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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s of numerical methods are very important to design and analysis for a high

subsonic turbine blade. In general, Analysis by experimental investigation has needed a lot

of human resources and required time, indispensably, and equipments still have a limit to

measure in conditions of high temperatur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of CPU and

integration level of memory make it possible to advance computation with almost exactly

simulation so, recent developments of numerical methods are in spotlight. In the present

study, the panel method, which is well-known as relatively simplified numerical method,

and 2-dimensional ordinary differential Falkner-Skan equation were computed in order to

analyze the outer flow, and FVM-based solid heat transfer equation, was also computed to

forecas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airfoil and the turbine blade. Unstructured grid

was constructed in the turbine blade, which has double cooling holes,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nal heat transfer. Cooling fluid was assumed as fully-developed turbulent flow and

that circulated in cooling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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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터보 기계(turbo machine) 설계자들은 터빈 깃

(turbine blade) 주위의 열유동 해석을 위해 더

발전된 전산유체역학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에 의존하고 있다. 터빈 깃의 경우 매

우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하기

에는 측정센서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요구 조건에 맞는 터빈 깃을 오로지

실험만을 통하여 설계하기 까지는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산유체역

학을 통한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방법들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터빈 깃 설계 단계

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다.

고 아음속(high subsonic) 터빈 깃의 성능 해

석은 압축성 유동(compressible flow)이기 때문에

운동량 방정식과 에너지 식이 온도에 의해 연결

되어(coupled)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산

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또한 천이경계층이

깃의 공력손실과 열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천이영역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천이점

은 자유흐름 난류강도(freestream turbulence

intensity), 압력구배(pressure gradient), 난류 길

이 스케일(turbulence length scale), 레이놀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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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s number), 온도 등등에 민감하기 때문

에 예측에 어려움이 많다.

경계층 밖 속도분포에 대해서는 포텐셜 유동

(potential flow)을 이용한 패널법을 이용하였다.

패널법은 비점성 유동장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점성항이 없고 유동장 전체를 유한차분하

여 각 계산점에서 계산을 수행할 필요없이 에어

포일 표면의 와류 분포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계산이 빠른 장점이 있다. 패널법을 통

해 깃 주위 경계층 경계에서의 속도분포를 얻은

후, 그것을 경계조건으로 2차원 압축성

Falkner-Skan 식의 해를 구하여 경계층 내 열유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층 해석을 통해 얻은 열전달계수를 터빈

깃 표면 경계조건으로 하여 터빈내부 열전달 해

석을 수행하였다. 터빈 내부 열전달 해석은 비정

렬 격자에 대한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였다.

Ⅱ. 본 론

2.1 패널법

비압축성(incompressible) 비점성 유동(inviscid

flow)의 수치해법으로 사용하는 패널법은 간단하

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압축성 유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압축성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패널법을 이용

하여 비압축성 유동해를 얻은 후 이를 압축성 보

정을 통하여 근사 해를 얻었다. 2차원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은 포텐셜 이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식(1)과 같은 속도포텐셜 의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s eqn.)을 만족한다.

∇    (1)

이 식의 해 는 중첩이 가능하며, 물체

주위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물체

표면에 용출(source), 더블렛(doublet) 또는 와류

(vortex)를 분포시킨 후 이들의 강도를 경계조건

을 적용하여 구한다.

Fig. 1 터빈 캐스케이드(cascade) 및 속도
삼각형

Fig. 1과 같은 터빈 캐스케이드 주위 유동에

대하여 입구 및 출구 속도벡터의 벡터 평균 속도

를 ∞ 라하고 물체 표면에 와류를 분포시켰을

때 유동장 내 임의의 점 에서 식(1)을 만족

하는 속도 포텐셜은 식(2)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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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에 위치한 물체 표면 위의 와류

에 의하여 에 작용하는 포텐셜 함수이고 ∞ 는

평균 속도 벡터와 캐스케이드 축방향이 이루는

각이다.

운동학적 유동조건에 의하여 물체 표면은 하

나의 유선이므로 식(2)를 물체 표면 위 점  에

서 유선 방향으로 미분하면 식(3)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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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3)의 적분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하여 물체

표면을 개의 직선 요소 즉 패널(panel)로 나누

어 각 직선 요소에 일정 강도의 와류()를 분포

시키고 식(3)을 다시 쓰면 아래의 식(4)와 같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깃 표면을 에어포일의 경우

300개, 터빈 깃은 200개의 패널로 나누어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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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4)

여기서   ∆ 으로 영향 계수이고,

∆ 은 n 번째 패널의 길이,  은 n 번째 패

널에 분포된 단위 강도인 와면에 의해 k 번째

패널 중심에 유도된 접선 방향 속도성분이다. 그

리고  은 식(3)의 우변 항과 같다.

패널법에 의하여 얻어진 해는 고아음속 유동

인 압축성 유동에 대하여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경우 압축성 보정을 하게 되며 에어포일과 같

은 물체 주위 유동의 압축성 보정은 상류 마하수

에 기초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캐스케

이드 내 유동과 같은 내부 유동의 압축성 보정은

기하학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Lieblein 등[2]

은 국부 압축성 속도  을 비압축성 속도  로

부터 구하여 압축성 보정을 할 수 있다.

식(5)는 평균 비압축성 속도와 평균 압축성 밀

도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 식으로부터

압축성 보정을 하였다.




 

 








 



 

 














(5)

2.2 깃 내부 열전달 해석

푸리에 법칙(Fourier's Law)을 따르는, 물질 내

부에 열 발생이 없는 2차원 고체 열확산 방정식

은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온도, 

는 고체의 열전도 계수이다.

∇
  (6)

식(6)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비

정렬 격자에 대한 유한 체적법을 사용하였다. 유

한 체적법은 에너지 보존법칙을 만족시키기 용이

하도록 미소영역의 경계에서 지배방정식을 적분

하여 이산화 하는 방법이다. 미분방정식을 단순

히 유한 차분한 경우 이산화 방정식이 보존법칙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유한 체

적법의 경우 적분 후 이산화 하기 때문에 보존법

칙을 확실히 만족하는 이산화 방정식이 된다. 또

한 유한 차분법에 비해 복잡한 물체의 격자를 형

성하기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2차원 제어체

적에 대한 적분 방정식을 식(6)에 적용시키면 식

(7)이 된다.

 
 · (7)

식(7)에서  는 계산 격자점 사이의 거리이고,

는 적분 단면적이다.

표면 온도분포가 경계층 방정식의 경계조건으

로 사용되고, 경계층 방정식 계산에서 구해진 대

류 열전달계수가 내부 열전도 계산의 경계조건으

로 사용되기 때문에, 셀 중심점이 계산점인 일반

적인 비정렬 격자 계산으로는 경계조건을 주고받

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셀 중심이 아닌 셀 꼭지

점이 계산점이 되도록 Fig. 2와 같이 계산을 수

행하였다. 는 계산하고자 하는 격자점의 온도

이고, 은 계산점 주위 격자에서의 온도이다.

Tp

A

Tn

Fig. 2 비정렬 격자계

식(7)이 Fig. 2와 같은 삼각형 비정렬 격자계인

제어 체적에 적용한 후 정리하면, 식(8)로 표현될

수 있다.

 








  


  





 (8)

여기서 은 적분계수로 적분단면적과 격자점

사이거리의 비로 나타낼 수 있고, 는 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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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깃 내부 비정렬 격자 구조

VKI 터빈 깃의 내부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Fig. 3과 같이 삼각형 비정렬 격자계

(unstructured grid)를 이용하였다. 전체 셀 수가

2046개, 계산점 수는 1188개 이다.

Ⅲ. 계산 결과 및 검토

VKI 터빈 깃 형상에 대해, 패널수 200개, 경계

층 내 계산점은 최소 47개, 최대 61개로 설정하

여 계산하였다. Fig. 4 ∼ Fig. 10은 입구 마하수

 , 피치/시위비   , 입구온도

 , 입구 압력  , 내부

홀 냉각 기체 온도  , 냉각 기체 레

이놀즈수 
×, 깃의 열전도계수

  일 때의 계산결과 이다. 깃의 열전도

계수는 터빈 깃의 재료로 잘 쓰이는 인코넬

(inconel) X-750을 사용하였다. 입사각을

    로 바꾸어주면서 계산을 수행하

였다.

Fig. 4 VKI 터빈 깃의 입사각에 따른
속도분포

Fig. 4는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이

전연구[1]에서 입사각   일 때 실험값과 잘

일치함을 보인 적 있다. 압력면에서 입사각

  일때 앞전부근의 큰 역압력구배가 보이나

입사각이 커지면서 역압력구배가 작아지고 반대

로 흡입면에서는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역압력구

배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터빈 깃 형상의 앞전이 뭉툭(blunt)하기

때문에 유동방향에 민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Fig. 5의 마찰계수 결과 그래프를 보면

입사각   일때는 압력면에서 앞전부근에 천

이가 일어나게 되어 결과 값이 커지고, 흡입면에

서는 천이가 지연되어 뒷전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 점점 커지면서

압력면은 더 이상 천이가 일어나지 않고 층류 흐

름이 되며, 흡입면은 천이가 점점 일찍 시작하여

  일때는 앞전에서 천이가 일어나 거의 전

표면이 난류흐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VKI 터빈 깃의 입사각에 따른
마찰계수분포

Stanton 수를 통해 열전달을 살펴보면,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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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마찰계수와 경향이 비슷하다.

즉, 마찰계수와 열전달이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이영역이 마찰계수와

열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6 VKI 터빈 깃의 입사각에 따른
Staton 수 분포

Fig. 6을 보면 입사각이 작을때는 압력면에서

천이가 일찍 일어나 난류흐름이 되기 때문에 흡

입면 보다 열전달이 크다. 반대로 입사각이 클

때에는 압력면에서 흐름은 천이가 일어나지 않고

층류 흐름이 대부분이며, 흡입면에서 천이가 일

찍 일어나 난류 흐름이 되므로 압력면에 비해 열

전달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사각이 커지

면서 흡입면의 열전달이 커지기 때문에 표면 온

도 또한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흡입면의 온도

는 높아지고 압력면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것은

내부 온도 분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Fig. 7 VKI 터빈 깃의 입사각에 따른
표면 온도 분포

Fig. 8 ∼ Fig. 10은 입사각 변화에 따른 깃 내

부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정체점에서 온도

가 가장 높으며 압력면에서 온도가 높고 흡입면

으로 갈수록 온도가 작아진다. 앞서 Fig. 7에서

보았던 표면온도 분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내부 열전도 해석은 잘 수행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Fig. 8 입사각   에서 VKI 터빈
깃의 내부 온도 분포

Fig. 9 입사각   에서 VKI 터빈
깃의 내부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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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입사각   에서 VKI 터빈 깃의
내부 온도 분포

Ⅵ. 결 론

VKI 터빈 깃 해석에서 뭉툭한 앞전 때문에 계

산결과가 입사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형상에 따른 오차로

패널법 계산시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깃 내부 열전달의 경우 계산결과는 잘 얻

어지고 있으나 추후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이다.

연구 결과 계산 방법에 있어서 자유흐름 난류

강도와 정체점에서의 충돌효과가 추가적으로 고

려되고, 천이영역 모델과 난류 모델에 있어서 강

한 순압력구배에 의한 효과가 포함된 모델을 보

충 해준다면 계산의 정확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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