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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type axial flow fan with centrifugal sub-blades has been designed and fabricated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s in downstream 

flow fields of the fan experimentally to detect the detailed flow characteristics of new axial 

flow  fan and  an existing axial flow fan. Two-dimensional velocity components were 

probed by applying a particle image velocimetry system and pressure distributions were 

measured by Pitot tube and micro-manometer. Our results show that the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s at the flow fields of the new fan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an, and that the centrifugal sub-blades in the new fan can improv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 view of kinet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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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에 축류형 홴의 용범 가 공기조화설비

나 배기설비 등에서 보다 높은 압을 요구하

는 용도로 까지 확 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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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류형 홴은 설계 이외의 운 조건에서는 성

능이 격하게 낮아지는 단 이 있어서 사용범

가 제한 이었다.

축류형 홴의 성능향상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는 회 자의 회 시에 날개 끝단의 간극(tip)

에서 설유동이 발생하고, 원심형에 비하여 날개

의 회 운동에 의하여 유체가 얻는 운동에 가 

작다는 구조이다. 이러한 축류홴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한 최근의 연구로서는  고효율 축류형 홴

의 설계를 하여 날개 형상의 설계최 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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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실의 감소  성능향상에 한 연구결과[1]

가 있으며, 축류홴의 성능감소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간극의 설유동이 성능향상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해석하거나[2], 축류홴의 유동

장에서 간극의 설유동을 수치 으로 해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3]. 그러나 홴의 압성능을 

향상시켜서 기존 축류홴의 용범 를 넘어서는 

범 로 까지 확 하기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형 보조날개를 이

용하여 유동장의 속도변화를 크게 하여 유체의 

운동에 지를 증가시키기 한 시도로써 새로운 

모델의 축류홴을 제시하고 상용 로그램을 이용

하여 홴의 유동장에서 속도분포와 압력분포를 

이론 으로 수치해석한 연구[4]가 발표되었다. 그

러나 축류홴에서 원심형보조날개를 부착하여 유

동장의 속도분포와 압력분포를 이론 으로만 계

산한 연구의 결과는 실제의 유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제의 유동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를 실제의 

설계자료로 이용하기에는 여 히 미흡한 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4]의 후속연구로써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새로운 모델의 축류홴을 설계하고 실제로 제작

하여 실험 으로 성능을 해석하고자 하 다. 실

험은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기법[5]을 

이용하여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축류홴과 

동일한 사양의 기존 축류홴을 제작하여 홴의 하

류 유동장에서 2차원 유속분포를 계측하고 피토

튜 와 마이크로액주계를 이용하여 정압분포를 

계측하여 비교하 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신모델 축류홴의 하

류 유동장에서 축방향(방향)과 반경방향(방향)의 

2차원 속도분포를 측정하기 한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장치는 Fig. 1과 같이 구성하

다.

PIV 장치는 카메라, 펄스 이 , 동기화 장치

로 구성되어 있으며 TSI 사의 Insight 소 트웨어

(a) Schematic diagram of  PIV System

(b) Experimental equipment of PIV System 

(c) Pitot tube for pressure measurement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axial flow fan test

를 통해 이미지를 획득하고 해석하 다. 본 실험

장치에 사용된 CCD 카메라는 4M(2048 x 2048)

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Double straddle 기능

을 가지고 있다. 50 mJ Nd:YAG 펄스 이 에서 

나오는 빛은 오목 즈(spherical lens)와 원통형 

즈(cylindrical lens)를 통해 측정 역에 평면

을 조사 하 다. 유동장에 주입된 입자는 공기의 

도와 비슷하게 만들기 해 Laskin 노즐을 사

용한 oil generator를 이용하여 평균 1um 크기의 

올리  오일 방울을 유동장에 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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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n without sub-blade

 

(b) Fan with sub-blade

Fig. 2 Shapes of fan 

Table 1 Specifications of axial flow fans

Parameters Specifications

Number of blades 8

 Channel diameter 400mm

Diameter of rotor 398mm

Span 134mm

Chord length 85mm

Blade thickness 4mm

Hub diameter 130mm

Tip clearance 1mm

Radius of blade curvature 237mm 

Pitch  angle 27°

Radius of sub-blade 
curvature

645mm 

Width of sub-blade 13mm

Rotational speed 800, 1200, 1700rpm

축류홴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는 회 수, 날개의 크기 그리고 홴 날개의 형상

이다. 홴 날개의 형상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로는 

날개의 피치각(pitch angle), 캠버각(camber 

angle), 두께(thickness), 익 길이(chord length), 

스팬(span) 등이다.  그리고 홴의 형상은 회 자

의 지름과 허 (hub)의 지름을 결정한 후에 각 

반경 치에서 날개의 형상을 결정하는 변수를 

정해주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2개

의 홴 모델을 설정하 다. 먼  기존의 축류 홴 

(a)에서 날개의 수는 8매이며 회 자의 직경은 

398mm, 스팬(span)은 134mm, 익 길이는 

85mm, 날개의 두께는 4mm, 곡률반경 237 mm

이고 피치각 27°이며,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b)에서 보조날개의 곡률반경은 645mm, 보조

날개의 폭은 13mm로 하 으며, Table 1에 실제

로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된 홴의 사양을 상세히 

제시하 다.

2.2 실험방법

실험장치는 Fig. 2와 같이 내경이 400 mm인 

투명한 아크릴 원형  심에 홴을 장착하 다. 

측정 역은 홴의 심단면에서 40mm 떨어진 

치부터 400mm까지로 하 으며 아크릴  뒤쪽에 

검은색 종이를 붙여 시험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사 을 이고 입자의 선명성을 높 다. 축류홴

으로부터 축방향으로 유동장을 찰하기 하여 

이 는 축방향으로 조사하 고 수직으로 설치

된 CCD 카메라로 촬 하 다. 압조 기를 이

용하여 홴의 회 수를 800rpm, 1200rpm, 

1700rpm으로 변화시켰으며 타코메타로 회 수를 

측정하 다.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1000장의 이미

지를 획득하여 시간 평균하 으며,  이미지의 시

간간격은 50um이고 당 2개의 이미지를 획득하

다. 상호상 법(cross-correlation method)으로 

구한 입자의 변 와 상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부터 2차원 속도 벡터를 계산하 고 상 역은 

32×32 pixel2로 하 으며 50%의 overlap을 사용하

다[5]. 한 피토 과 마이크로액주계를 이용하

여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치변화에 따른 압력을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유동장 가시화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신모델 홴의 유동장

을 기존 축류홴의 유동장과 비교하기 하여 유

동장을 가시화하 다.    

Fig. 3은 축방향(방향)으로는 홴하류의 치 

 에서  까지이고 반경방향(방향)

으로는 심( )에서  인 역의 

유동장 속도벡터를 나타낸다. 기존의 축류홴에 비

하여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의 유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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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n without sub-blade

(b) Fan with sub-blade

Fig. 3 Velocity vector plots of flow field

서는 반경방향 속도성분이 더 크고, 재순환 역

이 기존의 축류홴 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신모델 홴은 기존의 축류홴과 다른 유동장의 속

도분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유동장 속도분포 

Fig. 4는 홴의 날개 끝에서  심방향으로 

스팬길이()의       인 치

에서 축방향으로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Fig. 4

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의 유동

장에서 축방향속도는 기존 축류홴보다 체 으

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4(a)에

서 스팬길이  인 날개 끝부분에서는 보조날개

를 부착한 홴의 유동장에서 오히려 크게 나타났

으며, Fig. 4(b)에서 스팬길이  인 날개 간 

치에서는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의 유동장에서 

축방향으로 갈수록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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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xial velocities in the ax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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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홴의 날개 끝으로부터  심방향으

로 스팬길이()의       인 지

에서 반경방향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Fig. 5에

서 기존 축류홴에 비하여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

에서는  반경방향 속도성분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축 심보다는 날개 끝부

근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축류홴에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하면 

원심형 홴의 특성인 축방향속도는 작아지고 반경

방향속도는 커지게 되어 축류형 홴과 원심형 홴

의 간 역의 성능특성을 나타내는 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Fig. 6은 홴의 회 수(N)를  rpm , 

rpm ,  rpm으로 변화시키면서 스팬길이 ()

의   인  날개 간 치에서 축방향 속도와 

반경방향 속도를 합성한 속도벡터의 크기를 축

방향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Fig. 7(a)로부터 

기존의 축류홴에서는 홴의 하류로 갈수록 속도

벡터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Fig. 7(b)

로부터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에서는  홴의 하류

로 갈수록 속도벡터는 커지며, 이러한 경향은 회

수가 증가할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원심형 보조날개에 

의하여 발생된 반경방향의 속도성분이 홴의 하

류에서 유체의 운동에 지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은 기존

의 축류홴보다 유체의 압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압력분포

Fig. 7은 홴하류의 축방향으로 3개의 치

에서 반경방향의 치에 따른 유동장

의 정압을 피토 과 마이크로 액주계를 이용하

여 측정한 결과이다. Fig. 7에서와 같이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의 정압이 기존 축류홴보

다 낮게 나타났다. 원심형 보조날개에서 발생시

킨 회 방향의 속도성분이 정압을 낮아지게 하

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원심형 보조날개에 의하

여 회 방향의 운동에 지가 증가하 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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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radial velocities in the

             ax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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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velocity vectors 

                 in the axial direction 

Fig. 7 Comparison of static pressure 

Fig. 7에서 기존 축류홴의 유동장에서는 회

자에서 가까운  인 단면에서 정압은 원

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보다 높지만 회 자에

서 축방향으로 멀어진  인 단면에서는 

원심형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의 유동장에서 정압

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에서 원심형 보조날

개를 부착함으로서 나타나는 압력상승효과는 회

자하류의 유동장에서 커지는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축류홴의 압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기존의 

축류홴 날개에 원심형의 보조날개를 부착한 신

모델의 홴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유동특성을 실

험 으로 구하고 기존의 축류홴과 비교하 다.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한 홴의 유동장에서 원

심형 보조날개에 의하여 발생된 반경방향의 속

도성분으로 인하여 홴의 하류에서 유체의 운동

에 지가 커지고 홴의 압상승이 가능하며, 이 

결과로부터 축류홴에 원심형 보조날개를 부착하

면 원심형 홴의 특성인 축방향속도는 작아지고 

반경방향속도는 커지게 되어 축류형 홴과 원심

형 홴의 간 역의 성능특성을 나타내는 홴이 

되어 용범 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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