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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기물 소각시설 굴뚝의 배기가스를 측정하여 활용 가능한 폐열의 양과 질을 확인한 바 그 양과 온도는 
13.8kg/s , 176.6℃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R-245fa를 작동유체로 하는 소각폐열회수 유기랭킨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 ORC) 발전시스템을 설계하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사례조건들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기본 
ORC 시스템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출력과 총효율이 각각 96.56kW, 14.13% 임을 확인하였다. 과열기 추가
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작동유체 과열에 따른 엔탈피 증가로 0.09%의 출력상승을 얻을 수 있었으나, 작동유
체의 감소로 16.58kW 만큼 적은 출력을 보였다. 그리고 공정열교환기 추가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남은 배
기가스의 열을 공정열수를 생산하여 총효율 38.51%까지 향상시켰다.

Abstract - The amount and quality of waste heat from a resource recovery facility were measured. The tem-

perature of exhaust gas was 176.6 ℃ and the amount of that was 13.8 kg/s. This research designed a waste heat 

recovery system whose working fluid is R-245fa. It simulated three study cases as follows. In simulation of a 

basic ORC system, the turbine power output and thermal efficiency were respectively 96.56 kW, 14.3%. In 

simulation of a superheater connection, 0.09% of efficiency could be improved due to the increase of enthalpy 

by overheating of working fluid, but the obtained output was decreased with 16.58kW because of the decrease 

of working fluid mass. In simulation of a process heater connection, efficiency was increased up to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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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 서 론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이 이슈가 되면서 신재
생에너지와 산업 폐열을 통한 전력 생산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신재생 에
너지인 태양 에너지, 연료 전지, 바이오 매스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미래의 발전 장치로서 확실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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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술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범위의 
산업 열을 기계 일로 효과적으로 변환하는 유망한 
방안으로 유기랭킨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 

ORC)이 주목 받고 있다[1-4]. 유기랭킨사이클에서
는 작동 유체로 비등점이 낮은 유기 물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열원 온도에서도 효과
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 또한 작동 온도 및 압력이 
비교적 낮아 터빈에 작용하는 열적, 기계적 스트레
스가 적으며, 적절한 유기 냉매를 선택하면 터빈 내
부에서 팽창이 기체 상태로만 이루어져 액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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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resource recovery facility.

Measuring equipment Manufacture Model

플랜지 madur -

Sampling Probe madur PT-S

디지털 마노메타 madur maPress

배기가스 전처리기 madur PGD-100

배기가스분석기 madur PHOTON

Table 1. Specifications of measuring equipments

터빈날개의 손상 위험이 없으므로 유지보수가 쉽
고, 구동이 간단하여 시스템을 통제하기가 수월하다
[5-6].

실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은 소각실에 발생
하는 소각열과 굴뚝, 사이클론 등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열 등이 있고 최고 850℃ 이
상(소각로 출구), 최소 250℃ 이하(굴뚝 배기가스)

의 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최고 850℃의 높은 열
원만 폐열보일러를 이용하여 증기발전, 난방용 증
기, 폐기물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데 사용된다. 심
지어 소형 소각로의 폐열은 대부분 증기를 대기 중
으로 방출하거나 증기를 강제 응축 복수하여 보일
러수로 재사용을 한다. 즉,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에너
지가 소비되고 있다. Sung 등은 태양 에너지, 바이
오 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관련 뿐만 아니라 LNG

선, 공장의 폐열에서 ORC를 기반으로 하는 소형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열역학적 성능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7-10]. Kim 등은 작동 유체 및 사이클, 

핀치 포인트 온도에 따른 해양 온도차 발전용, 선박 
폐열 회수를 위한 유기랭킨사이클의 성능 분석하였
고 ORC 반경류 터빈을 설계하였다[1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실제 소각시
설 굴뚝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ORC 시
스템에 따른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에서 그 재활용이 용이치 않아 거의 대부분 폐기되
고 있는 굴뚝의 배기가스를 전기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소각설비의 열원 
구조에 대응하여 추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
기랭킨사이클의 냉매 중 비교적 효율이 높고, 안전
성이 널리 알려진 R-245fa 냉매를 이용하여 소각폐
열회수 유기랭킨사이클 발전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5]. 3가지 사례연구인 기본, 과열기 및 공정열 교
환기 추가에 따른 특성을 Matlab 프로그램과 NITS

사의 REFPR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
였다. Matlab은 시스템 설계 및 공정 시뮬레이션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며, NITS사의 REFPROP

은 냉매의 물성치 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II. 실측 대상 소각시설 및 계측 방법

2.1. 실측 대상 소각시설의 개요
폐기물 소각계통은 소각로 내에 공급되는 폐기

물을 담는 저장조와 소각로 내에 폐기물을 원활하
게 공급하기 위한 크레인, 투입된 폐기물을 소각 처
리하는 스토커를 비롯한 연소장치 및 소각로 본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연소가스 처리계통은 크게 연소가스 냉
각설비, 배출가스 처리설비, 통풍설비로 구성된다. 

연소가스 냉각설비는 폐기물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
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적절한 온도로 냉각하기 
위한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 증기 발전기 등이 있
다. 배출가스 처리설비는 배출가스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안전한 상태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비산
재, 중금속 등 입자상 오염물질과 더불어 염화수소
(HCI), 황산화물(SOX) 및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설
비와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설비로 구성된
다. 비산재, 중금속, 염화수소, 황산화물 및 다이옥
신을 제거하는 설비로는 전기집진기, 백필터, 습식
세정기를 채택하였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로는 선택적 촉매 반응탑을 설치하였다. 통풍설비
는 연소된 배출가스를 배출시키는 유인 송풍기, 연
소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굴뚝(연돌) 등이 있다. 

기타 시설에는 소각시설에서 반출된 소각재를 
저장하기 위한 바닥재 저장조, 소각처리 전체계통
의 각종 배출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처리장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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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of exhaust gas measurement.

Time temp.(°C)
pressure(mmH2O)

static dynamic

13:22 176.1 -5.1 8.4

13:27 176.6 -5.1 8.0

16:33 176.5 -4.8 7.7

16:39 176.7 -4.9 7.9

19:22 176.5 -5.1 7.6

19:28 176.8 -5.2 7.9

22:35 176.6 -5.0 7.3

22:39 176.8 -4.8 8.0

Table 2. Measured exhaust gas temperature ＆ 
pressure in a chimney

Time N2 (%) O2 (%) CO2 (%) CO (ppm)

13:21 81.08 13.91 5.01 0

13:31 80.99 14.15 4.86 0

16:31 81.02 14.33 4.65 0

16:41 81.02 14.08 4.9 0

19:21 81.01 14.12 4.87 0

19:31 80.92 14.43 4.65 0

22:31 81.01 14.06 4.93 0

22:41 81.21 13.56 5.23 13

Table 4. Measured exhaust gas content in a chim-

ney

A 1.539 m2 Area

C 0.821 -
Pitot tute coefficient 

of sampling probe(cert.)

h 7.7 mmH2O dynamic pressure

r0 1.3 kg/m
3 0℃, 1atm standard

Gas densiy

T 176.6 ℃ -

r 0.79 kg/m3 r=r0․273.15/

(273.15+T)

V 11.35 m/s
V=C․(2gh/r)

0.5

g=9.81

Q 17.47 m3/s Q=A․V

Table 3. Calculation exhaust gas mass flow rate

2.2. 측정장비
굴뚝의 배기가스 동압과 온도는 디지털 마노메

타인 madur사의 maPress로부터 계측하였다. 동일한 

시간때 가스에서 수분 제거를 위한 전처리, 배기가스
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madur사의 장비 PGD-100, 

PHOTON을 사용하였다. Table 1에 계측 및 분석
에 사용된 측정 장비 상세를 나타내었다.

2.3. 측정방법
폐기물 소각시설 굴뚝의 배기가스 측정은 2014

년 6월 25일 오전 2시 승온 시작으로 오후 1시 폐기
물을 투입 후 성능 시험하는 동안 진행되었다. Fig. 

2는 굴뚝 아래에서 배기가스 전처리기와 분석기를 
사용하여 검사자들이 그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
인하는 사진이다.

2.4. 측정결과
폐기물 소각 시 연소실 출구온도는 850℃ 이상으

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 입구온도
는 200℃ 이하로 전체 성능시험시간의 90% 이상이 
유지된다. Table 2는 굴뚝에서 측정된 배기가스 온
도와 동압이며 Table 3과 같이 배기가스 유량이 계
산된다.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에는 염화수소(HCI)가
스,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CO), 먼지(TSP), 다이옥신 등이 있으며 각각 20ppn, 

30ppm, 70ppm, 50ppm, 20mg/Sm
3, 0.1ng/Nm3 대

기배출현황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며 그 양이 미비
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기가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전
처리기에서 수분 제거 후 N2, O2, CO2이며 각각 평
균 81.03%, 14.08%, 4.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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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 gas temperature (℃) 176.6

Exhaust gas mass flow rate (kg/s) 13.8 kg/s

Turbine inlet pressure (bar) 5~25

Turbine inlet temperature (℃) 62.8~133.4

Condenser pressure (bar) 2.2

Condenser temperature (℃) 36

Cooling water temperature (℃) 20

Turbine efficiency (%) 85

Pump efficiency (%) 85

Regenerator effectiveness (%) 85

Pinch temperature (℃) 10

H2O mass fraction/Exhaust gas (%) 16

Table 5. Setting Parameters for the lumped analy-

sis

II. 시스템 모델링

시스템의 성능 해석은 정상상태에서 수행되었으
며 장치로부터의 방열손실은 무시되었다. 그리고 
본 유기랭킨사이클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대한 계
산 조건들은 Table 5과 같다.

3.1. Case study 1: 기본 ORC 시스템 특성
폐기물 소각시설의 굴뚝에 열교환기인 증발기

(Vaporizer)와 예열기(Preheater)에 배기가스를 공
급한다고 가정하였다. 시스템의 구성은 Figure 

3-(a)와 같다. 굴뚝의 배기가스는 측정값의 평균 
176.6℃, 13.8kg/s 으로 설정하고 증발기와 예열기
를 통과 후 핀치온도를 고려하여 134.4℃로 대기

방출된다. ORC 시스템의 R-245fa 냉매는 작동
유체펌프를 지나면서 20.9bar까지 승압된다. 펌프
의 효율은 85%로 가정하였다. 승압된 냉매는 예열
기를 통과하며, 36℃에서 124.4℃까지 가열된다. 

예열기를 통과한 냉매는 증발기를 통과하며 액체
에서 기체로 모두 변환한다. 증발기를 지난 기체
상태의 작동유체는 터빈으로 유입되어 출력을 발
생시킨다. 터빈의 입구압력은 20.9bar, 출력압력
은 2.2kPa로 압력비는 약 9.5 으로 가정하였으며, 

터빈의 효율은 85%로 가정하였다. 터빈에서 나온 
작동유체는 응축기를 지나며 36℃까지 냉각된다. 

이 때 모든 작동유체는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냉각수의 온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20℃

로 가정하였다.

주어진 열원유체의 질량유량 mg에 대해 작동유
체 및 냉각수의 질량유량 mr, mw는 증발기와 예열
기 및 응축기에서의 에너지 평형 조건으로부터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

 








(2)

여기에서 Cp는 비열, T는 온도, h는 엔탈피이며, 

Tgi, Tgo, Twi, Two는 각각 배기가스 입구․출구온도, 

냉각수 입구․출구온도이다. 그리고 △hf=과냉-포
화 액의 엔탈피 변화, △hfg=증발잠열, hci, hco는 응
축기 입구․출구엔탈피이다. 

열원유체 증발기와 예열기에서의 열전달 Qvh 더
불어 터빈 동력, 펌프 동력, 순생산 동력 Wt, Wp, 

Wn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3)

  ∆∙  (4)


 ∆  (5)


 

  (6)

여기에서 △H=터빈 입․출구 증기의 엔탈피 차 
, V=R245fa 부피, △P=펌프 입․출구 압력 차, ηt, 

ηp는 각각 터빈․펌프의 효율이다. 

ORC의 총효율 ηorc는 증발기와 예열기에서 배기
가스에 의해 공급된 열전달에 대한 순 생산동력의 
비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or



 (7)

3.2. Case study 2: 과열기 추가에 따른 사이클 
특성

과열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포화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드는 장치로, 포화증기를 과열함으로써 
사이클의 총효율을 향상시키고 작동유체의 포화
증기에 남을 수 있는 습분을 제거하여 터빈의 날
개 부식, 마찰 파손 등의 장해를 방지할 수 있어 
시스템 설계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 
Figure 3-(a)에 과열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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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case 1

(b) Study case 2

(c) Study case 3

Fig. 3. Schematic of the organic Rankine cycle.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Figure 

3-(b)와 같다.

Figure 3-(b) 같이 굴뚝을 지나는 176.6℃의 배
기가스는 폐열 회수 사이클의 과열기를 지나 증
발기, 예열기를 순서대로 통과 후 핀치온도를 고

려하여 142.5℃로 대기 중으로 버려진다. 예열기
와 증발기를 통과한 124.4℃의 작동유체를 과열
기를 통과시켜, 132.5℃까지 과열한다. 

열원유체 과열기, 증발기, 예열기에서의 열전달 
Qsh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8)

여기에서 △hg는 포화-과열 증기의 엔탈피 변화
이며 기본 ORC 시스템에서 과열기 추가에 따른 수
식이다. 

3.3. Case study 3: 공정열교환기 추가에 따른 
사이클 특성

공정열 교환기는 예열기 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공정열수를 생산
하는 장치로,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총효율을 향
상시키고 남은 배기가스의 열을 재사용한다. 기
존 시스템 Figure 3-(a)에 공정열 교환기를 연결
하여 사이클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Figure 3-(c)와 같다. 

공정열교환기에서의 열전달 Qph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여기에서 Tgoo는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 온도
이며 124.4℃로 임의 지정하였다. 그리고 공정열수
의 온도는 사용목적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냉각
수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설계하
였다.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총효율 ηt은 열원유체에 
공급된 열전달에 대한 순 생산동력과 공정열의 합
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IV. 시스템 성능평가 결과

4.1. 배기가스 온도의 영향
Fig 4는 기본 ORC 시스템(Case 1)에 공급되는 

배기가스 온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Fig 4-(a)는 
열교환기, 터빈의 엔탈피 그리고 Fig 4-(b)는 배기, 

R245fa의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4-(a)는 열교환기, 터빈의 엔탈피 변화가 배기
가스 온도와 관계없이 각각 237.5kJ/kg, 35.3 k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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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e effect of exhaust gas temperature.

(a)

(b) 

Fig. 5. The effect of turbine inlet pressure.

으로 일정하다. 이것은 터빈 입구 압력 및 온도를 
각각 20bar, 124.4℃로 고정하여 운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림에서 배기가스 유량은 Table 3에서 
기술하였듯이 실제 측정값을 적용하였다. R245fa 

유량의 증가 이유는 배기가스 온도의 증가로 인하
여 열교환기의 입력(Fig 4-(b) 참조)이 높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Fig 4-(b)는 열교환기의 입력, 터빈의 출력이 배
기가스 온도의 상승에 따라 최대 약 9백kJ/kg, 1백 
kJ/kg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배기가스 온도가 그 
유량보다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총효율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함을 보여준다. 이것
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배기가스 입구 압력 및 온도
가 일정하게 고정하고 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기가스 유량 계산법에 의해 배기가스 
온도(150∼190℃)는 증가함에 따라 배기가스 유량
이 감소하나 온도의 영향이 커서 열교환기인 증발
기와 예열기의 입력 및 터빈의 출력이 모두 증가하
고 총효율은 모두 14.13%로 나타난다.

Fig 4에 나타낸 배기가스 온도의 영향은 다른 연
구결과인 물, 공기, 가스 등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
지 않음이 확인된다[7-10].

4.2. 터빈 입구 압력의 영향
Fig 5는 기본 ORC 시스템(Case 1)에서 터빈 입

구 압력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Fig 5-(a)는 열교
환기, 터빈의 엔탈피 그리고 Fig 5-(b)는 배기, 

R245fa의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5-(a)는 열교환기, 터빈의 엔탈피가 배기가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250kJ/kg, 40kJ/kg까지 
상승한다. 그림에서 배기가스 및 R245fa 유량이 터
빈 입구 압력에 상관없이 일정함을 보여준다. 이것
은 배기가스 및 R245fa 유량이 배기가스 온도의 영
향만 받기 때문이다.

Fig 5-(b)는 열교환기의 입력은 일정하고 터빈의 
출력이 터빈 입구 압력의 상승에 비례한다. 이것은 
터빈 입구 압력의 상승으로 터빈이 하는 일이 증가
하기 때문이며, 총효율도 함께 상승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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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2 3

△Hh[kJ/kg] 237.5 249.6 237.5

△Ht[kJ/kg] 35.3 37.2 35.3

mg[kg/s] 13.8

mr[kg/s] 2.88 2.21 2.88

Qsh, Qvh[kW] 682.9 551.8 682.9

Qph[kW] - - 161.6

Wt[kW] 101.4 82.19 101.4

Wp[kW] 4.84 2.21 4.84

Wn[kW] 96.56 79.98 263

Wn[MWh/y] 695 576 1893

η[%] 14.13 14.22 38.51

Table 6. Simulation results of case study

(a)

(b)

(c)

Fig. 6. The effect of case study.

4.3. Case study의 영향
기 제작한 200 kW급 ORC 터빈을 바탕으로 터

빈입구/압력을 각각 20 bar, 2.2 bar 그리고 응축온
도는 36°C로 고정된 조건에서 사이클을 해석하였
다[10]. Fig 6는 유기랭킨사이클 시스템에 대하여 
사례연구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Fig 6-(a)는 열교

환기, 터빈의 엔탈피 그리고 Fig 6-(b)는 배기, 

R245fa의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6-(a)는 기본 ORC 시스템과 달리 과열기 추
가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한 과열
온도의 미비한 상승으로 R245fa에 대한 열교환기 
엔탈피 변화는 약간 증가한다.

Fig 6-(b)는 기본 ORC 시스템에 따른 시뮬레이
션에서는 출력과 총효율이 각각 96.56kW, 14.3% 정
도이다. 그러나 과열기 추가에 따른 시뮬 

레이션에서는 작동유체의 감소로 16.58kW 만큼 
적은 출력을 보인다. 덧붙여 공정열교환기 추가에 
따른 유기랭킨사이클 시스템은 총효율이 38.51% 

정도이며 기본 ORC 시스템의 총효율을 2배 이상 
개선시킨다.Fig 6-(c)는 Case study 1∼3에 대하여 
연간 가동일수(300일)를 고려하여 순 생산동력을 
계산결과는 695MWh/y, 576MWh/y, 1893MWh/y

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굴뚝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다양한 유기랭킨
시스템의 성능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었다.

(1) 배기가스 유량 계산법에 의해 배기가스 온도 
(150~190℃)는 증가함에 따라 배기가스 유량이 감 소
하나 온도의 영향이 커서 열교환기인 증발기와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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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입력 및 터빈의 출력이 증가한다.

(2) 터빈 입구 압력(5~25bar)은 증가함에 따라 작
동유체에 대한 열교환기의 엔탈피 변화 상승과 터
빈의 출력이 커지면서 유기랭킨사이클 시스템의 총
효율(6.2~14.8%)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기본 ORC 시스템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출력과 총효율이 각각 96.56kW, 14.13%이다.

(4) 과열기 추가에 따른 유기랭킨사이클 시스템
에 서는 안정성을 고려한 과열온도(124.4→ 132.5°C)

의 미비한 상승으로 R245fa에 대한 열교 환기 엔탈
피 변화는 약간 증가하지만, R245fa 유량의 감소 때
문에 총효율 증가가 적다.

(5) 공정열교환기 추가에 따른 유기랭킨사이클 
시 스템은 총효율이 38.51% 정도이며 기본 ORC 시
스 템의 총효율을 2배 이상 개선시킨다.

(6) 따라서 소각시설 굴뚝의 배기가스를 이용한 
유기랭킨시스템은 낮은 열원에 비하여 높은 총효율
을 가지며 작동 최고 온도점이 낮고 생산 동력이 
비교적 높아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추구하
는 미래형 발전장치로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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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호

m : mass flow rate [kg/s]

CP : specific heat [kcal/(kg․℃)]

T : temperature [℃]

h : enthalpy [kJ/kg]

Q : heat [kW]

W : power [kW] 

V : volume [m
3]

P : pressure [kpa]

η : efficiency [%]

Subscript

g : exhaust gas

r : R245fa

w : cooling water

i : input

o : output

s : superheater

v : vaporizer

h : preheater

p : process heater

t : turbine

c : condenser

p : pump

n : net

orc : organic Rankin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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