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터빈 블레이드 냉각 기술 (Gas turbine blade cooling technology)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연구 배경

연구 성과

MRI 기반 내부 냉각 유동 가시화 내부 냉각 표면 열전달 계측

Gas Turbine Engineering Handbook

블레이드 내부 냉각 유로 예시

⚫ 가스터빈 블레이드가 1500℃ 이상
의 고온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블
레이드 냉각 성능 개선

⚫ 블레이드 내부 냉각 열유동장 가시
화 기술 개발

⚫ Rib 설치를 통한 Trailing edge 내
부 냉각의 열유동장 개선

⚫ 의료용 MRI를 이용한 내부 냉각
유동장 가시화 기술 개발 및 IR 
thermography를 통한 열전달 특
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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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모델

내부 냉각 유동 정량적 가시화

Flow



연소기-터빈 복합 열공력 시스템 연구 (Combustor-turbine aerothermal interaction)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가스터빈에서 터빈부의 전후
방 유동간섭에 의한 손실 메
커니즘 분석

연구 배경

연구 성과

⚫터빈 부 간섭손실 평가 실험
장비 구축

에너지 및 환경유동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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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기 모사 장치 및
터빈 캐스케이드 시스템

가이드 베인 전방에서의
스월 유동

(Werschnik, H. et al, 2017)



가스 터빈 실시간 온도 이미징 (Gas Turbine Real-time Thermal Imaging)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높은 효율을 위해서, 터빈 입
구 온도가 높아야 함

⚫블레이드의 온도가 너무 높
으면 열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 계측이 필요함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IR 카메라를 이용한 기하학적
캘리브레이션 및 매핑 수행

⚫광학 튜브 제작 및 평가
⚫관련 하드웨어 디자인 제시
⚫열차폐 코팅의 방사율 측정IR camera blade monitoring system on a 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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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 환경에 따른 비말의 거동 (Analysis of airborne droplet behavior)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 COVID-19같은 비말에 의한
감염 메커니즘 연구 필요

⚫실내 온·습도 환경에 따른 비
말의 증발 및 거동 이해 필요

연구 배경

연구 성과

⚫실내 온·습도, 비말의 크기
및 초기속도에 따른 비말의
lifetime 및 이동거리 규명

⚫ COVID-19와 같이 비말에 의
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제시

재채기를 통한 비말 비산
(JAMA Network, youtube.com/watch?v=piCWFgwysu0)

항온 항습 챔버
(온습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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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와 액적의 상호작용 연구 (Particle – Droplet Interaction)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대기 중 물 액적에 의한
미세입자 흡착 메커니즘 연구

연구 배경

연구 성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2D 
shadowgraphy 기법을 통해
액적 형상의 정략적 분석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액적
형상의 물리적 모델 도출

Shadowgraphy를 이용한
액적 형상 변화 계측 낙하 액적 형상 변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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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포함 난류 유동 연구 (Particle-laden turbulent flow)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난류 유동에 포함된 입자
분포 현상에 대한 이해

⚫입자 – 난류 상호작용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연구 배경

연구 성과

⚫입자 불균일 분포 현상
규명

⚫입자에 의한 난류 유동
변화 현상 관찰균질한 등방향성 난류 (HIT)

생성 장치 및 광학 계측 시스템 유동 내 입자 불균일 분포

Laser

Camera

HIT 

chamber

Particle inlet

균질한 등방향성 난류

불균일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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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내부 입자 거동 연구 (Particle transport in the respiratory system)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 또
는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들
이 호흡기 내부에 어떻게 침
투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연구 배경

연구 목표

⚫의료용 MRI 를 이용한 호흡
기 내부의 3차원 천이 유동
구조 연구

⚫유동 구조에 따른 입자 분포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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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MRI Scanner for 3D flow

velocimetry at SNU hospital
CFD results of

particle deposition
CT scanned human 

respiratory system

https://rocky.esss.co/

https://rocky.esss.co/


광자 기반 열유동 계측 및 제어 (Photon-based Thermo-flow control)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시간 분해능이 좋지 못한 기존 기
계 시스템의 한계 극복

⚫ 광자-물질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열유동 현상을 높은 시간 분해능으
로 계측 및 제어하고자 함

⚫ Rayleigh 산란을 이용한 고압 연
소 챔버 내의 온도 변동 계측

⚫ 난류 내 입자의 preferential 
concentration 현상 계측

⚫ Laser-induced breakdown을 이
용한 입자 분포 제어

Particle control via 
laser-induced breakdown

Preferential concentration 
measurement with 
photomultiplier tube

Photomultiplier 
tube

CW Laser

Turbulence chamber

Shockwave

Preferential 
concentration

1 bar

Temperature fluctuation measurement 

with focused Rayleigh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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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gas vortex

Laser
Photomultiplier
tube

Combustion chamber

Schlieren video 
( Flame Front)

Particle disp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