈 수에서 이러한 박리가 발생하며, 이 박리는 전
압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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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단 누설 유동은 블레이드의 압력면과 흡입면 사
이의 압력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동 현상으로 압축

기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Fig. 6은 두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케이싱 근처에서의 정압 분포와 헬리시

티로 표현된 익단 누설 유동의 궤적을 나타내었다. 
식 (4)에 나타난 헬리시티는 익단 누설 유동의 중심에

서 1 또는 -1의 값을 가지며 Levy 등(15)의 연구 이후

에 와류의 중심을 찾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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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익단 누설 유동의 중심은 
압력 골(trough)과 잘 일치하며 -1에 가까운 값을 가
진다. 기준 레이놀즈 수에서는 전연 부근에서 익단 
간극을 빠져 나온 누설 유동이 후류로 진행함에 따
라 흡입면에서 멀어지고 있다. 저 레이놀즈 수에서

는 익단 누설 유동의 궤적이 원주방향으로 좀더 기
울어 지고 기준 레이놀즈 값에 비해서 좀더 부드러

운 곡선을 가진다. 저 레이놀즈 수인 경우에 압력의 
골이 얕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익단 누
설 유동의 세기와 Roll-up이 약해진 것을 의미한다. 
동익 후연으로부터 30% 위치인 STA.2의 각 스

팬 위치에서 원주 방향으로 질량 평균하여 계산한  
전압 손실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전압 손실은 
STA.1과 STA.2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감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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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레이놀즈 수에서 예측된 전압 손실은 전 스
팬에서 실험 값과 정량적으로 잘 일치한다. 허브

에서 발생하는 박리와 익단 누설 유동에 의해서 
허브와 케이싱 근처에서의 손실이 커지고, 주유동 
영역에서는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저 레이놀즈 수에서도 기준 레이놀즈 
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허브에서 약 85% 
스팬까지는 전압 손실이 커지고, 그 이상에서는 
전압 손실이 작아진다.  
레이놀즈 수에 따른 이러한 전압 손실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압 손실을 형상 손실

(profile loss), 익단 누설 손실(tip leakage loss) 및 끝
벽 손실(endwall loss)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각각

의 손실 계산에 이용된 식 (6)~(10)은 Denton(7)에 
의해서 제안된 손실 모델이다. 

 
(a) Reference Re 

 

 
(b) Low Re 

 
Fig. 6 Tip leakage vortex center colored by normalized 

helicity and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near the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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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tal pressure loss along the span 

 
형상 손실은 허브, 케이싱 및 익단 누설 유동의 영

향을 제외한 영역에서 블레이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크게 블레이드 표면의 경계층에서 발
생하는 손실(boundary layer loss)과 후류에서 발생하는 
손실(trailing edge loss)로 분류된다. 블레이드 표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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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블레이드 표면 속도의 세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흡입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압력면에서 발생하는 손
실보다 더 크다. (Denton(7)) 여기서 블레이드 표면 속
도는 표면 경계층에 인접한 유체의 속도를 말한다. 
경계층 손실계수는 표면 경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증가량을 입구 상대 속도에 기
반한 동압으로 무차원화 시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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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산 계수는 Denton과 Cumpsty(16)에 의
해서 제안된 값( dC =0.002)을 사용하였다. 후연 손

실(trailing edge loss)은 블레이드 후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손실을 말하며 후연 압력과 주유동 압력

의 차이에서 오는 손실( 1L ), 경계층 내부의 운동

량 감소에 의한 손실( 2L ) 및 후연에서 발생한 막

힘(blockage) 효과에 의한 손실( 3L )을 포함하고 있

다. 후연 손실 계수는 압축기 출구 평균 동압으로 
무차원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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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연에서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 후연과 주유동의 
압력차이 및 경계층 내부에서 운동량 감소에 의한 
손실 보다는 박리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막힘 
효과에 의해서 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

서 후연에서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후연 손실은 
간단하게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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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레이놀즈 수에서 계산된 형상 손실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블레이드 표면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스팬에 따른 손실 분포는 입
구 속도 분포와 비슷하다. 두 경우 모두 입구에서 
균일한 속도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변화하더라도  경계층  손실  분포는  거의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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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undary laye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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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iling edge loss 

 

Fig. 8 Profile loss distribution along the span 
 

지 않는다. 압축기 내부에서는 역압력 구배가 작
용하여 후연에서 박리가 발생하므로 식 (8)을 이
용하여 후연 손실을 계산하였다. 기준 레이놀즈 
수에서는 허브에서 발생한 박리 영역에 의해서 허
브에서 40% 스팬까지 후연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만, 그 이상에서는 후연 손실이 작아진다. 저 레이

놀즈 수에서는 후연에서 전 스팬에 걸쳐 박리가 
발생하므로 허브로부터 약 80% 스팬까지 후연 손
실이 기준 레이놀즈 수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림

에서 90% 스팬 이상에서는 갑자기 후연 손실 값
이 급격히 변하는데 이 영역은 익단 누설 유동의 
영향으로 식 (7)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
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의미 없는 값을 가진다. 

누설 손실은 익단 누설 유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로 Denton(7)은 주유동을 가로지르는 제트 유
동으로 간략화 한 후 손실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일 동익은 블레이드 전연에서 
후연까지 간극 높이와 블레이드 높이가 변하므로 

h/τ 가 적분 변수로 포함되었으며 변형된 손실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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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익단 간극에 작용하는 수축 계수는 0.8을 
사용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누설 손실을 살펴보

면 레이놀즈 수가 작은 경우에 손실의 크기가 감
소하였다.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면 익단 누설 유
동의 Roll-up이 약해지고 누설 유동과 주유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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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grated tip leakage loss and endwall loss 

 
tlς  elς  

Ref. Re 0.00555 0.0169 
Low Re 0.00275 0.0180 

 

Table 4 Relation between total loss and three loss 
categories 

 Region near hub Core flow 
 region 

Region near 
casing 

Total 
losses Ref. Re < Low. Re Ref. Re < Low. Re Ref. Re > Low. Re 

blς  Ref. Re ~ Low. Re Ref. Re ~ Low. Re - 

trς  Ref. Re ~ Low. Re Ref. Re < Low. Re - 

tlς  - - Ref. Re > Low. Re 

elς  Ref. Re < Low. Re - (Ref. Re < Low. Re)

 
섞이는 현상이 감소하므로 누설 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허브와 케이싱 표면의 경계층 내부에서도 전압손실

이 발생하며 이를 끝벽 손실이라고 한다. 끝벽 손실은 
크게 블레이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차 손실과 익렬 
상, 하류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환형 손실로 구분된다. 
축류 압축기는 축류 터빈에 비해서 한 단당 부하가 작
고 전연이 얇기 때문에 이차 유동의 세기가 약하지만, 
압축기 내부에서는 역압력 구배가 작용하여 끝벽에서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류 압축기에서

도 끝벽 손실은 중요하다. 끝벽 손실은 벽에 대한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엔트로피 증가량을 계산하고 입구의 
동압으로 무차원화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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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싱에서는 익단 누설 유동과 경계층이 섞이므로 
케이싱 근처에서 발생하는 끝벽 손실의 값만을 따로 
계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허브에서의 끝벽 손실을 
계산하면 케이싱에서의 끝벽 손실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Table 3에서 허브에서의 끝벽 손실은 저 레이

놀즈 수에서 증가하였으나, 저 레이놀즈 수에서 경계

층이 두꺼워 지더라도 입구 유속이 비슷하면 식 (10)
에서의 경계층 표면 속도( δV )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값의 변화가 크지 않다. 

이상으로 전압 손실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 손실의 경향을 Table 4에 정리하였

다. 이 중에서 전압 손실과 같은 경향을 가지는 
손실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케이싱 근처에서는 저 레이놀즈 수에서 익
단 간극을 지나는 유동이 주유동과 섞이는 현상이 
감소하여 누설 손실이 감소하고, 이 때문에 전압 
손실이 감소한다. 주유동 영역에서는 저 레이놀즈 
수에서 후연에서 발생하는 박리에 의해서 후연 손
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 손실이 저 레이

놀즈 수일 때 크게 증가하였다. 허브 근처에서는 
허브에서의 끝벽에 의한 손실이 저 레이놀즈 수에

서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서 허브 근처에서의 전압 
손실이 레이놀즈 수가 작은 경우에 더 커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 레이놀즈 수가 저속 축류 압
축기 내부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 설계 레이놀즈 수와 이 값을 1/10로 줄인 경우

에 대해서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전압 손실을 형
상 손실, 누설 손실 및 끝벽 손실의 세부 항목으

로 나누어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저 레이놀즈 수에서는 박리에 의한 유량의 
감소로 압축기의 성능이 약 8% 감소하였다. 
  (2) 블레이드 흡입면에서 기준 레이놀즈 수에서

는 허브 코너에서만 박리가 발생하였으나, 저 레
이놀즈 수에서는 전 스팬에 걸친 큰 박리가 발생

하였다. 저 레이놀즈 수에서 익단 누설 유동의 궤
적은 압력면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 졌으며 압력 
골의 깊이도 감소하였다. 
  (3) 저 레이놀즈 수에서는 기준 레이놀즈 수일 
때 보다 허브에서 약 85% 스팬까지 전압 손실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 
  (4) 저 레이놀즈 수에서 허브에서 전압 손실이 
큰 것은 허브 끝벽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주
유동에서 손실이 큰 것은 박리에 의한 후연 손실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케이싱 근처에서는 전압 
손실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케이싱 경계층에 인한 
끝벽 손실의 증가보다 누설 손실의 감소가 더 크
기 때문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초연구과제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제번호: UD04006AD) 



저 레이놀즈 수가 압축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적 연구 

   

91

참고문헌 

(1) Weinberg, M. and Wyzykowski, J., 2001, “Powering 
Unmanned Air Craft,” Aerospace Engineering, 
November 2001, pp. 23~26. 

(2) Castner, R., Chiappetta, S., Wyzykowski, J. and 
Adamczyk, J., 2002, “An Engine Research Program 
Focused on Low Pressure Turbine Aerodynamic 
Performance,” ASME Paper, GT-2002-30004. 

(3) Schreiber, H.-A., Steinert, W. and Küsters, B., 2000, 
“Effects of Reynolds Number and Free-Stream 
Turbulence on Boundary Layer Transition in a 
Compressor Cascade,” Journal of Turbomachinery, 
Vol. 124, pp. 1~9. 

(4) Van Treuren, K. W., Simon, T., Von Koller, M., 
Byerley, A. R., Baughn, J. W. and Rivir, R., 2002, 
“Measurements in a Turbine Cascade Flow under Ultra 
Low Reynolds Number Conditions,” Journal of 
Turbomachinery, Vol. 124, pp. 100~106. 

(5) Matsunuma, T., 2006, “Effects of Reynolds Number 
and Freestream Turbulence on Turbine Tip Clearance 
Flow,” Journal of Turbomachinery, Vol. 128, pp. 
166~177. 

(6) Matsunuma, T. and Tsutsui, Y., 2005, “Effects of 
Low Reynolds Number on Wake-Generated Unsteady 
Flow of an Axial-Flow Turbine Rotor,” Int. J. of 
Rotating Machinery, Vol.2005, No.1, pp. 1~15. 

(7) Denton, J. D., 1993, “Loss Mechanisms in 
Turbomachines,” Journal of Turbomachinery, Vol. 115, 
pp. 621~656. 

(8) Wagner, J. H., Dring, R. P. and Joslyn, H. D., 1983, 
“Axial Compressor Middle Stage Secondary Flow 
Study,” NASA CR-3701. 

(9) Choi, M., Park, J. Y. and Baek, J. H., 2005, “Effects 
of the Inlet Boundary Layer Thickness on the Flow in 
an Axial Compressor – Part 1, 2,” Trans. of KSME(B), 
Vol. 29, No. 8, pp. 948~962. 

(10)  Park, J. Y., Chung, H. T. and Baek, J. H., 2003, 
“Effects of Shock-Wave on Flow Structure in Tip 
Region of Transonic Compressor Rotor,” Int. J. of 
Turbo & Jet Engines, Vol. 20, No. 1, pp. 41~62. 

(11)  Park, J. Y., Choi, M. S. and Baek, J. H., 2003, 
“Effects of Axial Gap on Unsteady Secondary Flow in 
One-stage Axial Turbine,” Int. J. of Turbo & Jet 
Engines, Vol. 20, No. 4, pp. 315~333. 

(12)  Van Leer, 1982, “Flux Vector Splitting for the Euler 
Equations,” Lecture Notes in Physics, Springer-Verrlag, 
New York, Vol. 170, pp. 507~512. 

(13)  Baldwin, B. S. and Lomax, H., 1978, “Thin Layer 
Approximation and Algebraic Model for Separated 
Turbulent Flows,” AIAA Paper 78-257. 

(14)  U. S. Standard Atmosphere, http://modelweb.gsfc. 
nasa. gov/atmos/us_standard.html. 

(15)  Levy, Y., Degani, D. and Seginer, A., 1990, 
“Graphical Visualization of Vortical Flows by Means 
of Helicity,” AIAA Journal, Vol. 28, No. 8, pp. 
1347~1352. 

(16)  Denton, J. D. and Cumpsty, N. A., 1987, “Loss 
Mechanisms in Turbomachines,” ImechE Paper No. 
C26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