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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열을 이용한 100㎾  구심터빈 공력설계  CFD에 의한 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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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폐열회수 발 시스템에 용 가능한 100㎾  구심터빈의 설계  CFD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열사이클 시스템  구심터빈 최 화를 한 설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심터빈

은 스크롤 이싱, 18개의 베인노즐, 13개의 로터 블 이드로 구성되며, 해석격자는 격자테스트를 통해 

약 230만개 정도의 최 격자를 구성하 다. 질량유량 0.5kg/s, 회 속도는 75,000rpm, 입구압력은 

195~620kPa 범  내에서 8가지 조건으로 설정하 다. 베인노즐 내부로 증기가 유입된 후 출구로 갈수

록 노즐의 압력면과 흡입면의 압력이 비슷해지면서 마하수가 거의 같은 값을 보 다. 입구온도와 압력이 

250℃, 352kPa 일 때 등엔트로피 효율은 74%, 기계동력은 108㎾의 해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제어: 반경류 터빈, 폐열회수시스템, 산유체역학, 로터 블 이드, 베인노즐, 열사이클, 마하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the design data for the optimization of 

the radial turbine and heat cycle system, by using the CFD analysis technique and the 

design of 100kW class radial turbine applicable to waste heat recovery generation 

system for ship. Radial turbine was comprised of scroll casing, vane nozzle with 18 

blades and rotor with 13 blades, and analysis grid was used to about 2.3 million.  Mass 

flow rate and rotational speed was 0.5kg/s, 75,0000rpm, respectively. Eight kinds of 

inlet pressure was set between 195 and 620kPa. As the flow accelerated through the 

nozzle passage to the throat, the pressure level at the pressure and suction sides 

becomed similar to about Mach number of 0.35. When the inlet temperature and 

pressure was 250℃, 352kPa respectively, the isentropic efficiency and mechanical power 

showed the analysis results of 74% and 108kW.

Key words: Radial turbine, Waste heat recovery system, CFD, Rotor blade, Vane 

nozzle, Heat cycle, Mach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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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열회수시스템(WHRS: Waste Heat Recovery 

System)은 선박의 주기 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워터빈 혹은 스 터빈을 구동하여 발

에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폐열회수시

스템은 1973년 1차 석유 동을 계기로 효율 인 

선박의 개발과 더불어 심을 갖게 되었고 재 여

러가지 기술개발의 결과로 선박용 주기 은 약 

50%의 에 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재 선박용 

주기 은 지속 인 기술발 을 통해 50%에 달하

는 연료효율을 보이고 있고, 50%의 폐열  25%

에 해당하는 에 지가 배기가스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기술

개발이 실히 필요하며, 이는 연료 감 효과와 더

불어 배기가스 감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 정

부가 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 탄소 녹색기

술  에 지 약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시 하

게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

  선박용 폐열회수시스템의 발 효율을 향상시키

기 해 팽창기, 응축기, 증발기, 펌  등의 기계류

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각 부

품별 효율을 극 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다시 말

해 펌 나 응축기는 같은 성능조건에서 은 양의 

력을 소모하고, 팽창기는 폐열로부터 가능한 많

은 양의 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팽

창기들 에서 특히, 구심터빈은 축류터빈에 비하

여 단당 팽창비가 높은 특징이 있어서 소형 가스터

빈이나 터보챠  등에 많이 사용된다. 한 구심터

빈이 높은 성능을 얻기 해서는 베인노즐의 사용

이 필수 이다[2].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폐열회수 발 시스템에 

용 가능한 100㎾  구심터빈의 설계  CFD 해석

기법을 용하여 열사이클 시스템  구심터빈 최

화를 한 설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열사이클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100㎾  선박폐열 발 시스템에 

용가능한 다양한 증기사이클  비교  열사이클 

구성이 간단한 이상랭킨사이클을 시스템 모델로 구

성하여 Figure 1에 개략 으로 나타내었다. 본 시

스템은 펌 , 증발기, 터빈, 응축기의 4가지 요소

로 구성되며 작동유체는 물로 선정하 다. 각 요소

별 치를 고려하여 T-S 선도를 Figure 2에 나타

내었다. 펌 를 통과한 압축된 유체가 증발기를 지

나 과열증기 상태로 된 후 압 고온의 유체가 터

빈입구로 유입되면서 로터 블 이드에 의해 압력과 

열에 지가 회수되어 출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 터빈출구에서의 유체는 습증기 상태가 아닌 과

열증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는 터빈 내부에서 습증기 상태, 즉 액 이 존재

하는 경우 블 이드 손상  부식 뿐만 아니라 

격한 효율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기 때문에 가  습증기 상태의 역을 피해 설

계를 수행하 다. 

3. 구심터빈 공력설계
3.1 구심터빈 설계변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구심터빈은 열사이

클 구성부품  가장 핵심부품으로써, 베인노즐 

(Vane nozzle), 로터 블 이드(Rotor blade), 

스크롤 이싱(Scroll casing)으로 구성된다. 공

기역학  반복설계를 통해 스크롤 이싱을 제외한 

기본설계를 완성하 으며, 구심터빈 설계제원과 형

상을 Table 1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구심터

빈이 높은 성능을 얻기 해서는 로터 블 이드와 

베인노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최 설계가 필요하

다. 베인노즐은 로터블 이드 입구에서 한 속

도와 유동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노즐 내

부에서는 유동이 선회하는 동시에 가속된다[2-4].

Figure 1: Configuration of W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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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S diagram of rankine cycle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radial inflow turbine

Number of rotor blade 13

Number of nozzle vane 18

Inlet diameter 
of nozzle vane (D1)

200mm

Outlet diameter of nozzle (D2) 145mm

Inlet diameter of turbine (D3) 138mm

Outlet diameter of turbine (D4) 127mm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turbine design

3.2 구심터빈 해석격자  조건

  본 연구의 수치해석 상으로 사용된 구심터빈은 

13개의 로터블 이드와 18개의 노즐베인으로 구성

된다. Figure 4에 구심터빈 해석격자를 나타내었

다. 회 부와 정지부가 존재한 경우 각각 하나의 

로터블 이드와 노즐베인 역만을 고려하여 경계

면에서 한 경계조건 설정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이 방법을 용할 경우 베인노

즐과 로터블 이드의 경계면에서 해가 수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체의 압축성과 로터블 이드의 기하학 인 형

상 등의 악조건 상황을 반 하여 구심터빈 체형

상을 해석격자 상으로 설정하 다. 해석격자는 

격자테스트를 통하여 약 230만개 정도의 최 격자

를 구성하 다. 해석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선박 주기 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폐열

온도를 최고 250℃로 가정하 으며, 출구온도는 

124℃, 질량유량 0.5kg/s, 회 속도는 75,000rpm, 

입구압력은 195 ~ 620 kPa 범  내에서 8가지 

조건으로 설정하 다. 강한회  는 박리나 재순

환, 역압력 구배가 있는 경계층 문제인 경우 

Realizable  모델이 잘 측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모델을 사용하 다.

Figure 4: Hexahedral grid of radial inflow turbine 
including rotor blade and nozzle vane

Table 2: Analysis condition

Inlet total temperature [℃] 250

Outlet static temperature [℃] 124

Range of inlet total pressure 
[kPa]

195~620

Outlet static pressure [kPa] 100 

Mass flow rate [kg/s] 0.5

Rotational speed [rpm]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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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심터빈 성능평가

  구심터빈의 등엔트로피 효율()은 최 이용가

능동력에 한 기계  동력의 비로써 정의되며, 식 

(1)과 같다. 이 효율은 기계효율과 발 효율을 포

함하지 않는 효율을 의미한다. 기계  동력과 최

이용가능동력에 한 정의는 식 (2)와 (3)으로 정

의된다[5].

 


 (1)

 ∘   (2)

       (3)

여기서,  는 토크, 각

속도, 상류지  엔탈피, 하류지  등엔탈피, 상류

지  정온도, 하류지  등엔트로피 온도, 정압비열

을 의미한다.

  등엔트로피 계식 식 (4)를 이용하면 식 (3)은 

최종 으로 식 (5)와 같이 표 된다. 따라서 베인

노즐 입구에서 유량, 비열, 온도, 압력차, 비열비가 

클수록 구심터빈 블 이드에서 이용가능한 최 동

력은 커지게 된다. 다만, 이용가능한 동력이 아무

리 크다고 하더라도 블 이드에서 압력과 열에 지 

회수정도에 따라 구심터빈의 효율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설계 에서 에 지 회수능력이 뛰어난 

구심터빈의 설계가 상당히 요하다.




 
 


 

  (4)

 




 

 


  


   (5)

  본 연구에 용된 온도와 압력범 에서 비열비는 

1.304이므로, 이상기체로 가정하여 용할 경우 

공기 비열비 1.4에 비해 약 6.9%의 오차가 발생한

다. 따라서 과열증기의 유체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실제기체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열유체 해석코드는 세계 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ANSYS FLUENT 12.1를 이용하

다.

4. 수치해석 결과
  Figure 5는 설계 에서 베인노즐 허 와 슈라우

드면의 마하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베인노즐 내

부로 증기가 유입된 후 출구로 갈수록 노즐의 압력

면과 흡입면의 압력이 비슷해지면서 마하수가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노즐을 통해 증기가 

효과 으로 가속화되면서 선회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증기가 노즐의 목에 이르러서는 압력면과 흡입

면의 압력이 더욱 비슷해지며, 마하수는 0.35 근방

까지 상승하게 된다. 한 증기는 노즐의 입구에서

부터 목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속되면서 압력이 낮

아진다. 다만 허 와 슈라우드 측 노즐입구 근처에

서 모두 재순환 역이 발생하고 있음이 찰된다.

(a) on hub side

(b) on shroud side

Figure 5: Mach number contour of vain nozzle in 
desig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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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 hub side

(b) on shroud side

Figure 6: Mach number contour of rotor blade in 
design point

이와 같은 이유는 본 해석의 경우 스크롤 이 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스크롤 

이싱에 의해 선회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베인

노즐 입구진입시 재순환 역 없이 유동을 매끄럽게 

유입시킬 것으로 단이 되나, 본 연구에서는 스크

롤 이싱이 고려되지 않아 증기가 노즐베인 입구경

계면에 수직방향으로 유입되어 다소 박리가 발생하

는 것으로 단된다.

  Figure 6은 설계 에서 로터블 이드 허 와 슈

라우드면의 마하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로터블

이드 입구로 진입한 증기는 로터블 이드와 유입

속도의 합성분에 의해 약 1 정도의 마하수를 보이

고 로터블 이드를 통과하면서  감속되어 출구

끝단에서는 0.1까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입

구 근처에서는 마하수가 매끄럽게 감소하고 있지만 

출구 끝단으로 갈수록 마하수 분포는 거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기역학  형상문

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되며 향후 최 설

계를 통한 유동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ure 7은 설계 에서 구심터빈 허 면 온도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베인노즐 입구온도는 약 25

0℃이지만 베인노즐 입구 역에서 온도는 약간 떨

어지고 있음이 찰되는데, 이는 베인노즐 입구에

서 발생된 박리 등의 유동손실로 인한 압력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로터블 이드로 인

한 에 지 회수에 의해 출구온도는 약 124℃까지 

떨어지며 이때의 압력은 113kPa 이다. 따라서 

이 출구 포화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온도는 103.3℃

이므로 출구에서는 과열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 

습증기 역은 벗어나게 된다. 다만, 로터블 이드

Figure 7: Temperature contour on hub at design 
point 

Figure 8: Inlet total pressure vs. mass flow rate & 
outlet temperatur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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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let total pressure vs. mass flow rate & 
outlet temperature curve 

출구끝단 국부 인 역에서 80℃까지 온도가 떨

어지므로 향후, 응축 액 모델을 용한 해석을 통

해 좀 더 세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6].

  Figure 8은 입구압력 변화에 따른 질량유량과 

출구온도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입구압력이 증

가할수록 구심터빈 내부로 유입되는 질량유량은 선

형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구온도는 서서히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질량이 클수록 유체

팽창 시 더 많은 열에 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커지게 된다.

   Figure 9는 입구압력 변화에 따른 기계  동력

과 등엔트로피 효율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입구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기유량은 증가하고 기계동

력은 21㎾에서 228㎾까지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된

다. 등엔트로피 효율은 입구압력 352kPa일 때 최

효율 74%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 으로 

압력변화에 따라 효율곡선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구 온도와 압력이 250℃, 

352kPa일 때 등엔트로피 최고효율은 74%, 기계

동력은 108㎾, 출구 온도와 압력은 124℃, 

113kPa의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효율은 기

존 해외터빈 성능과 평균 인 수 으로, 최 설계

를 통해 효율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이 결과는 열사이클 시스템 구성 시 유용한 설계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폐열회수 발 시스템에 

용 가능한 100㎾  구심터빈을 설계  CFD 해석

기법을 용하여 열사이클  구심터빈 최 화를 

한 설계자료를 확보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베인노즐 내부로 증기가 유입된 후 출구로 

갈수록 노즐의 압력면과 흡입면의 압력이 비슷해지

면서 마하수가 거의 같은 값을 보 다. 이는 노즐

을 통해 증기가 효과 으로 가속화되면서 선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로터블 이드 입구로 유입된 증기는 약 1정도

의 마하수를 보이며 블 이드를 통과하면서  감

소되어 출구 끝단에서는 약 0.1까지 떨어지며, 출구 

끝단에서의 마하수 분포는 거친 양상을 보 다. 

  (3) 입구압력이 증가할수록 구심터빈 내부로 유

입되는 질량유량은 선형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

구온도는 서서히 감소하 다. 이는 질량유량이 클

수록 유체팽창 시 더 많은 열에 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4) 입구 온도와 압력이 250℃, 3.52kPa 일 때 

등엔트로피 최고효율은 74%, 기계동력은 108㎾, 

출구 온도와 압력은 124℃, 113kPa의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다양한 압력조건에서 구심터빈의 설계변수 

 작동물질 변화에 따른 성능해석을 통해 좀 더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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