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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심 펌프에서 디퓨저는 임펠러에 의해 얻은 속도에너지

를 정압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종류에 따라 

벌류트(volute), 베인 디퓨저(vaned diffuser)와 베인이 없

는 디퓨저(vanless diffuser)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베인

디퓨저는 압력회복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임펠러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작동범위가 비교적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반

면, 베인이 없는 디퓨저의 경우 압력회복은 낮으나 작동범위

가 넓은 장점이 있다. 

베인 디퓨저가 구비된 원심형 기계의 내부 유동과 성능 특

성 연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Jiang(1,2)은 디퓨저 출구 크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베인 디퓨저 원심 펌프의 비정상 압력변동과 반경 방

향 힘이 clocking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i 등(3,4)과 Bayeul-Laine 등(5)은 유량에 따른 베인 디퓨저 

내부 유동구조 변화의 관측을 위해 PIV (particle image 

velocimeter)를 활용하였으며, 이 결과를 성능특성과 연관지

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Karanth(6)는 원심홴의 임펠러와 디퓨저 

사이 간극이 내부 유동구조와 성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실험과 비정상 유동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Bayeul- 

Laine 등(7)과 Dupont 등(8)은 Société Hydrotechnique de 

France(SHF)에서 제안된 SHF 임펠러와 베인 디퓨저가 구비된 

원심펌프에 대해 누설 유량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디퓨저 베인의 형상 설계에 대해서는 유동해석을 기반으로 

수행된 몇가지 연구가 있다. Wang 등(9)은 베인 디퓨저 형상에 

대한 디퓨저 입구 직경과 폭, 입구 각과 전개 각도 등 4가지의 

설계변수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대리모델(surrogate model)

을 사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대리모델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Atif 등(10)은 익렬(cascade) 형태와 유로(channel) 

형태의 베인 디퓨저가 사용된 원심펌프에 대해 임펠러 출구 

부에서의 유동 구조를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익렬 형태

의 디퓨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펠러의 출구 부분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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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umerical investigation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arrangement of partial diffuser vanes 

on the hydraulic performance of a centrifugal pump. Three-dimensional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hear stress transport turbulence model. For the reference shape of the diffuser, which has the full height of the vane, 

a grid-dependency test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optimal grid system, and numerical results were validated with experimental 

data. Three diffusers with different configurations were used as test cases. The hydraulic efficiency, pressure recovery coefficient, 

and flow coefficient for the operating range were defined as performance parameters. Additionally, internal flow fields were 

evaluat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relation wit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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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된 유동장이 나타났다. 이들은 유로 형태의 디퓨저가 정익

-동익 상호작용(rotor-stator interaction)을 줄이는 데 효과

적인 것으로 보고했다.

베인이 없는 디퓨저의 경우 성능 특성에 관한 연구보다는 

회전 실속(rotating stall)과 같은 내부 유동 특성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 Tsujimoto 등(11)은 2차원 비점성 유동

에 대해 섭동 이론(perturbation theory)을 적용하여 해석적

으로 베인 없는 디퓨저에서의 내부 유동 특성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디퓨저 입/출구에서의 경계 조건에 따른 임계 유

동각과 실속의 전파속도가 디퓨저 입/출구 직경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idogun(12)는 실험

을 통해 디퓨저의 직경비가 감소함에 따라 실속 개체(stall 

cell)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디퓨저 폭의 경우 유동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베인 디퓨저와 베인이 없는 디퓨저의 장점을 취하고

자 이를 결합한 형태인 부분 디퓨저 베인(partial diffuser 

vane)에 대한 연구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Yoshinaga 등(13)은 50% 스팬 높이의 디퓨저 베인에 대해 고속 

원심 압축기의 성능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디퓨저 베인의 높이에 따라 효율과 작동범위에 변화가 있었으

며, 디퓨저 내부 속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 부분 베인이 디퓨저

의 압력 회복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하였다. Zhu 등(14)은 익렬 

형태의 베인 디퓨저에 대해 베인의 높이가 성능 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다. 베인의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임펠러의 

출력이 증가하고, 정익-동익 상호작용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였다. Zhang 등(15)은 부분 디퓨저 베인이 구비된 원심팬을 대

상으로 하여 측정된 유량 범위에서 광대역의 소음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분 디퓨저 베인이 성능과 작동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으나, 선행 연

구의 경우 대부분 실험을 통해 성능 특성만을 확인하였기 때

문에 내부 유동 특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허브( 

hub) 측에 부분 디퓨저 베인을 설치하는 제한적인 연구(16)만 

수행되었고, 이들의 배열이 수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부

분 디퓨저 베인의 배열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비압축성 삼차원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성능곡선과 압

력회복계수 등을 비교하여 수력성능과 작동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내부 유동을 정밀 분석하

여 성능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2. 펌프 모델

본 연구는 Si 등(4)의 논문에서 사용한 임펠러와 베인 디퓨

저가 구비된 원심펌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펠러와 디퓨

저의 세부 형상 정보는 Table 1에 명시되어 있다. Fig. 1은 

연구 대상이 되는 펌프 모델의 삼차원 형상을 나타낸 것으

로, 기준 형상인 간극이 없는 유로 형태의 디퓨저 베인(full 

diffuser vane, FDV), 허브에 설치한 50% 스팬 높이의 디퓨

저 베인(partial hub diffuser vane, PHDV), 팁(tip)에 설치

한 50% 스팬 높이의 디퓨저 베인(partial tip diffuser vane, 

PTDV) 그리고 50% 스팬 높이의 베인을 허브와 팁에 번갈아 

설치한 형태인 부분 디퓨저 베인(partial staggered diffuser 

vane, PSDV) 등 총 4가지 형상에 대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부분 디퓨저 베인의 배열이 원심펌프의 수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3. 수치해석 방법

비압축성 정상상태 유동 해석을 위해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

램인 ANSYS CFX 15.0(17)을 사용하였으며, 임펠러 형상 정의, 

격자계 생성, 경계조건 정의, 유동해석 및 결과분석은 각각 

Blade-Gen, Turbo-Grid, CFX-Pre, CFX-Solver 및 CFX- 

Post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난류모델로는 역압력 구배로 인

한 유동 박리 예측에 효과적이며, 터보기계의 유동예측이 정확

하다고 알려진 k-ω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18)을 

사용하였다.

Impeller Diffuser

Inlet radius R1=141.13 mm Inlet radius R3=259.00 mm

Outlet radius R2=258.60 mm Outlet radius R4=469.35 mm

Outlet width 38.49 mm Outlet width 40 mm

Outlet blade angle 22.3 deg Inlet blade angle 10.21 deg

Number of blades Z1=7 Number of vanes Z2=8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centrifugal pump

Fig. 1 Diffuser vanes with different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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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는 본 연구에 사용된 계산 영역과 경계조건을 나

타낸다. 계산 영역은 입구 배관, 임펠러와 디퓨저로 구성하

였다. 임펠러의 회전속도는 1710rpm이며, 작동유체로는 동

점성 계수 15×10-6 m2/s를 가지는 20 ℃의 공기를 사용하였

다. 입구와 출구 경계조건으로는 각각 전압력과 질량유량을 

부여하였다. 벽 조건은 점착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정익-동

익 경계면 처리방법으로는 동익 출구 유동을 원주 방향으로 

평균하여 물성을 전달하는 방식인 stage 방식을 적용하였다.

Fig. 2(b)은 본 연구에 사용한 격자계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입구배관, 임펠러와 디퓨저 영역에 대해 육면체 격자로 

구성하였으며, 고체 경계면 근처 첫 격자점의 y+를 1.2이하

로 유지하여 저 레이놀즈수(low-Reynolds number) SST 난

류모델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격자의 수가 수치 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격자계의 확보를 위해 격자의존성 테스트를 수

행하였다. Fig. 3은 디퓨저 출구에서의 피치(pitch) 방향 평

균 전압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77, 142 그리고 182만개의 

격자 계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42만개와 182만개의 격자 계의 

해석 결과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석 시간의 경

제성의 확보를 위해 142만개의 격자계를 추후 해석에 일괄 

적용할 격자계로 선정하였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의 잔차(residual)가 10-4 

이하이며, 해석 반복횟수 100번 당 성능함수의 변화 0.3% 

이하가 되는 것을 수치해의 수렴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Intel i7 2.67 GHz CPU가 장착된 PC를 사용하여 병렬계산

을 수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FDV의 경우에는 3시간 30분, 

PHDV와 PTDV는 8시간 그리고 PSDV는 14시간 20분 가량 

소요되었다.

4. 성능 함수

부분 디퓨저 베인의 배열에 따른 수력성능의 정량적인 평

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량계수(Φ), 양정계

수(ψ), 효율(η) 그리고 디퓨저 압력회복계수(CP,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2)




 

 
(3)

 
 

 
(4)

여기서, p, pT, Q, Τ, ω는 각각 압력, 전압력, 유량, 토크, 

각속도를 나타내며, r2, b2는 각각 임펠러 출구 반지름, 임펠

러 출구 폭을 나타낸다. 하첨자 1, 2, 3, 4는 임펠러 입구, 임

펠러 출구, 디퓨저 입구, 디퓨저 출구를 각각 나타낸다.  

Marsan 등(19,20)은 디퓨저 압력회복계수의 기울기가 양이 

되는 저유량 영역에서는 디퓨저 내부 유동이 불안정해짐을 

언급하였다. 반면, 고유량 영역에서는 압력회복계수가 0이 되

는 영역 이후에는 더 이상 디퓨저가 기능을 하지 못 하고 노즐 

유동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디퓨저의 유효 작동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성능변수로, 압

력회복계수가 최대인 지점에서의 유량과 설계 유량의 비

(max) 및 압력회복계수가 0과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유량의 차와 설계 유량의 비(=(-max )/)를 정

의하였다.

5. 결과 및 검토

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기준 형상인 FDV의 해석 결과와 

Si 등(5)에 의해 수행된 실험 결과를 Fig. 4에서 비교하였다. 

Fig. 4(a)는 양정계수를 비교한 것으로, 유동해석 결과는 성

(a) (b)

Fig. 2 Computation domain, boundary conditions, and 
example of grid systems

Fig. 3 Grid depend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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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정량적인 차이는 있으나 정성

적으로는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탈 설계 유량

에서 다소 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에서 웨어링(wear-ring)에서 발생하는 누설 유동에 대해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Fig. 4(b)의 디퓨저 입

구에서의 반경방향 속도 분포에서 유동해석 결과가 쉬라우

드 부근의 속도를 실험 결과에 비해 다소 낮게 예측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네 가지 형상에 대한 양정계수와 효율의 곡선들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기준형상인 FDV는 본래 

로켓 분야에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작동 안정성 확

보를 위해 베인 디퓨저가 의도적으로 저 유량 영역인 ϕ/ϕ
d=0.8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Fig. 5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FDV는 측정된 유량 범위 내에서 큰 음의 기울기의 

양정 곡선을 가지며 ϕ/ϕd=0.7 부근에서 최고 효율을 나타내

고, 최고 효율점을 전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PHDV, PTDV와 PSDV의 경우 ϕ/ϕd=1.0 부근에서 최고 

효율을 나타내며, 0.6<ϕ/ϕd<1.4의 넓은 범위에서 완만한 기울

기와 함께 높은 효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정계수의 

경우 FDV는 ϕ/ϕd<0.7에서 큰 값을 보이며 이후 급격한 기울

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HDV, PTDV와 PSDV는 

ϕ/ϕd>0.7에서 FDV보다 큰 값을 보이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각 형상에 대한 디퓨저 압력회복계수(CP) 곡선을 

비교한 것으로, FDV의 경우 ϕ/ϕd=0.6에서 0.68의 높은 값

을 보이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여 ϕ/ϕ
d=0.95 부근에서 압력회복계수 값이 0을 나타냄으로써 더 

이상 정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반면, PHDV, 

PTDV와 PSDV의 경우 압력회복계수의 최댓값은 0.56 정도

로 FDV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나, ϕ/ϕd=1.8에 이르기까지 

양의 디퓨저 압력회복계수 값을 가짐으로써 넓은 유량 범위

에서 정압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각 형상에 대한 주요 성능함수(ηd, Cp,d, 

(a)

(b)
Fig. 4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results : (a) pressure coefficients of the impeller, (b) radial velocity

coefficient at the inlet of diffuser

Fig. 5 Performance curves with different arrangements

Fig. 6 Static pressure recovery coefficients with different 

arrangements

FDV PHDV PTDV PSDV

ηd 0.7802 0.9039 0.9038 0.9040

Cp,d -0.3222 0.5544 0.5485 0.5620

max 0.6000 1.0500 1.1500 0.9500

 0.3250 0.7500 0.8500 0.8500

Table 2 Predicted performances for different cases



부분 디퓨저 베인의 배열이 원심펌프의 수력성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9 9

max, ) 값을 정리한 것이다. 설계유량에서의 효

율(ηd)의 경우 부분 디퓨저(PHDV, PTDV, PSDV)는 FDV에 

비해 0.12 이상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가

지 배열의 값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설계유량에서의 

압력회복계수(Cp,d)는 FDV의 경우 –0.3222를 나타냄으로써 

설계유량에서 큰 정압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

면, 부분 디퓨저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이 중 PSDV가 

0.5620으로 부분 디퓨저 배열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다. 

한편, FDV의 max와  값은 각각 0.6000과0.3250

인데, 이는 압력회복계수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0.6000으로 

평가된 형상들 중 가장 작은 유량이지만, 압력회복계수의 기울기

가 0인 영역부터 압력회복계수가 0이 되는 유량까지의 영역이 

0.3250으로 타 형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작동 범위를 

가진다. 반면, PSDV의 경우 PHDV와 PTDV에 비해 설계유량에

서 가장 높은 효율(0.9040)을 가지며, 0.9500의 낮은 max
값을 가짐으로써 저 유량 영역에서의 작동 안정성을 보이고 

동시에 0.8500의 큰  값을 가져 상대적으로 넓은 작동 

영역을 갖는다. 따라서 부분 디퓨저 배열들 중 PSDV가 수력성능

이나 작동영역 확보에 있어 타 배열에 비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7은 FDV에 대해 50% 스팬에서의 유량에 따른 디퓨

저 압력회복계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ϕ/ϕd=0.6의 경우 입

구부를 제외한 영역에서 높은 압력회복계수 분포를 보이나, 

ϕ/ϕd=0.8에서는 디퓨저 유로 내부에서 낮은 압력회복 계수

를 보인다. 결국, ϕ/ϕd=1.0에 이르러서는 입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낮은 압력회복을 나타내며, 특히 디퓨저 유

로 초입부에서 낮은 압력회복계수 값을 보인다. 

Fig. 8은 FDV에 대해 50% 스팬에서의 유량에 따른 속도 

벡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ϕ/ϕd=0.6의 경우 디퓨저 베인 

후연부에서 역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디퓨저 흡입면 부근에서 역류 영역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디퓨저 내부 유로의 유효 면적 축소를 야기

한다. 따라서 ϕ/ϕd=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축소

된 유로에서의 높은 유동 속도로 인해 압력을 충분히 회복시

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Fig. 7).

Fig. 9는 디퓨저의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회복계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ϕ/ϕd=0.6의 경우(Fig. 9(a)), 공통적

으로 반경방향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회복계수도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DV의 경우 타 경우에 비해 

1.05<r/r2<1.3의 영역에서 압력회복의 상승 폭이 증가하여 

Fig. 7 Static pressure recovery coefficient contours at 

50% span (FDV)
Fig. 8 Velocity vectors in diffuser at 50% span (F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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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타 경우에 비해 높은 값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부분 디퓨저(PHDV, PTDV, PSDV)의 경우 

PSDV가 전 구간에서 타 부분 디퓨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회복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b)(ϕ/ϕd=1.0)에서는 FDV와 부분 디퓨저의 압력회복계수 

분포의 차이가 확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FDV의 경우 

r/r2=1.05 부근에서 1.3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 점차 

증가하나 부분 디퓨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압력회복계수 값

을 가진다. 부분 디퓨저들의 경우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압

력회복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c)는 ϕ/ϕd=1.8에서의 PHDV, PTDV, PSDV의 분포를 나타

낸 것으로, 공통적으로 r/r2=1.25 부근에서 가장 작은 압력

회복계수 값을 보이며 그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PTDV의 경우 타 경우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

로 작아 이후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회복계수 값

을 가진다.

Fig. 10은 r/r2=1.06, 1.23과 1.40에서의 피치방향 평균 

유동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ϕ/ϕd=0.6)에서

PHDV의 경우 r/r2 값이 증가함에 따라 허브 부근에서의 유

동각은 증가하나 쉬라우드 부근에서의 유동각은 음의 값을 

유지하며, 반대로 PTDV의 경우에는 쉬라우드 부근에서의 

유동 각은 증가하나 허브 부근에서의 유동각은 음의 값을 유

지한다. 이 때 음의 유동각은 유동의 역류가 발생함을 의미

(a)

(b)

(c)

Fig. 9 Variations of static pressure recovery coefficient with 

r/r2 for different arrangements: (a) ϕ/ϕd=0.6, (b) ϕ/ϕd=1.0, 

(c) ϕ/ϕd=1.8

(a)

(b)

(c)

Fig. 10 Flow angle distributions with different arrangements: 

(a) ϕ/ϕd=0.6, (b) ϕ/ϕd=1.0, (c) ϕ/ϕ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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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Fig. 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역류가 발생할 경우 디

퓨저 내부 유로의 유효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PSDV

는 입구부(r/r2=1.06)에서는 쉬라우드 부근에서 음의 유동 

각을 가지나, r/r2=1.23에서 양의 값으로 바뀌며 최종적으로 

스팬에 따라 일정한 유동각 분포를 나타낸다.

ϕ/ϕd=1.8일 때 r/r2의 변화에 따른 유동각 분포는 Fig. 

10(c)와 같다. PHDV의 경우 입구부(r/r2=1.06)에서의 유동 

각에 비해 유로 내부(r/r2=1.23, 1.40)에서의 유동각은 전스

팬 영역에 걸쳐 변화가 심했으며, 특히 30% 스팬 부근에서

는 4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PTDV의 경

우 입구부 유동각과 비교하였을 때 유로 내부에서의 유동각

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PSDV의 경우 타 경우에 비해 쉬

라우드 부근에서의 유동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11는 ϕ/ϕd=0.6일 때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각 단면에

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PHDV는 허브 부근에서 높은 속

도를 나타내고, PTDV는 쉬라우드 부근에서 높은 속도 분포

를 나타내는 반면, PSDV는 앞의 두 경우에 비해 낮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이는 Fig. 10(a)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디퓨저 베인이 없는 영역(PHDV의 경우 쉬라우드 부근, 

PTDV의 경우 허브 부근)에서의 역류의 발달로 인해 유효면

적이 감소하여 베인 부근의 유로에서 높은 유동 속도를 가짐

으로써 압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 

서 PSDV의 ϕ/ϕd=0.6에서의 디퓨저 압력회복계수 값이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사료된다(Fig. 9(a)).

Fig. 12는 ϕ/ϕd=1.8일 때 디퓨저 영역에서 압력회복계수

가 -1인 3차원 등위면(iso-surface)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적으로 디퓨저 전연부로부터 시작된 낮은 압력분포가 

디퓨저 흡입면, 상단부 그리고 유로 중간부까지 확장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위면 분포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

교하였을 때 PTDV의 경우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퓨저 입구부 유

동각과 디퓨저의 위치 그리고 입사각에 따른 유동의 변화 때

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Fig. 10(c)). PTDV의 경우 입구부에

서의 유동각 분포와 유동의 흐름에 따른 각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 반면, PHDV의 경우 입구 유동각에 비해 유동이 흐름

에 따라 급격한 각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입구

부 유동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허브의 디퓨저 각도로 인

해 급격한 유동 변화를 야기하여 큰 유동 박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결국 Fig. 9(c)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

부적인 압력회복 저하로 인해 낮은 디퓨저 압력회복계수 값

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a)

(b)

(c)

Fig. 11 Normalized velocity contours at ϕ/ϕd=0.6 along 

passage of diffuser: (a) PHDV, (b) PTDV, and (c) PSDV

(a)

(b)

(c)

Fig. 12 Iso-surfaces of Cp=-1 at ϕ/ϕd=1.8: (a) PHDV, 

(b) PTDV, and (c) PS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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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분 디퓨저 베인의 배열이 원심펌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삼차원 비압축성 유동해

석을 수행하였다. 50% 스팬의 높이를 가지는 디퓨저 베인

들을 허브와 쉬라우드에 각각 배치한 경우(PHDV와 PTDV)

와 번갈아 배치한 경우(PSDV) 등 세 가지 부분 디퓨저 베인

을 기존의 100% 스팬 디퓨저 베인(FDV)과 비교하여 검토

하였으며, ηd, Cp,d, max와 을 성능함수로 사용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FDV의 경우 디퓨저 베인 후연부에서 역류가 발생하며, 

유량이 증가할수록 역류 영역이 발달하였다. 이는 디퓨

저 내부 유로의 유효 면적을 축소시켜 높은 유동 속도

를 유발하여 압력 회복의 저하를 야기하였다.

2) 세 가지의 부분 디퓨저 베인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FDV

에 비해 압력회복계수의 최댓값은 다소 작은 값을 가

지나, 설계유량에서 높은 효율을 가짐과 동시에 넓은 

유량 범위에서 정압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PSDV의 경우 PHDV와 PTDV에 비해 저유량에

서 압력회복계수의 기울기가 0이 됨을 확인하였다.

3) 저유량 영역에서 PHDV와 PTDV의 경우 각각 쉬라우

드와 허브 부근에서 역류가 발생하여 디퓨저 내부 유

로의 유효 면적을 감소시켰고, 이는 디퓨저 내부 유로

에서 압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PSDV는 반경방향 위치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각이 일

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압력회복을 나타내었다.

4) 고유량 영역에서 PHDV의 경우 유로 내부에서의 유동

각이 전 스팬 영역에서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는 유동 

변화를 야기하여 큰 유동 박리를 발생시켰다. PTDV의 

경우에는 입구부 유동각과 비교하였을 때 유로 내부에

서 큰 변화가 없어 비교적 높은 압력회복을 보임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분 디퓨저 베인의 배열에 따른 원심펌

프의 수력효율과 내부 유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PSDV에 대한 매개변수 그리고 최적화 연

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설계유량에서의 높은 효율, 저유량 

영역에서의 작동안정성 그리고 넓은 디퓨저 작동 범위를 

동시에 확보하는 형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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