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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phragm seals have great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large power-generation steam turbines. 
Hence, it is important to decrease the leakage flow through the diaphragm seals and understand the  
flow characteristics within the diaphragm seals.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out with 
the seals of large one-body type diaphragms developed by a domestic company. CFX, which is a 
commercial CFD code, was us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flow characteristics of the diaphragm 
seals for three difference clearance case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show variations in the 
performance and flow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labyrinth seal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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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전압

 : 전온도 

1. 서 론

대형 발전용 스팀터빈에서의 라비린스 시일은 

작동유체인 증기의 역류나 누설을 제한하는 핵심

요소로 스팀터빈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팀

터빈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라비린스 시

일을 통한 누설유동을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

다. 라비린스 시일에서의 누설유동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에 윤활이

론에 근거한 Bulk-flow 개념을 이용한 해석방법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수치해석

기기 및 해석방법의 발달로 Navier-Stokes 방적식

을 이용한 수치해석 기법이 많이 이용된다. 국내

에서도 하태웅 등(1)(2)은 다양한 라비린스 시일에 

대하여 Bulk-flow 방법(3)(4)과 CFD 기법을 이용하

여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편, 국내에서의 스팀터빈용 다이아프램 제작

기술의 발달로 블레이드 조각의 조립시 열변형을 

초래하는 용접을 이용하지 않고 가공품의 조립만

으로 다이아프램을 조립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전체 다이아프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때 다이아프램에서 사용되어지는 라비린스 시일

의 타당한 설계 및 성능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일체형 다이

아프램의 시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성능  



Fig. 1 Mesh of ø1800 diaphragm stator

해석기법을 확립하고 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하

였다.   

2. 일체형 다이아프램 정익  

라비린스 시일에서의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시일 입구조건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시일 입구조건은 라비린스 시일에 선행하는 정익

의 유동해석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2.1 수치해석 방법             

정익 수치해석 시 사용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설계조건을 이용하여 입구에서는 전압을 

14.4 kgf/cm2 로 전온도를 671 K 로 고정하였다. 
출구에서는 질량유량을 84980 kg/h로 고정하였

으며 허브, 쉬라우드 그리고 블레이드 표면에서 

대해서는 단열조건과 No slip 조건을 적용하였다. 
Steam에 대한 물성치를 얻기 위해 Redlich kwong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난류해석을 위해 k-w sst 모
델을 사용하였다. Fig.1은 2차원 단면에서의 계산

에 이용된 격자계를 보여준다. Turbogrid 11.0을 

사용하여 격자를 만들었으며 총 격자수는 31만개

정도이다. 

2.2 수치해석 결과

CFX 11.0을 사용하여 정익 통로에서의 유동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정익에서 50% 스팬 지

점에서의 마하수, 정압, 전압, 속도분포를 보여준

다. 

(a) Mach number (b) Velocity 

(c) Static pressure (d) Total pressure 
Fig. 2 Various flow characteristic distributions at    
       50% span of ø1800 diaphragm blade

     
Table 1 Flow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s of     
         ø1800 diaphragm blade 

Mass Averaged 
Value

Leading 
Edge Plane

Trailing 
Edge Plane

Total Pressure 
(bar)

14.0989 14.0984

Total 
Temperature (K)

671 671

Static Pressure 
(bar)

14.0983 14.0872

Static 
Temperature (K)

670.987 670.872

Velocity 
Magnitude (m/s)

6.8174 21.8939

 
낮은 속도로 유입되는 증기가 정익을 통과하면

서 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속도분

포에서는 박리가 발생함이 없이 유동장이 잘 형

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뒷전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후류 영역에서 전압손실이 크게 발생하

는 특성이 전압분포에서 잘 나타난다. Table 1은 

정익 앞전과 뒷전 단면에서 질량평균 한 물성치

를 보여준다. 유입되는 증기의 전압과 전온도가 

높으며 정익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기의 축방향 속도에 비하여 



(a) Plain Seal                  (b) Seal clearance 3 mm         (c) Seal clearance 0.3 mm 
Fig. 3 ø1800 diaphragm seal geometry models for CFD analysis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뒷전 단

면에서의 물성치는 동익에서의 래번린스 시일 계

산을 위한 입구조건으로 사용하였다.

3. 다이아프램 라비린스 시일   

3.1 수치해석 방법  

정익에서의 계산에서와 같이 랜버린스 시일에

서의 해석도 CFX 11.0을 사용하였다. CFX 11.0은 

완전 2차원 유동은 해석 할 수 없으므로 원주방

향으로 약간의 두께를 주고 3차원 계산을 수행하

였다. 이때 원주방향 대칭면은 동익 회전축인 x
축에 대하여 를 유지하고 계산 시 축대칭 조

건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시 난류해석을 위해 

k-w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작동유체 증기

를 해석하기 위해 Redlich kwong모델을 사용하여 

증기에 대한 물성치를 구하였고 압축성 유동해석

을 수행하였다. 입구조건으로 정익 계산을 수행

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사용한 전압은 

14.0984 bar, 전온도는 671 K이다.
동익의 회전수는 3600 rpm 이며, 출구 조건으

로 정압을 고정하였다. 시일에 대한 수치 해석시 

출구에서 정압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정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주어진 동익에서의 전압

차를 기준으로 3가지 경우(출구정압 10 bar, 11 
bar, 12 bar)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해석대

상으로는 시일 간극이 0인 평시일, 시일 간극 3 
mm 그리고 설계값인 시일 간극 0.3 mm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차압에 따른 누설유량의 변화 자

료를 확보하여 시일 간극 변화에 따른 누설유량 

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Fig. 3은 해석대상인 각 

경우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여준다. 

 3.2 수치해석 결과 

   Fig. 4와 5는 ø1800 다이아프램 라비린스 시

일의 각 경우에 대한 속도분포와 전압 분포를 보

여준다. 형상에 따라 유동 형태가 결정되며, 동일

한 형상에 대해서는 속도분포와 전압분포가 거의 

동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일 간극이 0인 경

우에는 Cavity를 통과한 후 거의 원형 관내의 유

동형태로 흘러감을 볼 수 있다. 시일 간극이 작

을수록 통로 내에서의 Cavity 유동이 커져 누설유

량이 줄어듦을 속도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
구단면에서는 균일한 속도장이 형성되지 않으며, 
시일 간극을 통과하면서 제트형태로 시일을 빠져

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압분포도를 통하

여 각 Cavity에서 전압손실이 크게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은 ø1800 다이아프램 라비린스 시일의 각 

기하학적 형상의 경우에 대한 누설유량의 계산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각 시일 간극에 대하

여 차압의 변화에 따라 누설유량이 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일 간극이 

클수록 전압차이에 따른 누설유량의 변화가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시일 간극이 0인 평시일

의 경우에는 Cavity에 의한 블럭 역할이 미비하여 

거의 시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압차이가 증가

할수록 유량은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시일 간극이 존재하는 라비린스 시일에 

비하여 전압 손실이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다이아프램 라비

린스 시일에 대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a) Plain seal (b) Seal clearance 3 mm (c) Seal clearance 0.3 mm
Fig. 4 Velocity distributions of ø1800 diaphragm seal for different cases

(a) Plain seal (b) Seal clearance 3 mm (c) Seal clearance 0.3 mm

Fig. 5 Total pressure distributions of ø1800 diaphragm seal for differ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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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eakage vs. total pressure difference of 
       ø1800 diaphragm seal for different cases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용코드인 CFD 해석이 다이아프램 라비린스 

시일의 성능 및 유동해석에 타당함을 확인하였

다.
(2) 라비린스 시일 간극이 누설유량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며 설계된 0.3 mm의 시일 간극이 실제 

스팀터빈의 성능에 있어 타당한 설계값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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