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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measurement method of the aerodynamic performance of a turbo compressor was 
conducted. It is well known that the performance and the efficiency of the compressor can be 
calculated from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distribution in each stage of the compressor. In the past 
Pitot tubes and thermocouples were used to measure pressure and temperature respectively, and 
recently pressure and temperature rake is used in order to decrease the measuring time and the number 
of measurement. The miniature total pressure rake which is available in the compressor with a small 
axial gap is designed and is under development.

기호설명

A : 면적(m2)
C : 절대속도(m/s)
h : 엔탈피(kJ/kg)

h0 : 전엔탈피,  

(kJ/kg)

m : 질량유량(kg/s)
p : 정압력(Pa)

p0 : 전압력,  

(Pa)

PR : 압력비, 


T : 정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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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 전온도, 

(K)

Ut : 팁 회전속도(m/s)
 : 속도(m/s)
W : 상대속도(m/s)
  : 절대유동각(deg)
  : 상대유동각(deg)
  : 효율

 : 유량계수, 





 : 압력계수, 






첨자

x : 축방향 성분

  : 회전방향 성분

1. 서 론

가스터빈 핵심구성요소 중 하나인 압축기는 공

기를 단열압축시켜 압력 및 온도를 올려 압축된 



공기를 최대한 손실 없이 연소기 입구로 전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압축기는 작동 회전수에서 

유량에 대한 압력비의 성능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시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최종 확인 하는 작

업이 중요하다. 설계단계에서는 기존의 경험에 

의한 데이터와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을 바탕으로 

설계하지만, 실제 압축기 내부에서는 유동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여러 단의 동익(rotor)과 정익

(stator)로 구성된 압축기 전체를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정밀하게 유동해석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설계결과와 실제 압축기의 성능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압축기가 선회실속

(rotating stall)이나 서지(surge) 상태로 운전할 경

우 압축기나 엔진의 작동이 멈추거나 파손될 우

려가 있으므로 선회실속이나 서지가 발생하는 영

역을 확인하여 압축기가 엔진에 장착되었을 경우

에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상의 서지 마진(surge 
margin)이 실제 엔진에서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여 

이 모든 데이터를 엔진의 운영프로그램에 통합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엔진을 통합하기 

전에 압축기 성능시험을 통하여 위 과정에서 필

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질량유량에 대한 압력비(PR) 및 효

율(efficiency) 등의 기본적인 압축기 성능뿐만 아

니라 압축기 내부의 상세유동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측정하는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압축기 공력 특성

 2.1 서울대 LSRC의 공력성능

 서울대 터보기계연구실의 축류압축기는 1단의 

입구안내깃(IGV)과 4단의 동익(rotor)/정익(stator)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GE Aircraft Engines 사
의 저속 연구용 압축기(Low Speed Research 
Compressor, LSRC)(1-5) 시험리그의 설계를 참고하

여 제작한 것이다. 실제 엔진 운용조건에서 구동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성을 통해 저속으로 수행

하기 때문에 마하수(Ma) 대신 레이놀즈수(Re)를 

고려하고, 출구압력과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온

고압용 센서나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6).
 고속 압축기의 경우 공력성능을 환산질량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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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mass flow rate)에 대하여 압력비(PR) 및 

효율()로 표현하는데 반해, LSRC의 경우 저속인

데다 압력 상승량이 커지않기 때문에 유량계수

()에 대하여 압력계수() 및 효율로 성능을 나

타내었다. Fig. 1은 압축기의 각 단마다 정압탭을 

설치하여 압력 분포를 계측한 후 무차원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IGV를 통과하면서 정압은 감소하

고 이후 여러 단의 동익과 정익을 지나면서 압력

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Fig. 1에서 

구한 3단의 동익과 정익을 지나면서 상승되는 압

력량을 유량계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인데, 압력

계수가 회전속도에 무관하게 상사성이 잘 일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압축기 구동축에 

토크미터를 장착하여 토크를 계측한 후 효율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압력계수와 마찬가지로 

회전수에 대하여 잘 일치한다. 한편 효율을 계측

하고자 하는 압축기의 구동 토크가 토크미터의 

계측 범위를 초과할 때 토크미터를 사용할 수 없

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축기 입출구의 전압

력 및 전온도 상승을 측정하여 열역학 법칙을 사

용하여 다음 수식으로부터 효율을 직접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total-to-total 압축기 효율이고, s
는 등엔트로피 과정을, k는 비열비를 나타낸다.

 2.2 내부 상세유동 계측

 압축기의 기본적인 공력성능 뿐만 아니라 내

부의 세부 유동장을 측정함으로써 압축기의 특성

을 정의할 수 있다. 축류압축기의 경우 동익과 

정익간의 상호작용(rotor-stator interaction)뿐만 아

니라 익단간극(tip clearance) 및 끝벽(endwall)에서

의 와류, 원심력에 따른 이차 유동(secondary 
flow) 등으로 인해 복잡한 3차원 유동이 존재한

다. 하지만, 압축기 내부의 협소한 공간은 3차원 

유동을 계측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3축 열선(triple hot wire) 계측은 프로

브 자체의 크기 때문에 공간 분해능(spatial 
resolution)이 떨어지고, PIV 계측은 케이싱을 투

명 재질로 제작해야 하므로 안정성의 문제를 야

기시킨다. 이리하여 압축기의 3차원 유동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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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nwise distributions of absolute 
velocity at the exit of the third roto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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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anwise distributions of absolute 
velocity at the exit of the third stator 
stage

기술은 여전히 개발중이며, 많은 계측 시간이 필

요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사 열선(slanted 
hot wire) 계측을 통해 유동 구조를 조사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축방향 길이에 비해 반경방향 

폭이 작기 때문에 축방향 및 회전방향 운동량에 

비해 반경방향 운동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x
형 열선으로 비정상성(unsteadiness)을 계측하고, 5
공 피토관(5-hole Pitot tube)을 이용하여 3차원 특

성을 고찰하였다.
Fig. 4와 5는 각각 3단 동익단 및 정익단 출구

의 중간 피치(midpitch) 지역에서 날개 폭(span)방
향으로의 절대속도 분포를 저유량(), 설계유량

(), 고유량()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간 

스팬(midspan)에서의 절대속도 분포를 살펴보면, 
유량에 따른 속도의 관계가 잘 일치하고 특히 동

익단 출구의 팁(tip) 부근에서 고유량 및 저유량

의 경우 슬립(slip)에 따른 속도 손실이 발생하여 

전압 손실 또한 클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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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itchwise distributions of absolute flow 
angle at the exit of the third roto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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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tchwise distributions of absolute flow 
angle at the exit of the third stator 
stage

3단 동익단 및 정익단 출구에서 중간 스팬 지

역의 절대 유동각을 Fig. 6과 7에 각각 나타내었

다. 3단 동익렬 출구에서의 속도 삼각형(velocity 
triangle)을 고려하면,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절대

유동각이 감소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0% 
피치에서 절대유동각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

는데, 이 지역은 상류 익렬에서 발생한 후류에 

의해 순간적으로 유량이 감소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익렬 출구에서는 45% 피
치에서 후류의 발생으로 인해 절대유동각이 크고 

유량이 감소한다.

3. 결 론

압축기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질량유량에 대

한 압력비(압력계수) 및 효율을 측정함으로써 공

력성능을 계측할 수 있고, 압축기 내부 유동장의 

속도, 압력, 유동각 등을 조사함으로써 동익-정익

간 상호작용, 팁간극 및 끝벽 와류 등의 여러 현

상들이 압축기의 성능과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있었다. 특히 날개의 허브와 팁에서 

생기는 손실이 압축기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

치며 날개의 입, 출구에서의 유동각의 형태에 따

라 날개의 성능과 압축기의 손실을 고려할 수 있

음을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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