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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해 (2018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과 한국유체기

계학회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을 조사, 분석

하여 국내 가스/스팀터빈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사된 논문을 유동장(1~11), 열전달 및 냉

각(12~45), 시험평가 및 성능해석(46~75), 기술 및 현황 소개
(76~89) 등으로 분류하였다. 압축기, 연소, 베어링, 회전체 동

역학 등은 별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므로 이 분석에서는 제

외하였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도 가스/스팀 터빈 분야로 구분

된 논문 수를 표1에 정리하였다. 전년과 마찬가지고 열전달

을 다룬 논문 수가 많았고 유동장 관련 논문이 작년에 비해

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올해 유동장 관련 논문 편수가 

특별히 작다기 보다는 작년에 특별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에 이어 산업체를 중심으로 성능 해석 및 평

가 논문이 많았다. Fan-shaped 막냉각 홀 기술 개발 세션 

등 가스터빈 스팀터빈 주제의 여러 가지 특별 세션이 구성되

면서 기술 및 현황 소개 논문도 증가하였다. 

분류 기
논문 수 (편)

2017년 2018년

유동장 22 11

열 달  냉각 34 34

시험평가  성능해석 31 30

기술  황 소개 10 14

합계 97 89

표 1 분류 기  별 논문 수

2. 유동장 관련 연구

터빈 내의 유동 현상과 공력 설계에 대한 논문을 유동장 

관련 연구로 분류하였는데 2017년에는 터빈의 유동장 현상

을 관찰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에는 터빈휠(8)이

나 익형(9)의 공력설계를 다룬 논문이 등장한 것이 특이할만

하다. 터빈의 누설 유동도 2017년에 이어 주목을 받았는데 

2017년 주목을 받았던 증기터빈의 누설유동(7)관련 논문도 발

표 되었으나 가스터빈의 림 씰 관련된 논문(2,5)이 새로이 발

표되고 있는 점을 새로운 경향으로 볼 수 있다.

3. 열전달 및 냉각 관련 연구

가스터빈 열전달 관련 연구 중에서는 블레이드의 냉각 기

법 중에 막냉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2017

년에 이어 2018년에도 34편의 논문 중에 14편이 막냉각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18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으

로 구성이 되기도 하였던 Fan-shaped 막냉각홀을 적용한 

막냉각 연구가 집중 조명되었다. Fan-shaped 홀의 형상과 

관련하여 확장각, 확장부 길이,(21) 홀 형상,(33) 복합 분사각도
(14) 등이 막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되었다. 최정욱
(44)은 제작성을 고려한 홀 형상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박정신 

등(25)은 블레이드의 막냉각 홀 모델링 자동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Fan-shped 홀을 채택한 막냉각의 유동 

현상에 대하여 강영석 등(34)이 대와류 모사 해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Fan-shaped 홀 이외에는 블레이드 표

면 형상,(20) 코안다 구조물과 DBD 플라즈마,(22) 막냉각 홀의 

표면조도(32)가 막냉각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되었다. 또한 막

냉각을 대체할 차세대 냉각기술로 연구되어 온 유출 및 투과 

냉각이 되는 블레이드를 가시화한 논문도 발표되었다.(19)  

블레이드의 외부냉각에서 막냉각과 함께 2018년 또 하나 

주목을 받은 주제는 베인 바닥면의 열전달이다. 주유동의 속

도분포,(18) 바닥면 경사각도,(38) 바닥면 난류 경계층 두께(37) 

등이 바닥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되었다. 

2018년에도 2017년에 이어 내부 대류냉각 연구가 많이 발

표되었다. 최근 3D 프린터의 등장과 함께 브릿지,(26) 격자구

조,(27) 중공 실린더를 결합한 적층구조(30)와 같이 복잡한 내

부구조를 적용하였을 때의 내부 대류냉각 열전달 특성이 발

표되었다. 3D 프린터로 제작할 경우 소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낮은 열전도도의 소재 또는 낮은 레이놀즈 수 조건에서 

가스터빈 내부 유로의 대류-전도 복합 열전달을 다룬 연구 

* 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E-mail : jahn@kookmin.ac.kr

◎ 특  집
DOI: http://dx.doi.org/10.5293/kfma.2019.22.2.069

ISSN (Print): 2287-9706

2018년 가스/스팀터빈 분야 연구동향

안  준*

1)



안  

70 한국유체기계학회논문집:제21권, 제2호, 2019

결과(35) 등이 발표되었다. 

그밖에 열전달 관련 연구로는 한 동안 새로운 연구 결과가 

많이 제시되지 않았던 핀-휜,(28) 스프레이 냉각(31) 관련 연구

가 발표되었다. 발전용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위한 리큐퍼레

이터의 열전달은 특별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오랜만에 주목

을 받기도 하였다.(40~43) 

  

4. 시험평가 및 성능해석 관련 연구

시험평가 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67~69,74)에서 대형 가스터

빈 성능 평가 환경을 구축한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기계연구

원(51~53)에서 진행한 sCO2 발전 시스템 및 터빈 시험 평가 관

련 내용이 발표되었다. 시험 기법과 관련해서는 복사를 고려

한 적외선 이미징 표면온도 측정기술이 발표되었다.(36)

성능해석 분야는 크게 기존의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 고

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고도화하는 연구와 기존의 사이클을 개선하였거나 새롭게 

제안된 사이클을 해석하여 성능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한 연

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연구로 씰 

누설,(66) 가스터빈의 냉각(70)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소개되었다.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연구로 Power 

to methane과 가스터빈 연계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58) 폐

열회수 sCO2발전의 냉각 조건에 따른 최적화(65) 등이 소개

되었다.  

2018년에도 2017년에 이어 건전성 평가,(57) 크리프 해

석,(64) 탄소성 구조해석(75)을 다룬 논문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내년에도 꾸준히 발표가 이루어지고 논문의 편

수가 증가할 경우 향후 새로운 분석 영역으로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기술 및 현황소개 관련 논문

2018년에는 하계 학술대회에서 KIST 김광호 박사님의 은

퇴 기념세션이 구성되어 예년보다 좋은 내용의 기술 현황 발

표가 많았다. KIST에서의 가스터빈 연구,(76) 국내 발전용 가

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 과정, 항공대학교의 가스터빈 연구현

황(76)가 소개되었고 기계연구원에서의 sCO2 발전시스템 개

발(77,85) 및 초임계 유기랭킨 시스템 개발(86)이 소개되었다. 

기념 세션 이외에도 특별 세션을 통해서도 기술 현황 발표가 

이루어 졌는데 Fan-shaped 홀을 적용한 막냉각 기법 개발 

현황(83) 및 특허 동향(84)이 발표되었고 대형 가스터빈 개발과 

관련되어 개발현황(80~82)이 발표되었다. 

6. 결  론

2018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과 한국유체기계학회 하

계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2018년 가스/

스팀 터빈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2018년에는 

2017년과 유사한 편수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여전히 열전달 

및 시스템 성능 해석 관련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각각

의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동향도 나타났다.  

열전달 분야에서는 외부 냉각 분야에서는 Fan shaped 홀

의 막냉각, 끝 벽면에서의 열전달이 주를 이루었고 내부 냉

각에서는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을 상정한 복잡한 구조

나 복합 열전달 문제를 다룬 논문이 주로 발표되었다. 

시험평가, 성능해석 분야에서는 실 터빈 조건을 모사하는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평가사례가 소개되었고 사이클을 개

선했을 때의 효과를 검토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올해에

는 작년에 이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사례도 소개되었고 시스

템의 설계 과정을 보여주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기술 현황으로 2017년 발표한 로드맵에 이어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의 기술 개발 현황이 발표되었고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개발 현황이 발표되었다. 2018년에는 가스/스팀터빈 

분야에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의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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