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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rotordynamic analysis and the operation of a power turbine applied to a 250

kW super-critical CO2 cycle. The power turbine consists of a turbine wheel and a shaft supported by two fluid

film bearings. We use a tilting pad bearing for the power turbine owing to the high speed operation, and employ

copper backing pads to improve the thermal management of the bearing. We conduct a rotordynamic analysis

based on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power turbine. The dynamic coefficients of the tilting pad bearing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iso-thermal lubrication theory and turbine wheel was modeled as equivalent inertia. The

predicted Cambell diagram showed that there are two critical speeds, namely the conical and bending critical

speeds under the rated speed. However, the unbalance response prediction showed that vibration levels are con-

trolled within 10 mm for all speed ranges owing to the high damping ratio of the modes. Additionally, the pre-

dicted logarithmic decrement indicates that there is no unstable mode. The power turbine uses compressed air

at a temperature of 250°C in its operation, and we monitor the shaft vibration and temperature of the lubricant

during the test. In the steady state, we record a temperature rise of 40°C between the inlet and outlet lubricant

and the measured shaft vibration shows good agreement with the prediction.

Keywords − super critical CO2(초임계 CO2), tilting pad bearing(틸팅 패드 베어링)

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에너지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미 활용되거나 버려지는 에너지의 활용

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초임계 CO2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은 비교적 넓은 온도 범위의 열원

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작동 유체인 초임계 CO2

의 높은 밀도로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

용 가능 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초임계 CO2 발전 사이클과 관련된

연구로는 기존의 스팀 사이클을 초임계 CO2 발전 사이

클로 대체하거나, 주어진 열원에 대하여 초임계 CO2

사이클 적용하였을 경우, 시스템의 효율을 예측하는 연

구들이 있었다[1, 2]. 이러한 사이클 설계 및 해석에 관

한 연구와 함께 초임계 CO2사이클에 적용하기 위한 압

축기나 터빈과 같은 유체 기계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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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현재 기계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250 kW

급 초임계 CO2발전 사이클 중 전기를 생산하는 요소

인 파워 트레인을 나타낸다. 파워 트레인은 터빈, 감속

기, 발전기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소들은 회전축이 커

플링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파워 터빈의 정격 회전

속도는 30,000 rpm으로 설계 되었으며, 발전기의 정격

속도는 1,800 rpm이다. 파워 터빈과 발전기 사이에 위

치한 감속기를 통해 파워 터빈의 정격 속도에서 발전

기의 정격 속도로 회전 속도가 감속 되는 구조를 가진

다. 본 연구에서는 파워 트레인의 구성 요소 중 고온,

고압의 초임계 CO2를 통해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파워 터빈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에서 수

행한 회전체 동역학 해석과 실제 제작된 터빈의 구동

시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파워 터빈의 축계 구성

Fig. 2는 파워 터빈의 내부 구성도를 나타낸다. 파워

터빈은 고온, 고압의 초임계 CO2와 접촉하면서 회전하

는 터빈 휠과 터빈 휠이 결합되는 회전축으로 구성되

어 있다. 회전축은 2개의 유체 베어링으로 지지되며,

터빈 휠 후단에는 CO2 의 누설을 방지 하기 위한 고

온, 고압용 실이 장착된다. 또한, 회전축에는 축 방향

추력을 지지하기 위한 2개의 스러스트 칼라가 함께 장

착되어 있다.

회전축을 지지하는 유체 베어링은 Fig. 3과 같이 레

디얼 베어링과 스러스트 베어링이 조합된 형태의 베어

링을 사용하였다. 레디얼 베어링은 고속 회전하는 파

워 터빈의 특성상 고속 안정성이 우수한 틸팅 패드 베

어링으로 선정하였다[6-8]. 또한, 파워 터빈은 터빈 입

구 온도가 250oC인 고온에서 구동하므로, 윤활막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 하고 패드의 국부적인

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베어링의 패드를 열전도도가

높은 구리로 제작하였다. 각각의 패드 사이에는 Fig. 3

과 같이 윤활유 공급을 위한 오일 스프레이 블럭을 설

치하여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윤활유가 패드 사이로 보

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스러스트 베어

링은 Fig. 3과 같이 8개의 패드로 구성된 틸팅 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으로 제작 하였으며, 회전축이 기울어

져 운전될 때 발생하는 하중 지지능력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패드의 높이가 주변 패드에 작용하는 압력

에 따라 조절되는 Equalizing linkage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하였다.

2.2 회전체 동역학 해석 모델

Table 1은 파워 터빈의 회전축과 베어링의 주요 정

Fig. 1 . Power train for 250 kW Super Critical CO2 cycle.

Fig. 2. Rotor bearing of the power turbine.

Fig. 3. Fluid film bearing for the power turbine.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power turbine

Properties Unit Value

Shaft diameter mm 40

Total weight kg 7.8

Turbine wheel mass kg 1.42

Bearing type - LBP

Pad number EA 5

Clearance mm 0.04

Pad offset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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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나타낸다. Fig. 4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

한 파워 터빈의 회전체 동역학 모델을 나타낸다. 해석

모델 구성 및 회전체 동역학 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DYROBES를 통해 수행하였다[9].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터빈 휠은 회전축이 연결 되는 부위와 동일한

직경을 가지는 부분은 회전축과 연장되는 강성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강성 요소로 모델링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은 등가의 질량을 가지는 디스크로 모

델링 하였다. 회전축을 지지하는 2개의 레디얼 베어링

은 별도의 베어링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회전 속도 별

로 계산된 강성, 감쇠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베어링의

강성, 감쇠 해석 시 윤활유는 등온 조건으로 가정하였

으며, 사용된 윤활유는 ISO VG #32이고 윤활유 점도

는 50oC를 기준으로 하였다. 불균형 질량은 터빈 휠의

무게 중심이 위치한 

노드에 부여하였으며, 불균형 질량의 크기는 파워 터

빈 제작 시 사용한 Balancing 기준인 G2.5에 해당되

는 크기로 부여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정보들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2-3. 파워 터빈 구동 실험

Fig. 5는 제작된 파워 터빈과 이를 구동 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파워 터빈의 베어링에는 오일 펌

프를 통해 가압된 윤활유가 공급되며, 베어링으로부터

온도가 상승된 후 외부로 배출된 오일은 오일 냉각 장

치를 거쳐 다시 펌프로 순환되게 구성하였다. 터빈이

구동하는 동안 회전축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Front

와 Rear 베어링 근처에 각각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으로 Proximity probe를 설치 하였다. Proximity probe

설치 위치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또한, 운전 중 베

어링의 윤활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파워 터빈으로

공급되는 윤활유와 베어링으로부터 배출되는 윤활유의

온도 계측을 위한 열 전대를 설치 하였다. 

파워 터빈의 구동 실험은 현재 초임계 CO2 사이클

에 대한 제작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고온의 압축 공

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압축기에서 가압된 공기를 전기 heater를 통과시켜 온

도를 상승시킨 후 이를 파워 터빈으로 공급하여 터빈

을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파워 터빈으로 공

급되는 압축 공기의 온도는 초임계 CO2 사이클의 터

빈 입구 온도 값인 250 oC가 되도록 하였다. 파워 터

빈의 회전 속도는 압축 공기 공급라인의 밸브를 통해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초임계

CO2 사이클의 터빈 입구 압력 설계치는 100 bar 이지

만, 터빈 구동 시험에서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회전

하므로 10 bar 정도의 압력으로도 정격 속도인

30,000 rpm까지 구동이 가능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회전체 동역학 해석 결과

Fig. 6은 파워 터빈의 회전체 동역학 모델을 통해

계산된 Campbell 선도와 각 모드에 대한 감쇠력를 나

타내는 Logarithmic decrement 선도이다. 해석 결과

Fig. 6(a)에서 볼 수 있듯이 10,000 rpm 부근에서 강

체 모드에 의한 공진이 나타나며, 28,000 rpm 부근에

서 굽힘 모드에 의한 공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드들은 Fig. 6(b)의 Logarithmic

decrement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모두 감쇠가 큰 모드

들이기 때문에 큰 진동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

단 되었다. 이러한 모드들이 큰 감쇠를 가지는 이유는

회전축이 유체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

Fig. 4. Rotordynamic model of the power turbine.

Fig. 5. Power turbine and turbine dr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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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된다. 또한, Logarithmic decrement가 음수가 되는

불 안정 모드들은 운전 범위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Fig. 7은 터빈 휠 끝 단에서 불균형 질량에 의해 나

타나는 각 속도별 진동을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축의 진동은 18,000 rpm까지 증가한 후

40,000 rpm까지 비슷한 값을 유지하며, 공진 점이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모든 회

전 속도에서 진폭은 10 µm이하로 예측되었다. 특히,

Campbell 선도에서 10,000 rpm 부근에서 예측된 강체

모드에 의한 공진은 Fig. 6(b)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드

가 가지는 Logarithmic decrement가 4정도 되는 감쇠

가 큰 모드이기 때문에 Fig. 7의 불균형 응답에서는

공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파워 터빈 구동 실험 결과

파워 터빈의 구동은 초기에 상온 상태의 압축공기로

15,000 rpm까지 터빈의 회전 속도를 증가 시킨 후,

전기 heater의 전원을 공급하여 터빈으로 공급되는 공

기의 온도를 250 oC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후 유량

을 증가시켜 회전 속도를 30,000 rpm까지 증가시키고,

동일한 회전 속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모

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은 터빈이 구동되는 동

안 측정된 회전 속도와 베어링으로 공급되는 윤활유의

입, 출구 온도를 나타낸다. 윤활유의 온도는 파워 터빈

구동 시작 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으며,

30,000 rpm에 도달 후 대략 1시간 정도 후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정상 상태에 도달 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정상 상태에서 베어링으로 유입되는 윤활유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 차이는 대략 40 oC 정도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온도 상승은 베어링에서 고속 회전에

의해 발생 하는 점성 마찰에 의한 열 전달과 고온 압

축 공기에서 회전축을 통해 윤활유로 전달되는 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9는 여러 회전 속도에서 계측된 회전축의 진동

을 나타낸다. 그래프 상의 심볼은 실험을 통해 계측된

수평과 수직 방향 진동을 나타내며, 실선은 회전체 동

역학 해석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Fig. 8. Rotating speed and measured oil temperature.Fig. 7. Predicted unbalance response.

Fig. 6. Rotordynamic analysis of the power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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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진

동 크기는 모든 회전 속도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작동 범위 내에서 베어링

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강성이 비슷하게 설계 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회전 속도에서

Front bearing 근처의 Probe #1에서 측정된 진동이

Rear bearing 근처에 설치된 Probe #2에서 측정된 진

동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Probe #1에서 계측된

진동이 Probe #2보다 큰 것은 많은 질량을 가지는 터

빈 휠이 Front bearing 앞쪽에 위치하는 회전축의 구

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을 통해 계측된 축

진동은 모든 회전 속도에서 10 µm이하로 양호하게 나

타났으며, 실선으로 표기된 예측 값과 비교할 때 진동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50 kW급 초임계 CO2 발전용 파워

터빈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회전체 동역학

해석과 실제 제작된 파워 터빈의 구동 시험을 수행하

면서 측정한 회전축 진동에 대해 기술 하였다. 

파워 터빈용 유체 베어링은 30,000 rpm의 고속에서

운전되는 파워 터빈의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고속 안

정성이 우수한 틸팅 패드 베어링을 채택하였으며, 터

빈 입구 온도가 250 oC의 고온에서 작동하므로 패드

를 열 전달에 유리한 구리를 통해 제작 하였다. 설계

된 베어링과 회전축 정보를 바탕으로 회전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격 회전 속도에서

의 진동이 자체 요구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파

워 터빈의 구동 시험은 전기 heater를 이용하여 고온

의 압축 공기를 생성하여 수행하였으며, 정격 회전 속

도인 30,000 rpm까지 문제 없이 구동함을 확인 하였

다. 정상 상태에서 베어링에 공급되는 윤활유의 입, 출

구 온도 차이는 대략 40 oC정도로 관찰 되었으며, 회전

체 동역학 해석을 통해 예측된 진동은 실험을 통해 계

측된 축 진동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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