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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보유 중인 가스터빈 개발에 필요한 고공환경시험설비 및 주요 구성품 

성능시험설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가스터빈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설

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국내 

최초인 삼성테크윈의 1.2MW급 산업용 가스터빈 개

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형 압축기 및 연소기 성능시

험설비를 구축한 것을 필두로 민군사업으로 수행한 

50kW급 보조동력장치(APU) 개발을 비롯한 국내에

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스터빈 개발 과제를 통해

서 다수의 구성품 성능시험장비들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또한 엔진시스템 성능설비로서 소형 터보팬 및 

터보샤프트 엔진에 대한 고고도 환경에서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고공환경시험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

에 따른 성능저하와 수용 가능한 시험사양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성능개량 또는 대형 시험설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엔진시스템 시험설비인 

고공환경시험설비와 구성품 개발 시험설비인 압축기, 

연소기, 터빈 시험설비 및 주요 장비들을 소개한다.

엔진 고공환경시험설비

항우연은 1999년 3,000 lbf급의 소형 터보제트/홴 

엔진의 고공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설비(Altitude 

Engine Test Facility, 이하 AETF)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 2,500SHP급의 터보샤프트 엔진의 고공성능

시험용 시험부를 증축하여 운용 중이다. 또한 2003년

에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을 획득

하였다. 항우연에서 운용 중인 AETF는 시험부 전방

에 위치한 압축기로 시험부 전방을 가압하여 엔진의 

비행마하수를 모사하여 주며, 시험부 후방에 위치한 

압축기로 시험부 내부를 감압하여 엔진의 비행고도

를 모사하여 준다. AETF에서 모사 가능한 고도조건 

및 비행 마하수 등의 조건은 그림 1과 같으며 주요 사

양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험설비 소개02TH
EM

E



34  ●  기계저널

압축기 성능시험설비

항우연은 크게 세 종류의 압축기 시험설비를 보유

하고 있는데, 3,000마력(2.2MW)의 전동 모터에 증속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중형 압축기 시험설비, 상용 터

보차저의 터빈휠을 고온 고압의 공기로 회전시키는 

터빈 구동형 소형 압축기 시험설비, 그리고 

70,000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모터에 압축기를 직

접 연결하는 고속모터 직결형 소형 압축기 시험설비

가 있다. 이러한 압축기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압축기

의 압력비, 효율 곡선 등의 성능맵을 도출하는 기본 

공력 성능시험을 포함하여 스톨/서지 특성 고찰 및 

경고, 제어 등을 연구하는 불안정성 시험, 그리고 편

심, 진동, 익단간극 등을 고찰하는 다이나믹스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의 중형 압축기 시험설비는 

1995년부터 6년간 수행한 1.2MW급 산업용 가스터

빈 개발 과제에서 원심압축기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5년간 5M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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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보제트/터보팬 엔진 고도시험 셀

그림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도시험 셀

(b) 터보샤프트 엔진 고도시험 셀

(a) 터보제트/터보팬 엔진 시험설비 사양

표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엔진 고공환경시험설비 주요 사양

(b) 터보샤프트 엔진 시험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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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용 축류-원심압축기의 성능시험 및 2008년

부터 4년간 국내 독자 축류압축기 개발 시험에 활용

되었다. 그림 3에 나타낸 소형 압축기 시험설비는 터

빈 구동형 및 고속모터 직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모터 직결 방식은 70,000rpm까지 회전하는 

고속모터에 압축기를 직접 연결하여 성능시험을 수

행하며 토크 20Nm까지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연소기 성능시험설비

그림 4는 항우연의 연소기 성능시험설비이며, 표 4

는 설비의 사양이다. 연소기의 설계점 성능, 점화 성

능 등 기본적인 성능은 이 설비를 이용한 시험을 통하

여 파악된다. 

그림 5(a)는 버너 헤드의 연소 시험을 위한 장비이

다. 버너헤드는 연소기의 성능을 좌우하므로 별도로 

시험을 통하여 최적화 한다. 그림 5(b)는 노즐에서의 

연료 농도 분포 측정을 위한 장비이다. 냉간 상태에서 

모사 연료를 이용하여 PLIF 기법으로 연료 노즐 출구

에서의 연료의 농도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노즐의 

혼합 성능을 평가한다. 그림 5(c)는 액체연료 인젝터의 

입경 분포 측정을 위한 PDPA 분무시험 장비이다. 또

한, 이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스프레이의 전반적인 형

태의 파악을 위한 Shadow Graphy의 측정이 가능하

며, 스프레이 특정 단면에서의 패턴도 측정 가능하다.

그림 2    항공우주연구원의 중형 압축기 시험설비 그림 3    터빈 구동형 압축기 시험설비

표 2    중형 압축기 시험설비 사양

Item Technical Data

Application Axial / Centrifugal

Max. Power 3,000hp (2.2MW)

Motor Speed 1,800rpm

Comp Speed 34,500rpm

Comp Torque 620Nm

Mass Flow 28kg/s

Inlet Pressure 0.25 ~ 1bar

표 3    터빈 구동형 시험설비 사양

Turbocharger MAN NR15/R

Air Source
500HP Comp, 700kW Heater

2.1kg/s, 4barA, 600℃

Application Centrifugal Centrifugal

Power 400~800kW 100kW

Max. Speed 57,000rpm 115,000rpm

Max. Torque 70~130Nm 10Nm

Mass Flow 1.5kg/s

Press. Rati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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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성능시험설비

항우연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용 설비 인프라는 시

험용 압축기 및 공기가열기에 따라 저-중유량(최대 2 

kg/s), 고유량(최대 6.5kg/s)에서의 시험평가가 가능

하며, 시험리그의 종류에 따라 터빈 노즐 및 블레이드 

성능평가 시험수행이 가능하다. 주요 결과로서, 수리

온 주엔진 축류형 동력터빈, 보조동력장치 구심형 터

빈 및 산업용 스팀터빈 공력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중소형 터보팬 엔진의 고압 냉각터빈의 

공력 및 냉각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리그 구축도 및 시

험수행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본 시험리그는 터빈 

캐스케이드에서 천음속 조건 구현이 가능하여 터빈 

운용조건에서의 마하수 및 레이놀즈수 상사가 가능

하며, 이로 인하여 고압 터빈에서 보다 정확한 성능평

가가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시험리그에 대하여 시험

부를 교체하여 터빈 블레이드 캐스케

이드에 대한 공력 및 냉각성능 평가가 

가능하며, 그림 7은 해당 시험리그에

서의 터빈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막냉

각효율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공용 가스터빈

의 고압 냉각터빈 운용온도인 1,400℃ 

이상의 고온환경을 구현하는 고온환

경 시험리그를 구축하였으며, 터빈 시

제에 대한 냉각성능 평가시험을 수행

하였다. 연소기 출구 평균온도 1,400

℃ 이상 구현되는 것을 온도측정 레이

THEME 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험설비 소개

그림 5    연소기 노즐연소 및 액체연료 인젝터 분무 시험 장비

그림 4    연소기 성능 시험설비

표 4    연소기 성능 시험설비 사양

Specification Value/Details

Application Combustor Performance Test

Air Flow Rate ~6.0kg/s

Air Supply Pressore ~5.5atm

Air Supply Temperature ~673K

Fuel type Liquid, NG, Syn, Gas

Fuel Flow Rate
1000kg/hr(liquid)

150kg/hr(NG)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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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확인하였고, 정밀주조 제작된 터빈 시제를 장착

하여 평균냉각효율을 평가하고 설계를 검증하는 시

험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터빈 공력 및 냉각성능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시험평가장비 및 기법을 보유

하고 있다. 공력성능 평가를 위하여 다공 프로브는 물

론 열선유속계(Hot-wire anemometer), 스테레오 

그림 6    환형 천음속 터빈 캐스케이드 노즐 시험리그 및 막냉각효율 측정 시험평가

그림 7    선형 캐스케이드 터빈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막냉각효율 측정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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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입자유속계(PIV), 가시화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

으며, 냉각성능 평가를 위하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Infrared camera), 압력감응식 페인트(Pressure 

S e n s i t i v e  P a i n t )  및  온도감응식 페인트

(Temperature Sensitive Paint) 측정장비 등을 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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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온환경 터빈 노즐 캐스케이드 시험리그

그림 8    1,400℃ 이상의 고온 환경 터빈 캐스케이드 냉각성능 평가 시험리그

(b) 연소기 출구 온도측정(레이크)

 (c) 관측창을 통한 노즐 표면 온도 및 냉각효율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