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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역풍 겸용 축류팬 피치각에서 역풍시 

효율 하 원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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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n efficiency decrease on the backward flow 

in an axial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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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numerical study h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factors of 

the efficiency decrease at backward flow situation in an axial fan with adjustable blades.  

The analysis is carried out the pitch angle 36˚ on the forward flow and the pitch angle -26˚ 

on the backward flow.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air flow rates of the pitch angle 

36˚and -26˚ are respectively calculated to 285 CMM and 212 CMM. The results are similar 

to the experimental results carried out by Chang
(1)
, and have made the maximum error of 

10.6% when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important reason of the fan 

efficiency decrease is that axial fan used for this study was designed to use for the forward 

flow. As the results, the pitch angle -26˚ has occurred the recirculation around the impeller 

blade, impeller cover and s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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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터 에서는 축류팬을 이용한 환기방식이 설치

가 용이하고, 설비비가 어 경제 이며, 교통량

변화에 쉽게 처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터 은 부분 으로 

폐된 공간구조이므로 터  내 화재발생시 화재

기에 터  이용객의 안 을 확보하고 피난구조

활동  화재진압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기 해

서는 상황에 따라 기류방향을 평상시 송풍운 의 

반 방향으로 형성시켜  수 있는 역풍운 이 

가능해야한다.

축류팬을 역풍운 의 목 으로 운용하기 한 

방법으로는 모터를 역방향으로 회 시키는 방법과 

블 이드의 피치각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피치각

을 조정하여 역풍운 을 하는 경우, 화재나 비상시 

수십  이내로 블 이드 피치각을 조정하여 역풍운

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비 가동 기간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 Chang
(1)
은 KS B 6311의 표 화된 

규격에 하여 제작된 실험장치로 M사의 송풍-역풍 

겸용 축류팬의 팬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최 의 역

풍 피치각을 선정하 다. 이때 선정된 역풍 피치각으

로 구동할 경우 송풍운 에서보다 팬 효율이 1/3 수

으로 하되었으나 실험을 통해서는 그 원인을 

악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송풍운 시와 역

풍운 시의 내부유동을 분석하여 역풍운 시 효율

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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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djustable      

          axial fan.

Fig. 2 Impeller shape and Air flow direction.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fan efficiency

pitch angle   [%]
36〫 43

-26〫 14.7

2. 송풍-역풍 겸용 축류팬

2.1 구조

송풍-역풍 겸용 축류팬은 입구소음기(inlet silencer), 

팬 이싱(fan casing), 출구소음기(outlet silencer)

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개략 인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팬 이싱에는 임펠러, 스테이터, 모

터가 조립된 구조를 갖고 있다. 임펠러는 스테이

터의 단에 설치되고 모터는 스테이터 후단에 

설치된다. 축류팬의 흡입구와 토출구 양편에는 

운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기 해 입구소음

기와 출구소음기가 설치된다. 입구소음기 단에

는 스크린을 설치하여 유입공기의 안내역할  

내부에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 

임펠러는 상황에 따라 피치각을 변경하여 송풍과 

역풍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2 특징

Fig. 2는 송풍  역풍 운 시 임펠러 피치각

과 공기유동방향을 보여 다. 공기는 임펠러에서 

유동력을 얻고 고정익(stator)을 통과하면서 직진

성을 향상시키면서 모터를 통과하여 송출된다. 

이 때 피치각은 그림처럼 임펠러의 회  방향에 

반시계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역풍운 시에는 피치각이 그림과 같이 임펠러 

회 방향에 시계방향을 이루며, 공기는 우측에서 

유입되어 좌측으로 송출된다. 즉, 송풍운 을 기

으로 설계된 축류팬에서 블 이드의 피치각만 

변동시켜 역풍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3. 송풍-역풍시 팬효율 비교

Chang
(1)
은 본 연구의 상인 송풍-역풍 겸용 

축류팬의 팬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송풍 피치각 

36° 비 역풍 피치각 -26°를 선정하 다. 송풍  

역풍 피치각에서 팬효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팬효율은 송풍 피치각 비 역풍 피치각에서 약 

1/3 수 으로 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효율

하 원인을 분석하기 해 수치해석을 통한 축류팬 

내부 유동특성을 분석해야한다.

4. 팬 내부 유동특성 분석방법

4.1 지배방정식

일반 으로 회 기계에 의한 유동을 해석하는 

경우 유동장을 정상상태로 고려할 수 있고, 경계

조건을 결정하기가 쉽다는 장  때문에 부분 상

좌표계를 사용하여 해석한다.(2) 본 연구에서는 

축류팬 유동을 3차원 비압축성 정상유동으로 간주

하고 좌표계와 상 좌표계를 사용하 다. 

수치해석을 해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

식, 운동량방정식, 난류운동에 지방정식  난류운

동에 지 소산율방정식을 사용하 으며 고정부

(stationary zone)는 좌표계(stationary reference 

frame)의 속도에 의한 지배방정식이 사용되

었고 회 부(roating zone)는 상 좌표계(rotating 

reference frame)의 상 속도에 의한 지배방정식

이 사용되었다. 속도  상 속도에 의한 지

배방정식은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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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s of the solution domain in  

        the present study.

Table 3  Governing equations and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rotating reference frame
Continuity equation ;

 

X-momentum equation ;

 

  

Y-momentum equation ;

 

  

Z-momentum equation ;

 

  

Turbulent kinetic energy equation ;

     

Dissipation rate equation of turbulent kinetic energy ;

       



where,
   

     × ××

=(0, 0, ) =(x, y, z)




,  

 




   

=0.845,  =1.42,  =1.68

 = =1.393

Table 2  Governing equations and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stationary reference frame
Continuity equation ;

  

X-momentum equation ;

 

  

Y-momentum equation ;

 

  

Z-momentum equation ;

 

  

Turbulent kinetic energy equation ;

     

Dissipation rate equation of turbulent kinetic energy ;

       



where,
    

 




   

=0.845,  =1.42,  =1.68

 = =1.393

Fig. 3  Schematic diagrams for concept of  

         relative velocity formulation.

다. 지배방정식의 자세한 유도과정은 참고문헌에

서 볼 수 있다.
(2,4)
 난류모델로는 RNG  모델을 

사용하 으며 각 식에서의 기호선정은 일반 인 

교과서에서의 를 따랐다.
(3) 
회 에 의한 원심력

과 Coriolis 힘은 운동량방정식의 생성항 의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 

회 을 고려하기 한 상 속도 개념을 Fig. 3

에 도시하 다. 여기서  ,   는 각각 상

속도벡터, 속도벡터  회 에 따른 속도벡

터를 의미하며 이때 는 회 각속도벡터 와 

회 체까지의 거리벡터 의 곱으로 나타내며 상

속도벡터 는 식(1)과 같이 표 된다.(2)

    ×             (1)

4.2 해석 역  경계조건

축류팬 내부의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팬의 형상과 해석 역을 Fig. 4 에 

도시하 다. 해석 역을 살펴보면 경계조건 설정의 

타당성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하여 

실제 축류팬의 입구  출구를 연장하 다. 회 부

는 임펠러 부분이며 나머지 부분은 고정부이다.

수치해석 용시 지배방정식과 함께 정의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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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n efficiency compared of experimental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pitch

angle
  [%]   [%]

experimental numerical error

36〫 43 41 4.6

-26〫 14.7 11 25

Table 5  Air flow rate compared of experimental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pitch

angle

Q [CMM]   [%]
experimental numerical error

36〫 269 285 5.9

-26〫 237 212 10.6

Table 4  Boundary conditions of the  medel      

         adopted in the present study
Location Condition

Inlet 



Outlet 



Impeller

surface
  

Wall    

계조건은 해석 역 입구  출구, 내부벽면, 고정익, 

모터  임펠러 표면에 경계조건을 부여하 으며 

이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해석 역 입구와 

출구는 압력경계조건(pressure boundary condition)

을 용하 다. 고정 역의 내부벽면, 임펠러 커버, 

고정익 그리고 모터는 속도  =0인 벽면경계조

건(wall boundary condition)을 용하 고 회

역의 내부벽면  임펠러 표면에는 상 속도=0

인 벽면경계조건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하여 상용 로그램

인 Fluent 6.3을 사용하 으며 이때 사용된 격자계

는 비정렬격자계로 사용된 제어체 의 수는 약 170

만개이다. 수렴조건은 반복계산시 각 종속변수에 

하여 잉여값(residual)이 1.0 × 10-3이하일 때 수

렴하 다고 정하 으며, 약 2900회의 반복계산으

로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3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하여 

피치각 36°와 -26°에서의 풍량을 측정한 Chang(1)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 으며 이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값은 실험

결과값 비 최  10.6%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  유사하므로 본 수치해석은 타당하

다고 단된다. Table 5에서 계산된 오차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실험에서 측정된 풍량[m3/min]이고 

 는 수치해석으로 계산된 풍량이다.

5. 결과  고찰

실험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팬효율을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팬효율 는 식(3)과 같

다.
(5)

 

     
           (3)

여기서,  는 압[Pa]을 의미하며 하첨자 〫과 

은 각각 축류팬 입구와 출구를 나타낸다. 

는 유량[m3/s]이며, 와 는 각각 토크[N·m]와 

각속도[rad/s]이다. 수치해석 결과에서의 팬효율

은 Chang(1)실험에서의 팬효율과 최  25% 오차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효율의 오차는 풍량

의 오차에 비해 다소 높으나 실험결과  수치해

석 결과 모두 역풍 피치각에서의 팬효율이 송풍 

피치각 비 약 1/3 수 으로 감소하 으므로 운

모드 변경에 따른 압효율변화의 경향은 유사

함을 알 수 있었다.

  팬효율 계산을 한 식 (3)에서 입구의 압 

  은 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출구의 

압   이 낮아질수록 팬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각 치에 

따른 팬 내부에서의 압변화 분석을 통해 효율

하의 주원인이 되는 구간을 악할 수 있으며 이

를 해 무차원수인 압계수 도입하 다. 압계

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   ,  는 각각 압, 입구측의 

압, 입구면에서의 축방향 평균속도이다. 축방향 각 

치에서의 압은 질량가 평균(mass weighted 

average)으로 계산하 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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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ward flow (b) backward flow

Fig. 6  Total pressure coefficients along the axial direction.

   
     






   


 

     
  
(5)

여기서,  ,  ,    는 각각 격자면에서 

압, 도, 속도 그리고 단면 이다.

 

5.1 압계수 변화

  팬 내부를 여러 구간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 입

출구에서의 압계수의 변화량을 구하면 각 구간 

내부에서의 유동이 효율 하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간 내에서 압계수가 상

승한 경우 유체가 유동력을 얻은 것을 의미하며, 

압계수가 감소한 경우 유체와 벽의 마찰, 유체의 

성  장애물에 의한 유체의 속도(크기와 방향)변화 

등에 의해 압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송풍운   역풍운 시 입구에서 출구까지 각 

치에 따른 압계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역

풍운 시 팬효율 하의 주원인이 되는 구간을 찾

기 해 팬 내부를 상류구간(upstream), 임펠러 커

버구간(impeller cover), 임펠러구간(impeller), 고정

익과 모터구간(stator and motor),  하류구간

(downstream)으로 구분하 다. 송풍운 시 각 구

간에서의 압계수 변화량은 상류구간 -0.12, 임펠

러 커버구간 -0.20, 임펠러구간 1.72, 고정익과 모

터구간 -0.26 그리고 하류구간은 -0.24이며, 역풍

운 시 각 구간에서의 압계수 변화량은 상류구

간 -0.12, 고정익과 모터구간 -0.11, 임펠러 구간 

6.53, 임펠러 커버구간 -3.24 그리고 하류구간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풍  역풍운 시 

압계수가 상승하는 임펠러 구간을 제외한 부분

의 구간에서 압계수 감소량은 0.11에서 0.26사이

의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역풍운 시 임펠러 커

버구간  하류구간에서의 압계수 감소량이 각

각 -3.24  -1.66으로 압계수가 격히 감소하

므로 이 구간에서 발생되는 유동특성으로 인해 역

풍운 시 효율이 하될 것으로 단된다. 

5.2 유동특성 

역풍운 시 임펠러 커버구간  하류구간에서 

압계수의 감소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 해 

송풍  역풍운 시 축류팬 내부의 속도벡터 분

포를 Fig. 7(a)  Fig. 7(b)에 나타내었다. Fig. 7

은 r=0∼0.25 m, =90˚, z=-0.7∼0.7 m단면에서의 

속도벡터분포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송풍  역

풍운 시 하류구간에서 유동의 재순환이 발생하

여 하류구간의 r=0 m 부근에 역류가 형성되었으

며, 역풍운 시 발생하는 재순환 역의 크기가 

송풍운 시 보다 크고 역류의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한 역풍운 시 속도벡터분포 Fig. 

7(b)를 살펴보면 임펠러 커버구간  하류구간에

서 발생된 재순환 유동에 의해 임펠러를 빠져나

온 유체의 유동 단면 이 좁아져 송풍운 에 비

해 유속이 빨라졌으며 유속의 방향이 팬 내부벽

면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내 유동에서의 압손실은 유동의 흐름을 방

해하는 항력들에 의해 발생되며, 그  유체의 

성에 의해 발생되는 항력을 단응력이라 한

다. 뉴톤의 성법칙에 따르면 유체내에서 발생

되는 z방향 단응력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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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ward flow

(b) backward flow

Fig. 7  Distributions of velocity vectors. (r=0~0.25 m, θ=90˚, z=-0.7~0.7 m)

                  (6)

여기서, ,   은 각각 성계수, z방향 속도 

 방향 치를 나타낸다. 식 (6)에 따르면 반경

방향에서의 속도구배가 클수록 단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반경방향의 속도

구배가 클수록 압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

다. 역풍운 시 발생되는 역류의 속도  벽근처

에서의 속도가 송풍운 시 보다 빠르기 때문에 

송풍운 시에 비해 속도구배가 크다. 따라서 식 

(6)에 나타낸 단응력에 의한 향으로 압손

실이 발생되어 역풍 피치각에서 효율이 하된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M사의 송풍-역풍 겸용 축류팬

을 모델로 하여 역풍시 선정된 피치각에 한 효

율 하 원인에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압계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역풍운 시 임

펠러 커버구간  하류구간에서의 압계수 감소

량이 각각 -3.24  -1.66으로 압계수가 격히 

감소하므로 이 구간에서 발생되는 유동특성으로 

인해 효율이 하될 것으로 단된다.

(2) 역풍운 시 임펠러 커버구간  하류구간에

서의 속도벡터분포를 분석한 결과 재순환 역에 

의해 송풍운 시 보다 성에 의한 유동 항력이 

커져 효율이 하된 것으로 단된다.

참고문헌

1. Chang, T. S., 2008, An Experimental Study 

on Selection Pitch Angle on backward flow 

of an Axial Fan with Adjustable Pitch 

Angle Blades, Proceedings of the SAREK

2. Ryu, I. K., 2003, Airflow characteristics with 

impeller design and noise characteristics 

with arrangement of silencer in an axial 

turbo fan, Hanyang university, Seoul,Korea.

3. Patankar, S. V., 1980, Numerical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McGraw-Hill,NewYork.

4. Vavra, Michael H 1974, Aero-thermodynamics 

and flow in turbomachines, Robert E. 

Krieger, New York, pp. 107-119.

5. Fluent Inc., 2003, FLUENT 6.1 User's Guide, 

Leban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