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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가스터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기의 압축비가 증가

되거나 터빈입구온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압축비가 어느, .
이상 증가하게 되면 초음속 경계층이 생성되어 효율을 떨어트리

게 되어 최근에는 주로 터빈입구온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터빈입구온도는 로 재질의 온도한계. 1500~1700℃
인 를 상회하고 있으며 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950 , 1 20℃ ℃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의 환경으로부터 베인과 블레이드.
를 보호하기 위해 압축기에서 고압 유체를 추출하여 막냉각, ,
충돌제트냉각 내부유로냉각 등의 냉각기법을 이용하여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 중 블레이드를. ,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유로 내 요철을 설치하여 냉각성능을 증가

시켜 재질을 보호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난류촉진기인 요철은 덕트 형상 덕트와 요철의 높이 비 충돌, ,

각 요철사이의 간격과 배열 등 다양한 요철의 설계 변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변수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1) 또한 실제 블레이드의,
경우 회전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회전으로 인한 내부유동,
및 열전달 변화를 알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유로를 가진 덕트 내 요철배열에

따른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과 같은Fig. 1(a)
블레이드 중앙부의 형상을 모사한 사각덕트 내 요철배열을 바꿔

가며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연구하였다.

실험장치및방법2.
본 연구를 위한 회전장치에 대한 자세한 구성은 등Lee (2)에

제시되어 있다. Fig. 2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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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ape of blade (b) Internal Passage

Fig. 1 Schematics of gas turbine blade

(a) Geometry of the duct

(b) Coordinate system and Pressure tap location

Fig. 2 Schematics of test duct (e.g. cross PN-type r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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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N rib arrangement (d) PP rib arrangement

Fig. 3 Schematics of rib arrangements on leading surface in the
two-pass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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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rib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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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allel rib arrangements

Fig. 4 Mean Sherwood number ratios of leading (+) and trailing (×)
surfaces at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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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rib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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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allel rib arrangements

Fig. 5 Mean friction factor ratios at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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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및고찰3.
는 각 구간에서의 평균 열전달을 나타낸다 엇갈리게Fig. 4 .

요철이 배열된 경우 차유로 및 곡관부에서는 평균(Fig. 4(a)), 1
열전달 계수 차가 크지 않았지만 차유로상류 및 차유로 하류에, 2 2

서는 및 형 요철배열을 가질 경우 열전달이 높게 나타났다NP PP , .
그리고 평행하게 요철이 배열된 경우 는 및(Fig. 4(b)) NN PN
배열을 가질 경우 높은 열전달 계수가 나타났다 이는 곡관부.
이후의 이차유동과 요철배열로 인한 이차유동의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는 각 구간에서의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마찰계수 역시Fig. 5 .

평균 열전달과 마찬가지로 높은 열전달이 나타나는 엇갈린 요철

의 및 형 요철에서 높게 나타났고 평해한 요철은NP PP , NN
및 형 요철에서 높게 나타났다PN .
여기서 열전달과 마찰계수로부터 나오는 열성능계수(Fig. 6)

는 모든 배열 및 모든 구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국소적으. ,
로는 열전달 및 마찰계수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열성능계수는,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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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주관 전력산업기술개발사

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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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rib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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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allel rib arrangements

Fig. 6 Thermal performance at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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