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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스팀 랭킨 사이클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고, 태양열, 고온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및 
폐열, 그리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에도 적용 가능

하며, 소형화의 장점으로 분산형 전력원에도 적합

한 발전사이클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1)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Sandia 
National Lab.에서 2005년부터 초임계 이산화탄소 

Key Word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초임계 이산화탄소), Turbo-generator(터보발전기), Partial Admission(부
분유입) 

초록: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ub-kWe급의 소형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터보발전기를 개발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용 터빈에서는 팽창비가 작고, 유
량이 작기 때문에 터보발전기의 회전수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회전 부품의 선정, 터빈 공력설계, 
축력 및 회전체 동역학 설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터보발전기의 회전수를 줄이기 위하여 노즐의 여
러 채널 중 1개의 노즐만 사용하는 부분유입 방법을 세계 최초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용 터보발전기

에 적용하였으며, 회전체의 진동을 측정하여 부분유입 노즐을 적용함에도 회전체 안정성은 허용 범위내

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 Sub-kWe small-scale experimental test loop was manufactur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power cycle. A high-speed turbo-generator was also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designed rotational speed of this turbo-generator was 200,000 rpm. Because of the low expansion ratio through the 
turbine and low mass flowrate, the rotational speed of the turbo-generator was high.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select 
the rotating parts and design the turbine wheel, axial force balance and rotor dynamics in the lab-scale experimental test 
loop. Using only one channel of the nozzle, the partial admission method was adapted to reduce the rotational speed of 
the rotor. This was the world’s first approach to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turbo-generator. A cold-run test using 
nitrogen gas under an atmospheric condition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effect of the partial admission nozzle on the 
rotor dynamics. The vibration level of the rotor was obtained using a gap sensor,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partial admission nozzle on the rotor dynamics was allo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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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이클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기의 터보기계

를 사용하는 250 kWe급 재압축사이클을 구현하여 
일부 운전하였다.(2) 또한 Bechtel Marine Propulsion 
Company에서는 100 kWe급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
전사이클 시험장치를 개발하였으며, 1기의 터보발전

기와 1기의 터보압축기를 사용하여 단순 복열 사이

클을 구현하여 일부 운전하였다.(3) 또한 SouthWest 
Research Insitute와 GE Global Research는 고온 태양

열 발전용 10 MWe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보팽창기

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소형화하여 테스트할 수 있
는 1 MWe급 시험설비를 구축중에 있다.(4) Echogen 
사에서는 8 MWe급 폐열용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
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5)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은 임계점 부근 

및 고온/고압 조건에서의 사이클 운전기술, 터보기

계 및 씰, 베어링 등 회전기계 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사이클 구현 및 운전이 어려워 선도 연
구그룹에서도 설계점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Sandia National Lab. 및 Bechtel 
Marine Propulsion Company에서 각각 50 kWe, 50 
kWe의 출력을 얻는 것에만 성공하였다. 이는 두 
기관 모두 터보발전기의 설계회전수 75,000rpm 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2,3)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사이클 개발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IER)는 Table 1과 같이 2013년 기초연구

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기의 초임계 이산화탄

Table 1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power cycle test loops in KIER 

 10 kWe class (2013~2014) Sub-kWe class (2014~) Sub-MWe-class (2015-2017) 

Purpose Feasibility test Control, Operation Power generation 

Cycle Simple un-recuperated Closed 
Brayton 

Transcritical & Simple Recuperated 
Closed Brayton Dual Closed Brayton 

Turbo-
machinery 1 Turbine-Alternator-Compressor 1 Turbo-generator 1 TAC (designed) +1 Turbo-generator

(built, 60 kWe) 
Bearing Gas foil Oil lubricated angular contact ball Oil lubricated tilting-pad 

Compressor Centrifugal, Shrouded Positive displacement Pump Centrifugal (designed) 

Turbine Radial, Shrouded Radial w/Partial admission nozzle Axial impulse 
w/ Partial admission nozzle* 

Heater LNG fired Thermal Oil Boiler Immersion electric heater LNG fired flue gas heater 

Recuperator None PCHE PCHE 
 

 
Fig. 1 KIER 10 kWe-clas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power cycle test loo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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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발전사이클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기초 
테스트를 진행중에 있다.  
먼저 Fig. 1과 같이 10 kWe급의 최고온도 180 ℃, 

최고압력 130 bar, TAC(Turbine-Alternator-Compressor) 
적용 테스트 루프를 구성하고 83℃, 85bar의 초임

계 조건 운전을 성공하였다. 구심 터빈 및 원심 
압축기가 한 축에 연결된 밀폐형 타입의 터보기계

를 설계하였으며, 설계 회전수는 70,000 rpm이다. 
고압/고속/고온 터보기기의 설계 운전 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Gas-foil 타입의 저널 베어링 및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였으며 큰 압력차에 의
해 발생하는 축력 최소화를 위하여 Shrouded 형
식의 압축기 임펠러와 터빈 휠을 설계하였으며, 
라비린스 실을 통하여 휠 전후단에 동일한 압력

이 분포되어 압력차에 의한 축력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밀폐형 구조에서, 
고압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고속회전에 의한 
Windage loss 최소화를 위하여 압축기와 터빈 사이

의 공간에 압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2차 유로 및 
이를 통해 누설되는 이산화탄소를 재압축 하는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였다. 압축기 및 터빈 구동

을 위하여 열원으로 300℃ 가열이 가능한 열매체

오일 보일러를 사용하였으며, 열원측 열교환기로 
고온/고압 조건에 적합한 미세유로채널 열교환기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 형식의 열교

환기를 사용하였다. 시스템 운전을 위하여 열매체

오일의 온도 및 유량 제어를 통해 열원 공급을 제
어하였으며, 이산화탄소측에 열원 바이패스 유로

를 이용하여 터빈으로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의 온
도를 제어하였다. 그리고 냉각을 위하여 200 RT 
냉동기와 PCHE 형식의 열교환기를 사용하였다. 
초기 구동을 위해 외부 인버터를 이용하여 베어링

의 lift-off 회전수인 15,000 rpm으로 시동, 열원으로

부터 가열된 이산화탄소의 유량을 바이패스 유로

로 조절하며 터빈 입구 온도, 압력을 제어하였으

며, 회전수 30,000 rpm에서 사이클의 모든 지점이 
초임계 영역에 있음을 확인하였다.(6) 

이러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KIER에서는 현재 
폐열 회수 목적에 적합한 Sub-MWe급 500 ℃, 135 
bar 대응 이중사이클(Dual cycle) 시험 장치를 제작 
중에 있으며, 개발 사이클에 필요한 2기의 터보기

기 중, 60 kWe용량의 1기의 축류형 터보발전기를 
개발, 제작을 완료하였다. 개발 사이클은 2기의 터
빈, 1기의 압축기, 2기의 복열기(Recuperator), 연소 
열원 히터, 쿨러 및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구축하

고자 하는 이중사이클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KIER에서는 기존의 10 kWe급 
시험설비에 사용한 열원 및 열침원, 열교환기 그
리고 주변기기들을 일부 활용하여 개발한 60 kWe 
용량의 터보발전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Fig. 2와 
같이 시험장치를 수정 제작하였고, 기초 테스트를 
진행중에 있다. 

 

Fig. 2 KIER 60 kWe-clas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xial type turbo-generator with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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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작동조건에서 구동되는 초임계 이산

화탄소 발전사이클 시험장치를 개발, 운전함에 있
어 실험실 스케일에서 수십 kWe 용량을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초기단계

에서 단순한 사이클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사이클 
효율이 낮아, 약 600 kW 이상의 열원 및 열침원 
설비들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고온/고압 운전 조
건에서 2” 크기의 배관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전
체 시스템의 제작, 수정 및 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핵심

기기 및 운전 전략 테스트를 위하여, 소형 시험장

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약 74 bar의 임계압력 이상에서 모든 사이클이 

구성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브레이튼 발전사이클

의 특성상, 최고 압력은 현재 구현 가능한 기기 
수준을 고려하여 약 200 bar 근처로 제한되게 되
며, 이에 따라 압축비가 약 2~3 정도로 작아지게 
된다. 이는 터빈에서는 팽창비가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보기계의 휠 크기, 날개 높이

가 작아지게 되어 회전기기들이 소형화 된다. 상
용 플랜트 수준의 수백 MW용량의 크기에서 소형

화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의 장점이 되
지만, 실험실 스케일에서 수kW~수십kW급의 시스

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터보기기가 수mm~수십

mm 수준으로 극도로 작아지게 되어 기술적으로 

어려워진다. 또한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온/고압/고속 조건에 적합한 베어링, 씰의 
선정, Windage loss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 우선적으로 초임계 이산화탄

소 발전 사이클을 실제로 구현하고, 사이클 특성

을 분석하며, 사이클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 
후 스케일업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시험장치를 개발하였다. 

3. Sub-kWe급 소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 시험장치 개발 

플런저 형식의 왕복동식 초임계 이산화탄소용 
펌프 2기를 사용하여 1단계로 transcritical 사이클

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유량 조건을 시험할 수 있도록 유량이 각기 
다른 2기의 용적식 펌프를 사용하여 20℃, 57 bar, 
0.07 kg/s의 액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130 bar의 초
임계 상태로 가압하여 투입히터(Immersion Heater) 
타입의 전기히터로 200℃까지 가열한 후 터빈을 
구동하고, 판형 열교환기를 통해 액체 상태로 냉
각하는 Transcritical 사이클을 구성하였다. 이 후 2
단계에서는 500℃의 고온 사이클을 시험할 수 있
도록 PCHE를 복열기 및 냉각기로 사용하는 
Simple recuperated cycle로 시험할 수 있도록 밸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사이

 
Fig. 3 Schematic of the KIER Sub-kWe-clas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power cycle test loo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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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의 특성 분석 및 운전기술 개발을 위해 열원으

로는 운전 및 제어가 편리한 전기히터 방식을 사
용하였다. 10 kW 용량의 투입히터 외부에 20 kW 
용량의 밴드히터를 감는 방식으로 총 30 kW의 열
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열원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가열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냉각하여 다시 압

축, 가압할 수 있게 냉각수 생성용 냉동기를 제작

하였다. 1단계 및 2단계 실험에서 각각 용량에 맞
게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5 RT, 10 RT 냉동기

와 10 kW의 히터가 결합된 형태의 냉동기를 제작

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구동을 위한 액체 이산화

탄소 주입용 펌프, 팽창 탱크, 시스템 내부 압력 
및 유량 조절용 시린지 펌프, 터빈 누설 이산화탄

소 보충용 시스템, 각종 밸브 및 안전장치와 측정 
장치 등을 시스템에 맞게 선정하여 전체 시스템을 
Fig. 4와 같이 완성하였으며 출력 생산을 위한 초
고속 터보발전기를 설계, 제작하였고 출력 생산 
전단계로 회전체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무
부하 시험을 진행하였다.  

4. 구심 터빈 공력 설계 

Fig. 5는 일반적인 가스/스팀터빈용 터빈의 비속

도 그래프 및 터빈의 설계 요구 조건으로부터 도
출된 비속도 영역을 비교한 그림이다. 설계 요구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비속도 영역은 구심형 터빈

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영역이다. 또한 비속도가 
낮은 터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동도가 낮은데 반
해, 구심형 터빈의 경우 반동도가 일정 영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상 터빈을 구심

형 터빈으로 선정하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

다. 하지만 터빈의 효율이 감소하더라도 노즐을 
일부만 사용하는 부분 유입(Partial Admission)기술

을 적용한다면 구심터빈을 해당 비속도 영역에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

 
Fig. 4 KIER Sub-kWe-clas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power cycle test loop (7) 

Fig. 5 Gas and steam turbine specific speed ma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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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세계 최초로, 부분 유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용 구심형 터빈을 설
계하고 CFD로 성능을 평가하여 시험에 앞서 성능

을 예측하였다. Concepts NREC사의 Rital 설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1차원 설계 및 2차원 자오면 설
계를 수행하였다. 작동유체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로 설계 시에는 본 터빈이 운용되는 설계 영역에 
대해 물성치 계산 프로그램인 REFPROP을 이용하

여 생성한 물성치 테이블을 이용하였다. 2차원 설
계는 1차원 설계를 허브 및 쉬라우드로 확장하여 
유로의 면적 및 날개각, 손실모델 및 이탈각 모델

을 적용하여 입출구의 유동조건을 도출하였다. 
2차원 설계가 완료된 후 자오면 형상, 유로 면

적 및 날개각 분포 등을 Concetps NREC사에서 개
발한 익형 설계 프로그램인 AxCent로 전달하여 
이로부터 실제 익형을 설계하였다. 이후 가공성 
및 구조적 안정성, 부분 분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익형 및 날개 수를 수정한 후 3차원 설계를 완료

하였다. Fig. 6은 3차원 설계가 완료된 구심 터빈 
익형 형상이다. 회전수는 200,000 rpm, 휠 직경은 
22.6 mm, 노즐 수 9개 기준으로 Full-admission 시 
시험 장치 설계 유량인 0.07 kg/s의 9배인 0.621 
kg/s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실제 실험 시 노
즐을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노즐은 유로를 막아 
0.07 kg/s 로 구동되는 터빈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3차원 설계 완료 후 AxCent에 내장된 CFD 
해석프로그램인 Pushbutton CFD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일부 설계 최적화

를 통한 유동장 및 성능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설계 요구조건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2에 설계 요구사양 및 3차원 CFD로 예
측한 성능을 정리하였다.  

한편 본 터빈의 구조적 안정성을 ANSYS 
mechanical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대상 소재는 

SUS630로 Fig. 7과 같이 해석 최대 응력이 약 170 
MPa로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해석 시에는 유체의 온도는 고려하

지 않았는데, 입출구의 유체의 온도 차가 크지 않
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한 열응력은 구조적 안정성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터빈 공력설계와 동시에 회전수, 터빈 휠 직경, 

축 직경, 축력, 베어링 및 씰 타입, 누설 유로 설
계 및 유량 예측, 냉각 및 윤활 등을 고려하여 터
보 발전기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하였다. 

5. 터보발전기 레이아웃 설계 

기존 기술 선도국의 개발 경험 및 데이터를 분
석한 결과, 고압/고온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는 큰 
축력에 의한 Gas foil 베어링의 파손 문제가 초임

계 이산화탄소 발전 사이클용 터보발전기의 기술

적 어려움이라 판단하여, Fig. 8과 같이 상용 오일 
윤활 베어링을 사용하여 터보발전기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소형 고속 회전에 
적합한 SKF사의 앵귤러컨택트 볼 베어링(Angular 
contact ball bearing)을 사용하여, 터빈 휠에서 발생

하는 축력과 반경 방향의 힘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일 윤활을 위하여 터빈 부분과 

 
Fig. 6 Meridional and 3D view of the turbine 

Table 2 Performance prediction by numerical method

 Design target CFD result
Rotational speed (rpm) 200,000 - 
Wheel diameter (mm) 22.6 - 
Mass flow rate (kg/s) 0.621 0.626 

Expansion ratio 2.27 2.27 
Efficiency (%) - 79.7 

 
 

 
Fig. 7 Static structure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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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부분을 라비린스 씰(Labyrinth seal)을 이용

하여 분리하였다. 라비린스 씰 설계를 통하여 2차 
유로로 누설되는 양을 예측하였으며 누설 되는 이
산화탄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터빈 후단에 이산화

탄소 보조탱크를 두어 제어하도록 시험장치를 구
성하였다. 200,000 rpm 운전조건에 적합한 E+A사의 
고속발전기를 사용하였으며 회전체 동역학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축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베어링 
및 고속발전기의 냉각을 위한 냉각 유로도 설계 
하였으며, 공력 설계를 통한 부분유입 노즐을 구
현하기 위하여 1개의 노즐 형상을 가공하여 터빈

으로 작동유체가 유입될 수 있게 설계, 제작하였

다. 각 부품 및 조립부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하

여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특정 한 부위에서 유체가 유입되는 부분 유입 

방식을 사용할 경우, 터빈 휠로 유입되는 유체의 
충격에 의해 터보발전기 축계의 회전안정성이 저
하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터보발전

기는 초고속 회전체로, 각 부품의 조립 공차 및 
전체 축계의 진동 수준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
하여 Fig. 8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축계의 좌측 끝

부분에 갭 센서(Gap sensor)를 설치하여, 센서와 축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반경 방향의 축 진동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Gap-
Sensor와 컨버터는 AEC-55 및 PU-02A 제품을 사
용하였고 데이터 수집장치는 IOtech 650U와 전용 
소프트웨어 EZ-Tomas를 사용하였다.  

설계 시 회전축과 고정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
한 값을 설정하고 실제 구동에서도 진동에 의한 
축의 반경 방향 진동 범위를 확인하며 시험을 진
행하였다. 

6. 초고속 터보발전기 기초 실험 결과 

개발된 초고속 터보발전기에 대하여 설계 조건

에 대한 성능 시험 전 단계로 회전체 동역학과 진
동, 기타 기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자 무부하 시
험과 Cold Gas 시험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무부하 운전의 경우 대기압 상태에서 터보발전

기를 인버터를 통하여 전류를 인입시켜 인버터 모
터와 같은 방식으로 축계를 강제 회전시켜 진동과 
회전 한계를 시험하였다. 이 때의 Gap sensor로 측
정된 축계의 진동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후 

 
Fig. 8 The turbo-generator layout with the partial admission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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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Gas 시험에 의한 값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Cold Gas 시험은 부분 유입으로 설계된 터빈에 대
하여 유동에 의해 터빈이 구동될 때 터빈의 진동

과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터빈 입
구는 상온의 5~12 bar의 공기와 질소를 주입하고 
출구는 상온 대기압의 외기로 배출하였다. 연결된 
발전기에 대하여는 후단 부하기(Load Bank)로 
0~500 W의 부하를 걸어서 발전기 부하가 있는 경
우와 발전기 부하 없이 회전하는 조건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전수에 대한 Gap 
센서 간격을 기록한 결과는 다음 Fig. 9와 같다. 
Gap센서와 회전축의 기계적인 clearance는 80μm
이며,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마진을 고려하여 안

전 진동폭을 40μm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값들은 

회전주파수에서의 값들을 표시하였다. 진동을 발

전기 부하 없이 유동만을 주입한 경우의 진동은 
작동 유체 없이 인버터를 이용하여 강제 구동 시
킨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발전기의 
부하가 작용하는 경우 낮은 회전수에 대하여는 무
부하 운전의 경우에 비해 진동이 크게 나타나지만 
회전수를 증가시키면 그 차이가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터보 발전기의 경우 
11%의 부분 유입 운전으로 설계되어 터빈 입구에

서 불균일한 유동이 유입되지만 120,000 rpm까지

는 파손 없이 운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설계 
조건의 회전수 및 입출구 온도 압력에 대하여 시
험할 예정이다. 

7. 결 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는 소형화와 효
율 향상 잠재력을 가진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사이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10 kW급, 

Sub-kWe급, Sub-MWe급의 3기의 시험장치를 개발

하였다. 특히, 다양한 실험을 위한 Sub-kWe급 소
형 시험장치를 초고속 터보발전기와 함께 개발하

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의 특성으로 
인해, 터보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고, 회전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즐로 
유입되는 유로를 일부만 사용하는 부분유입 노즐

을 세계 최초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용 터보발

전기에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선도 그룹에서 제기

된 Gas-foil 베어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
용 앵귤러콘택트 볼 베어링을 사용한 터보발전기 
레이아웃을 설계하였으며, 성능 시험 전 단계로 
부분 유입방식의 고속 회전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실험을 진행하였다. 부분 유입 노즐

을 통해 유체가 유입될 경우 진동 정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나, 부하기를 통해 부하가 존재하

는 경우 그 효과는 허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이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Sub-kWe급 터보제너레이터 및 시험장치 
운전을 통해 전력생산 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의 운
전 특성, 터보기계 운전 특성, 운전 및 제어 전략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Sub-MWe
급 이중 Brayton 시험장치 구축을 진행중에 있으

며, 사이클에 필요한 2기의 터빈 중 기 설계, 제
작, 설치한 1기의 60 kWe 축류형 터보제너레이터

를 기 제작한 열원설비들을 활용하여 200 ℃ 터빈 
입구 조건에서 전력생산 운전을 1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 500 ℃ 터빈입구조건 생성을 위한 
고온 열원장치 및 1기의 터보기계를 추가로 제작

하여 이중 Brayton 시험장치를 완성하고 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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