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 area ratio
 : static pressure recovery coefficient

 : force
 : total pressure loss coefficient
 : pressure
 : velocity
 : azimuth angle
 : swirl parameter

Subscripts
0 : stagnation conditions
swl : swirl component
thru : through flow component

서 론1.

원심압축기의 마지막 구성부는 디퓨저에서 나

오는 유동을 모아 출구 덕트로 전달하는 나선 형

상의 벌류트이다 이러한 벌류트의 기본적인 유.
동 구조는 단면에서의 스월 유동과 스크롤 축에

대한 회전 유동의 가지로 구성되며 비대칭 형상2
으로 인해 원주방향의 유동 변화가 발생하여 축

과 베어링에 반경방향 힘이 작용하게 된다.
벌류트의 설계 및 성능예측은 대개 벌류트 단

면에서 균일한 유동을 가정한 차원 해석에 기초1
하고 있으며 임펠러나 디퓨저 유동에 비해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원심압.

원심압축기 벌류트 내부의 스월 유동에 관한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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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ws in the centrifugal compressor volute with circular cross section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computational grid for the calculation utilized a multi-block arrangement to form a butterfly grid
and flow calculations are performed using commercial CFD software, CFX-TASCflow. The centrifugal
compressor of this study has axial diffuser after radial diffuser because of the shape of inlet duct and
installation constraints. Due to this feature the swirling flow pattern is different from the other
investigations. The flow inside volute is very complex and three dimensional with strong vortex and
recirculation through volute tongue. The calculation results show circumferential variations of the swirl
and through flow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 The mechanism deciding flow structure is
explained by considering the force balance in volute cross section. And static pressure recovery and
total pressure loss are estimated from the calculated results and compared with Japik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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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의 성능 향상과 반경방향 힘의 제어를 위해

서는 벌류트의 유동과 손실에 대한 상세한 이해

와 신뢰성 있는 예측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최근 흥미 있는 연구 분야의 하나로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와Van den Braembussche Hande(1)는 원뿔형의

관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부근에서 유입tongue
된 유체가 벌류트의 중심을 채우고 하류에서 유

입된 유체는 상류의 유체 주위를 감싸며 회전하

는 유동임을 보여주었다 등. Ayder (2)은 타원형 단

면 벌류트에 대한 실험을 통해 주유동(through
으로 인한 원심력에 대하여 스월 유동으로flow)

인한 원심력의 상대적인 영향에 따라 정압 분포

가 결정되며 손실모델의 경험상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와, Ayder Van den Braebussche(3)는 동일한 타

원형 벌류트에 대하여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대체로 실험과 일치하는 결

과를 얻었으나 전압 분포에서 오차를 보여주었

다 등. Gu (4)은 임펠러 출구 유동의 축방향 불균

일성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저유량에서

는 재순환 고유량에서는 이중 보텍스 구조에 의,
해 벌류트 손실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와, Flathers Bache(5)는 임펠러와 벌류트를

모두 포함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공력학적으로

유도되는 반경방향 힘을 계산하여 의 유용성CFD
을 확인하였다.
현재 원심압축기에서는 요구 성능의 만족뿐만

아니라 콤팩트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공기 공급 시스템에

적용된 원심압축기 벌류트의 유동해석을 통해 3
차원 유동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요구 조

건에 부합하는 벌류트의 형상 설계와 성능 향상

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동해석2.

벌류트 모델2.1
유동해석의 대상이 되는 벌류트 모델의 형상을

에 나타내었다 임펠러 입구 유로의 형상과Fig. 1 .
설치를 고려하여 반경방향 베인리스 디퓨저 이후

에 축방향으로 꺾인 유로를 지나 원형 단면90°
의 벌류트로 유입된다.
원형 단면의 반경은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300°
하며 그 이후에는 직선으로 연장된다.

Fig. 1 Volute model and cross sectional shape

Fig. 2 Computational gird

수치해석 방법2.2
유동해석은 위한 계산 영역은 임펠러 출구에서

시작하며 유동의 안정적인 유출을 위해 출구 직

경의 배만큼 출구 덕트의 길이를 연장하였다3 .
계산 격자는 벌류트 유로 단면에 대하여 와Fig. 2
같이 형태의 다중 블록 격자를 구성하였butterfly
으며 전체 격자수는 약 개를 사용하였다347,000 .
유동해석은 상용 코드인 를CFD CFX-TASCflow
사용하였으며 입구 조건은 전압력과 온도 유동,
각을 주었으며 이 값들은 임펠러의 유동해석 결

과로부터 임펠러 출구의 평균량으로 설정하였다.
출구 조건은 질량유량으로 주어지며 설계 유량에

대하여 인 경우에 대하여60, 80, 100, 120, 140%
계산을 수행하였다 난류 모델은 표준 모델. k-ε
을 사용하였다.

유동해석 결과3.

디퓨저 유동3.1
반경방향 디퓨저와 축방향 디퓨저 출구에서의

유동장을 에 나타내었다 축방향 디퓨저 출Fig. 3 .
구에서 반경방향 디퓨저 출구보다 상대적으로 복

잡한 분포를 보이며 특히 축방향 디퓨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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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다 반경방향 디퓨저에서 축방향 디퓨저로 전환.
되는 부분에서 유동 박리 및 재순환으로 인해 손

실이 나타나며 이러한 손실은 유량이 커질수록

속도 수두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게 된다 전개.
각도에 따른 압력 증가로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

며 특히 부근에서의 급격한 압력 증가로, tongue
저유량에서 역류가 나타나고 있다.

벌류트 유동3.2
축방향 디퓨저를 포함한 벌류트의 30, 120,

단면에서의 유동장을 에210, 300° Fig. 4 ~ Fig. 8
나타내었다 벌류트 입구에서 축방향으로 유입된.
유체는 원형 단면에서 스월 유동을 형성한다 이.
러한 스월 유동은 벌류트 단면을 통과하면서 축

방향 디퓨저에서 유입되는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스월 속도는 감소하지만 스월 유동의 형태가 매

우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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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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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ridional velocity

의 유선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유동 형태Fig. 5
를 확인할 수 있다 단면에서는 반시계 방향. 30°
의 강제 와류 형태의 스월 유동을 보이지만 120°
단면에서는 벌류트 좌측 하부 단면에서 발생한

박리 유동으로 인해 반시계 방향의 와류 영역이

축소되며 단면에서는 이 영역이 더욱 축소210°
되고 시계 방향의 와류가 크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단면에서는 원래의 반시계 방향 와류. 300°
영역이 사라지고 박리 영역이 넓게 퍼져 있는 형

태를 보인다 의 주유동 속도. Fig. 6 (through flow)
분포를 통해 축방향 디퓨저에서의 유입 유동이

주유동을 방해하여 왼쪽 단면에서는 주유동 속도

가 낮은 영역이 나타나고 벌류트 단면을 통과할

수록 압력이 상승하여 이 영역에서 역류가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 압력 분포는 벌류트를 지나면서 벌류Fig. 7

트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점점 성층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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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t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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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angential velocity

Fig. 3 Comparison between radial and axial diffuser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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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s

Fig. 4 Velocity vectors of swirling flow

Fig. 5 Streamlines of swirling flow

6
7

8
9

10

12
14

21 3

5

7

9

11
13

15

21

2
20

2

4

6
8 10

14

16

20

1

12
1 4 6 8 10 12

14
15

16

20

2

21 100
20 95
19 89
18 84
17 78
16 73
15 67
14 62
13 57
12 51
11 46
10 40
9 35
8 30
7 24
6 19
5 13
4 8
3 2
2 0
1 -3

Fig. 6 Contours of through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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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tours of s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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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ours of total pressure

이는 벌류트를 지나면서 스월 유동으로 인한

압력 구배의 영향이 감소하고 주유동으로 인한

압력 구배의 영향이 지배적이 되기 때문이다.
의 전압 분포를 보면 단면에서 스월 유Fig. 8 30°

동의 코어 부분에서 전압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코어에서 벌류트 벽면까지의 큰 속

도 구배로 인해 스월 운동에너지가 급속히 소산

되기 때문이다 정압 분포와 마찬가지로 벌류트.
를 통과하면서 반경방향으로 성층화 되어가는 분

포를 보여준다.

스월 유동 모델3.3
벌류트 단면에서의 스월 유동 패턴의 변화는

의 힘의 평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Fig.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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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orce balance in the volute cross section

벌류트 단면에서 유체 입자는 원심력과 그에

상응하는 압력 구배의 작용 하에서 평형을 유지

한다.

   ′     ′   (1)

와 은 각각 주유동과 스월 유동으로

인한 원심력을 나타내며  ′와  ′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압력 구배에 의한 힘을 나타낸다.
주유동의 압력 구배 때문에 경로를 따C-D-A
라 이동하는 유체는 감속되고 경로 의 유A-B-C
체는 가속된다 따라서 주유동 속도가 작은 벌류.
트 왼쪽 단면의 유체 입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전

환되어 시계방향의 보텍스가 생성되며 벌류트 하

반부 단면에서 불안정한 유동 영역이 형성된다.
앞서 설명한 유선과 압력 분포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정압회복 및 전압손실 계수3.4
벌류트의 정압회복 및 전압손실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3)

Japikse(11)는 벌류트의 성능예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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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ic pressure recovery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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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between Japikse model and

CFD results

 

  (4)

 





  (5)

여기에서 는 디퓨저 출구에서의 스월 파라미

터이고 은 벌류트 출구와 디퓨저 출구의 면

적비를 나타낸다.
과 에서 볼 수 있듯이 가Fig. 10 Fig. 11 Japikse

제안한 모델과 결과가 상당히 잘 일치함을CFD
알 수 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정압회복이 증가.
하고 전압손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저유량일수록 스월 유동 코어에서의 손실과 벌류

트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역류에 의한 손실이 크

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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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원심압축기 벌류트 내부의 유동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해석 대상의 벌류트는 반경방향 베인리(1)

스 디퓨저 이후에 축방향 디퓨저가 존재하며 축

방향 디퓨저의 길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서

유동 변수에 큰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벌류트에서

매우 복잡한 유동장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손실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벌류트를 통과하면서 벌류트 유로 단면에서(2)

스월 유동 패턴이 강제 와류 형태에서 박리유동

으로 인한 카운터 보텍스의 생성으로 상당히 변

화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주유동과 스월 유동의.
원심력과 그에 상응하는 압력 구배의 평형으로부

터 설명할 수 있으며 현재의 모델은 벌류트의 하

류로 진행할수록 주유동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해 정압 분포가 벌류.
트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반경방향으로 성층화된

형태를 보인다.
강제 와류 형태의 스월 유동에서는 코어에(3)

서의 큰 속도 구배로 인해 운동에너지가 급속히

소산되어 손실이 발생하며 벌류트를 지나면서 저

유량 영역에서의 역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다.
임펠러 출구 유동의 불균일성으로 인한 영(4)

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임펠러를 포함한 유동해

석이 필요하며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벌류트CFD
의 여러 단면에서 상세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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