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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온 폐열자원의 배열 회수를 통해 시스템 발 출력을 향상시키기 한 ORC 시스템 

 이의 핵심기술인 고속터빈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에 지 열원에서 배출되는 배열 특성을 고려하

여 사이클 해석을 수행하 고, 정 사이클 운 , 설계 후 열  물리화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동

유체를 선정하 다.  결과를 사용하여 10kW 의 ORC 사이클 시스템  터보 팽창기를 설계 제작하

여 가동 실험을 수행하 다. 증발기는 형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제작하 고 열원으로는 외부의 보일러

에서 공 되는 증기를 사용하 다. 팽창기는 43,000rpm의 속도로 회 하며 고속 동기 발 기를 구동하

여 동력을 생산하는 고속 터빈과, 2,000rpm의 속으로 회 하며 유도발 기를 구동하여 동력을 생산하

는 스크류형 팽창기 각각을 용하 다. 작동유체 종류, 사이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용 가스터빈을 상사하여 

설계 제작하 으며 성능 실험 결과 최고 회 속도 43,000rpm  60%의 효율을 보 다. 작동유체는 R245fa를 사

용하 고 열원은 증기 보일러에서 공 되는 126℃의 수증기를 사용하 다. 터빈 입구 온도 작동유체 온

도가 115℃인 경우 사이클 효율은 8%. 작동유체 유량은 0.5kg/s, 발  출력은 11kW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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