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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케이싱을 고려한 선박폐열회수용 100kW급 구심터빈의 CFD에 의한 

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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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회수시스템(WHRS : Waste Heat Recovery System)은 선박의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터빈을 구

동하여 발전에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폐열

을 이용하여 연료절감 효과와 배기가스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WHRS는 시급하게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

선박폐열회수시스템에 사용되는 터빈의 기초 공력설계[2], 노즐베인 출구각도에 따른 유동특성[3], 노즐내부에서

의 유동해석[4] 등이 연구되었지만, 구심터빈의 스크롤 케이싱에 관한 연구는 압축기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고속 회전체인 로터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한 유로폐쇄 현상이 발생하므로 작동점에서의 스크롤 케이싱의 해석은 터빈

의 해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kW급 구심터빈을 대상으로 AR(Area Ratio:스크롤 케이싱의 입구단면적/출구단면적)에 따른 스

크롤 케이싱을 설계하여 CFD 상용코드 ANSYS CFX 12.1을 사용하여 터빈의 성능과 내부 유동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스크롤 케이싱을 고려하지 않은 터빈의 경우 입구면에 수직인 방향의 유동의 유입으로 인해 노즐에서 박리현상이 발

생하였으나, 스크롤 케이싱을 고려한 경우 노즐에서의 박리현상이 제거되었으며, 노즐 내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선

회되어 로터 블레이드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AR에 따른 터빈의 등엔트로피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볼류

트혀(Volute tongue)의 유무에 따른 유동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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