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벽의 설치 위치 및 변형 높이에 따른 환형 터빈 노즐 안내깃 
캐스케이드 내 3차원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

이우상†․ 김대현* ․ 민재홍* ․ 정진택**

Numerical Analysis on Effects of Positioning and Height of the 
Contoured Endwall on the Three-Dimensional Flow in an Annular 

Turbine Nozzle Guide Vane Cascade

Wu Sang Lee, Dae Hyun Kim, Jae Hong Min and Jin Taek Chung

Key Words:  Contoured Endwall(변형된 끝벽), Annular Gas Turbine(환형 터빈), Blade(블레이드), 
Passage Vortex(통로와류)

Abstract

 Endwall loss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overall losses in modern turbomachinery, especially 
when aerodynamic airfoil load and pressure ratio are increased. Hence, reducing the extend and 
intensity of the secondary flow structures helps to enhance overall efficiency. From the large range of 
viable approaches, a promising combination  positioning and height of endwall contouring was chose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ocument the three-dimensional flow in a turbine cascade in terms 
of streamwise vorticity, total pressure loss distribution and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endwall 
and blade surface and to propose an appropriate positioning and height of the endwall contouring 
which show best secondary, overall loss reduction among the simulated endwall.
 The flow through the gas turbine were numerically analyzed using three dimensional Navier-Stroke 
equations with a commercial CFD code ANSYS CFX-10. The result shows that the overall loss is 
reduced near the flat endwall rather than contoured endwall, and the case of contoured endwall 
installed at 30% from leading edge with height of 25% for span showed b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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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U∞ : 주유동의 속도

Re : 레이놀즈 수

P  : 압력

Ps  : 정압(static pressure)
Ps0 : 입구에서의 정압(static pressure at inlet)
Pt  : 전압(total pressure)

Cpt : 전압손실계수(total pressure loss coefficient)
  : 질량 평균 전압 손실계수 (mass average 

total pressure loss coefficient)

1. 서 론

고온 고압의 가스가 고온 고압으로 터빈내에 

유입되면서 통로내의 통로와류와 말굽와류등과 

같은 복잡한 3차원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터빈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3차원 난류 

유동은 터빈의 공력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

라 고온의 연소가스가 터빈 구성 요소간의 불균

일한 열전달을 야기시켜 터빈의 수명과 효율을 

저감한다. 특히 끝벽에서 일어나는 손실은 현  

터보기계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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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C) 230mm
Exit Span(H2) 150mm
Axial chord to chord ratio(Cax/C) 0.63
Aspect ratio (H2/C) 0.65
Solidity(C/S) 1.21
Blade inlet angle(β1) 0°

Blade outlet angle(β2) 50.3°

Exit Reynolds No. 4.0×

히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익형에 가해지는 하중과 

압력비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터빈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3차원 

난류 유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므로 공력손실을 

감소시키고 국부적인 열전달을 감소시켜 터빈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끝벽

의 형상을 바꾸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Dejc[1]는 허브면을 변형시켜 끝벽의 형상을 변

형시키는 연구의 최초의 연구자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Morris와 Hoare[2]는 실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평면 끝벽보다 곡면 

끝벽이 25%의 손실감소율을 보임을 밝혀냈다. 또
한 Kopper[3]는 종횡비(h/l)가 0.5인 캐스케이드를 

제작하여 평면끝벽과 곡면 끝벽의 비교하였는데 

끝벽에서는 30%, 전체적으로는 17%의 손실 감소

를 나타내는 것을 밝혀냈다. Ewen[4]은 1단 축류 

터빈에서 끝벽에 기울기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

다. IGV(Inlet Guide Vane)에서는 손실 감소를 발

견하지 못했으나 1단 터빈 전체적으로는 1.5%가

량의 손실 감소를 밝혀냈다.  Atkins[5]는 서로 다

른 변형정도를 가진 7개의 캐스케이드를 전산해

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Rose[6]는 끝벽을 비축

칭으로 변형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허브면의 

압력장을 동일하게 맞추어 막냉각의 효과정도를 

파악하였다. 
최근에도 끝벽 변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데 Lin[7]은 블레이드 앞전부터 시작

되어 뒷전까지 굴곡이 계속되는 캐스케이드와 블

레이드 앞전에만 굴곡을 준 두 가지의 캐스케이

드를 비교하여 앞전부터 뒷전까지 굴곡이 지속되

는 캐스케이드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Dai[8]는 쉬라우드 쪽의 끝벽을 

변형시켜 블레이드 통로를 노즐형태로 디자인하

여 일어나는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고찰하였다. 
Hoeger[9]는 오목한 끝벽이 블레이드에 하중을 증

가시키며 충격파를 증가시킨다고 밝혀냈다. 또한 

추후에 진행된 연구[10]에서는 블레이드가 허브면

에 닿는 부분에 필렛(fillet)을 주어 일어나는 3차
원 유동 현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윤[11]의 연구

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수축률을 가진 블레이

드의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수축률을 0. 3정도

라고 밝혔다. 이어 김[12]은 정익 캐스케이드에서 

형상의 변화를 주었는데 그 효과가 작거나 오히

려 손실이 증가함을 밝혔다.   

이처럼 끝벽을 변형시켜 3차원 유동 특성과 열

전달 특성을 파악하는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적화된 변형의 정도는 밝

혀지지 않았다. 또한 변형의 정도는 스팬 방향으

로만 이루어졌으며 코드 방향으로의 변형은 제한

된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기존의 부분의 연구는 선형 캐스케이드에 

해서 진행되어 실제 터빈의 모양은 환형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형 터빈의 경우 θ방

향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r방향으로만 차이가 발

생하는데 비해 선형 캐스케이드에서는 블레이드 

통로간의 차이(θ방향)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터빈을 모사한 환형 

가스터빈의 IGV 허브면 끝벽에서 코드 방향으로 

10등분 한 지점에서 스팬방향의 40% 높이까지 

5%씩 높아지는 변형된 끝벽을 가진 서로 다른 

약 80개의 캐스케이드를 바탕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끝벽의 변형 위치와 높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터빈 블레이드 모델 및 수치해석 방법

 2.1 터빈 블레이드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블레이드는 윤[11]의 연구

에 사용된 것을 모사하였다. 사용된 블레이드의 

재원을 Table. 1에 나타내였다.

2.2 경계조건 및 수치해석 방법

 경계조건과 특정 입구 경계층 두께등도 윤[11]
의 실험 조건을 이용하였다. 블레이드 코드 길이

에 한 레이놀즈 수는 4.0× 이다. 출구 조건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터빈을 구동하게

되는 동익에서의 유입 유동에 한 조건을 동일

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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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lade Modeler를 사용하여 형상

을 생성하였고 Turbo Grid-10을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상용프로그램인 ANSYS CFX-10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류항의 이산화 기법은 

High Resolution Scheme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방

정식은 SST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유동에 관

해 정상적이고 주기적이라는 가정을 통해 환형 

캐스케이드를 디자인 한 후 한 유로를 잘라내어 

하나의 유로만을 해석하였다. Fig. 1은 모델링한 

환형 캐스케이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2는 해

석에 사용된 하나의 유로를 보여주고 있다.

2.3 끝벽 형상에 따른 명명

스팬방향으로 8등분, 코드 방향으로 10등분을 

한 약 80개의 캐스케이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코드 방향으로 블레이드 뒷전으로부

터 앞전에 이르기까지 알파벳 A부터 K까지 명명

하였고 스팬방향으로는 허브면부터 0부터 8까지 

명명하였다. Fig. 3은 블레이드 구분의 명칭을 보

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Fig.3 에서 C점에서 변

형이 시작되어 스팬방향 높이 4로 변형된 캐스케

이드는 C_4로 정의하였다. Fig. 4부터 Fig. 6까지 

변형의 예와 변형된 블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다. 
Fig. 4는 A지점에서, Fig. 5는 같은 E지점에서, 
Fig. 6은 H지점에서  20%의 높이로 변형된 캐스

케이드를 보여주고 있다.

3. 수치 해석 결과 및 고찰

3.1 유선 및 속도 분포

끝벽에 변형을 주었을 때의 유동을 파악하기 위

해 허브면 근처의 유선(streamline)을 도시하고 그
림7 과 같이 블레이드 뒷전에 속도를 나타내는

평면을 설치하였다. Fig. 7은 평면 끝벽에서의 

유선과 블레이드 뒷전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Fig. 7에서 흡입면 성분이 압력면으로 

이동하여 통로와류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통로와류의 발달과 모서리 와류의 발생을 볼 

수 있다. 
Fig. 8부터 Fig. 11은 A지점에서 스팬 높이의 

10~40%까지 변형을 주었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블레이드 뒷전에서의 급격

한 변형은 통로 와류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변형

된 끝벽이 장애물처럼 작용하여 유동이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뒷전부근에서 언더터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끝벽 후단 부근에 유동을 

집중시켜 오히려 손실 영역을 증가시킴을 유추할 

수 있다. 
Fig. 12부터 15는 C지점에서 스팬 높이의 

10~40%까지 변형을 준 그림이다. 설치된 평면에

서 볼 수 있듯, A지점에서 변형이 일어날 때 보

다 통로와류가 특정 위치에 집중됨을 알 수 있으

며 모서리 와류가 발달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스팬방향으로의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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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 높이의 10%이상 변형되면 주유동이 변형된 

허브면을 타고 상승하는 상승류가 발생하며 통로

와류에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팬방향 높

이의 30%이상 변형되면 상승류가 블레이드 전면

부터 성장된 통로와류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며 

강한 상승류가 통로와류와 허브면 사이에 압력이 

낮은 구간을 형성시켜 유동이 압력이 낮은 부근

으로 이동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Fig. 16부터 Fig. 19까지는 E지점에서 스팬높이

의 10~40%까지 변형을 준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E지점에서의 변형은 오히려 통로와류의 

진행을 상승시키면서 상승된 유동의 아랫 부분에 

역압력구배(adverse pressure gradient)를 발생시켜 

난류 후류를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류는 주유동의 흐름을 방해하며 블레이드 효율

을 저감시키고 추가적인 응력집중을 유발한다. 
스팬방향으로 변형되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러

한 난류 후류가 더욱 심해짐을 볼 수 있다. 
Fig. 20부터 23까지는 G지점에서 스팬높이의 

10~40%까지 변형을 준 그림이다. E지점에서 보

였던 난류 후류의 발생은 보이지 않고 유동이 매

끄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압력면 

말굽와류 성분이 흡입면 쪽으로 완만히 흘러들어

와 통로와류의 발달을 지연시키고 압력구배를 보

이는 삼각형 영역을 감소시킴을 볼 수 있다.  
Fig. 24부터 27까지는 I지점에서 스팬높이의 

10~40%까지 변형을 준 그림이다. 블레이드 앞전

부터 변형을 준 캐스케이드의 유동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통로와류의 크기 또

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형 

높이가 높아지면 Fig. 26, 27에서 볼 수 있듯, 압
력면에서 흡입면으로 이동하는 말굽와류 성분이 

이동하지 못하고 변형된 끝벽을 따라 이동하여 

블레이드 뒷전에서 통로와류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I지점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허브

면 근처에서의 유동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벽을 

따라 흐르다가 역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고속의 주유동과 부딪히는 영역을 증가시키

고 응력을 집중시켜 장시간 운전되었을 때 피로

로 인한 파괴의 우려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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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압손실계수 및 전효율

끝벽 설치시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서 Fig. 28, 29과 같이 블레이드 뒷전에 미드스팬

을 기준으로 허브면과 가까운 영역과 쉬라우드면

에 가까운 영역의 평면에 하여 계산하였고 각

각을 더해서 전압손실계수를 계산하였다. 전압 

손실 계수는 식 (1)과 식 (2)로 계산된다. 는 

입구에서의 전압이며, 각 지점에서의 전압과의 

차이를 자유 유동 속도 수두로 무차원하여 계산

하였다. 
Fig. 30은 G점에서 높이를 변화시켰을 때, 미드

스팬을 기준으로 허브면과 쉬라우드면 근처, 그
리고 끝벽을 변형시키지 않은 블레이드의 질량평

균 전압손실계수를 나타낸다. 체적으로 허브면 

근처에서의 전압손실계수는 증가하나 쉬라우드 

면 근처에서의 전압손실계수는 감소한다. 이는 

끝벽이 변형되어 높아지면 캐스케이드 내 유로가 

좁아져서 쉬라우드 면의 유동이 가속되기 때문이

다. 이는 곡면 효과에 의해 허브면 에서는 손실

이 증가하지만 쉬라우드 면에서의 손실이 감소하

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감소하게 됨을 나타낸다. 
Fig. 31은 A점부터 J점까지 스팬방향 높이의 

5~40%까지 변형시킨 끝벽 각각과 끝벽 높이를 

변형시키지 않은 평면 캐스케이드의 질량평균 손

실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블레이드 뒷전에서의 변형이나 높이 30%이상의 

높은 변형은 오히려 효율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캐스케이드는 H점(블레

이드 앞전으로부터 코드길이 30%에 위치) 근처에

서 25% 높이로 변형된 끝벽을 가진 캐스케이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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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1단 정익 노즐단(IGV)에서 끝벽을 코드방향, 
스팬방향으로 변형시킨 약 80개의 환형 캐스케이

드에 한 유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끝벽의 변형은 블레이드 앞전(leading edge)
에서부터 코드 방향으로 약 30% 떨어진 지점에

서 스팬 높이의 25% 높이로 변형된 캐스케이드

가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2. 블레이드 뒷전에서의 허브면의 높이 변화는

는 통로와류를 상승시켰으며 상승된 유동의 아랫 

부분에 역압력구배를 발생시켜 난류 후류를 유발

시켰다. 

3. 허브면 끝벽이 스팬길이의 35%이상 높아지

거나 블레이드 앞전으로부터 0~40%, 70~100%의 

범위에서 끝벽을 변화시키면 손실을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와류를 생성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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