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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st unit for Organic Rankine Cycle (ORC) power generation system was developed and

experimentally reviewed the performance of the ORC system. Two different organic fluids (R-

245fa & Novec 649) were tested as working fluids for the system. System behavior was

measured and analyzed along with the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pressure, rpm and shaft

power. It is one of the findings that Novec 649 fluid is to be less pressurized than R-245fa

in order to up to the heat source (boiler) capacity, that limits the experiment as high as 2 kW

in sha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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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폐열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

모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ORC system의

상용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chanche 등

은 태양열에서 2 kW의 출력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20 종 의 냉매를 선정하여 90oC 이하의 열원에 대하

여 R134a, R152a R600 등이 높은 적용성을 갖는다

고 했다[1]. Hung 등은 폐열회수를 위한 랭킨싸이클

의 작동유체로 R134a와 같은 등엔트로피 작동유체

가 낮은 온도를 같는 열원의 열회수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2]. Lemort 등은 작동유체로 R-123을 사용하

고 무윤활 공기압축기를 개조한 스크롤 팽창기를

적용한 ORC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1.8 kW의 팽창

기 출력과 68%의 등엔트로피 효율에 도달하였다

[3].

이전의 많은 연구 중에서 일부 지면을 통해 연구

자들이 추천한 작동유체들을 각각 다른 작동유체들

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는 선정한 작동유체의 임계

압력과 임계온도 변화 외에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싸이클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작동유체

의 특성과 열원의 특성이 일치하는 작동유체를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245f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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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c 649를 ORC 발전 System의 작동유체로 사용

하였다. Novec 649는 3M 사에서 제조한 열전달 매

체용 유기물질로서 화학식은 CF3CF2C(O)CF(CF3)2

이다. 3M사가 개발한 Novec 상표의 제품들은 ODP

및 GWP가 낮아 그동안 CFC 및 HFC계 유체들이 수

행하던 일들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기물질이다. 특히, Novec 649는 일종의 친환경 냉

매로서 개발되었으나 대기압 상태에서 비등점이

49oC이므로 일반 에어컨이나 냉동기용으로는 적절

치 않고 ORC 등에 적용될 수 있다. Novec 649의 오

존파괴지수(ODP)는 여타 신 냉매들과 같이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는 SF6 계열이나 HFC 계열

의 냉매들보다 매우 낮은 1을 기록하고 있다. 기타

Novec 649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아래의 Table 1에서 보듯이 Novec 649가 R-245fa보

다 분자량이 크므로 동일 조건일 때 터빈을 구동하

는 운동에너지가 크다. 또한, 증발(응축)온도가 비교

적 높아 열병합 발전용 ORC 시스템의 응축기에서

비교적 높은 온도의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증발잠열이 단위 질량유량 당 R-245fa에

비하여 50% 내외이고, 비열이 적어 적은 에너지로

도 쉽게 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계

압력이 R-245fa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터빈의 팽창

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냉매의 질량유량이 커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

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작동유체를 동일한 시스템에

서 동일한 조건으로 작동시켰을 때 충진량, 팽창기

입구 온도 등에 따른 축동력 변화량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규명코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ORC 작동

유체로 가장 유명한 R245fa의 작동 범위 안에서

Novec 649가 작동상 어떠한 한계를 갖는가를 고찰

하므로 향후 ORC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본 론

2.1 ORC 시험기의 구성

본 실험에서 사용한 소규모 ORC 발전 시스템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각 부위의 온도는 T-type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압력은 5 mA

~20 mA 출력을 내는 /Sensys사의 Pressure Trans-

ducer를 채택하였다. 냉매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Tricor사의 Coriolis Mass Flow Meter가 사용되었다.

ORC 발전 시스템을 서로 지정된 요건에 따라 두

종류의 작동유체(R-245fa 와 Novec 649)에 의하여

Cycle을 구성하고 발전 시스템의 회전수를 측량하

여 효율을 판단하였다. 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품들은 다음과 같다[4].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ovec 649 & R-245fa

Novec 649 R-245fa

Boiling Point (oC) 49.0 15.3

Pour Point (oC) −108 −103

Molecular Weight (g/mol) 316 134

Critical Temperature (oC) 169 154

Critical Pressure (MPa) 1.9 3.6

Heat of Vaporization (kJ/kg) 88.0 197

Liquid Density (kg/m3) 1,600 1,339

Specific Heat (kJ/kg-K) 1.1 1.4

Thermal Conductivity (W/m-K) 0.1 0.1

Solubility of water in Fluid 

(ppm by watt)
20.0 1,600

Ozon Depletion Potential (ODP) 0.0 0.0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ORC Power Gener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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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 일체형 보일러(Evaporator)는 일반 가정용

온수 보일러(20,000 kcal/h or 23.5 kW)를 채용하여

물 대신에 작동유체가 흐르도록 하였다. 총 가열량

이 2 kW 발전량의 10% 이상 될 수 있도록 당초의

열교환기 위에 온수-가스 열교환기를 하나 더 직렬

로 연결하였고, R-245fa를 제조하는 Honeywell사의

지침에 따라 국부적으로 250oC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일러 운전 전에 펌프를 먼저 가동시키고,

보일러 가동 종료 시 펌프를 제일 나중에 멈추어 유

체의 유량을 관리하였다. 

보일러에 유입되는 LPG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가스 주입구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여

PID 제어로 가스 유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가스 유량에 대한 적정 공기 주입량을 시

험을 통하여 정리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가스 제어와 함께 주입 공기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LPG의 저위발열량과 유량을 통하여 시스템

에 가해진 열량을 계산하게 되고, 여기서 구해진 열

량의 85%를 유효 가열량으로 삼았다.

팽창기(Expander)는 이 시스템에서 팽창기는 일

반 화력 발전의 터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고압, 기

체 상태의 작동유체가 저압의 기체 상태로 변하며

내어놓는 열에너지는 팽창기 로터를 회전시키는 운

동에너지로 변환된다. 스팀 터빈과 다르게, ORC용

팽창기의 특징은 비교적 소형으로서 팽창기 효율은

약 80~85%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1 kW~3 kW 급의 터빈이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 자동차 에어컨 용 스크롤 압축기를 개조

하여 팽창기로 활용하였다. 팽창기로서 66 cc, 86 cc,

106 cc 스크롤 압축기가 개조되었고,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시험에 사용된 팽창기는 66 cc 압축

기를 개조한 것이다. 스크롤 횟수(Turn)가 3회에 그

쳐 좀 더 큰 팽창 비를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이 있

으나, 이는 앞으로 압축기 제조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이다. 팽창기에 토크메터를 연결하여 실시

간으로 팽창기의 축동력(Shaft Power)을 측정, 데이

터화 하였다. 

발전기(Generator)는 팽창기 회전축에 올댐 커플

링(Oldham Coupling)을 통하여 연결된 발전기는 팽

창기의 축 회전토크 및 회전수에 따라 발전량이 변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 rpm에서 3 Ø, 200

VAC로 발전하는 발전기를 개발하여 장착하였다.

95%의 발전효율을 갖는 발전기에서 전송되는 교류

는 3상 브리지 다이오드 방식의 DC 정류기를 거치

면서 직류로 변환된다. 이 직류 전기는 최종적으로

47 Ω의 로드 뱅크(Load Bank)에 연결되어 열로 발

산되며, 그 중간에 션트 저항을 통하여 전류를 측정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팽창기의 축

동력으로부터 로드 뱅크에서 열로 발산되는 전력

간의 효율은 약 94% 이상으로 기대된다.

인버터 등을 통하여 정류될 수 있다. 본 시험에서

는 발전기에서 발전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저항체인 Load Bank에서 소진할 때의 전압 및 전류

를 측정하여 축동력이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응축기(Condensor)는 팽창기를 나온 저압(약 200

~400 kPa)의 냉매는 응축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

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난다. 응축

기에서의 열 교환량이 증발기에서보다 적으나, 응축

기의 대수평균온도차(LMTD: 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값이 증발기보다 적기 때문

에, 응축기의 크기가 증발기의 크기보다 크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응축기는 두 개의 판형 열교환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열 전달량은 주어진

설계조건에서 25 kW이다. 

펌프(Pump)는 ORC 발전 시스템에 설치된 펌프는

저온, 저압인 작동유체를 고압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R-245fa 냉매의 경우 약 250 kPa의 압력을

2,500 kPa로 승압시켜야 한다. 작동유체를 승압시키

기 위해 시간당 255 LPH의 유량을 이송할 수 있는

Walbro사의 Inline pump GSL392를 펌프를 선택하

여 ORC 발전시스템에 설치하였다.

냉각기(Cooler)는 응축기 안에서 작동유체(냉매)

로 획득한 에너지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ORC 발전 시스템에서는 수냉식 Cooling Tower 혹

은 공랭식 Air Fin Condenser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ORC 시험기에는 7.5RT

의 냉각기를 설치하여 24oC의 냉각수가 응축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냉각수 유량은 시험의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냉매의 운전 특성

작동유체를 R-245fa로 하여 ORC시스템을 구동시

킨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국내에도 다수 있다[6-8].

그러나 Novec 649를 작동유체로 ORC 시험을 한 예

는 찾기가 쉽지 않다. Novec 649의 대기 중 증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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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R-245fa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Table 1 참조),

ORC 사이클에서 냉각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흡수식

냉동기를 구동할 수 도 있다[9]. ORC 발전 시스템

에 R-245fa 및 Novec 649를 작동유체로 각각 채용

하여 운전할 시 예상되는 이론적 사이클을 Fig. 2 및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2]. 아래의 두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동유체의 응축기 출구 온도가 낮을수록,

증발기 출구 온도가 높을수록 시스템 효율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Novec 649 특

성상 임계압력이 비교적 낮고, 전반적으로 잠열 구

간이 적어서 단위 질량유량 당 가해지는 에너지가

적어도 발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응축기가 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응축 온도

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R-245fa보다 좀 더 높은

온도의 온수를 원하는 열병합 발전의 경우 Novec

649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Novec 649의 경우 동일한 압력 하에서 증발/응축 온

도가 타 작동 유체 대비 높다. 예를 들면, 20 bar의

압력 하에서 Novec 649의 증발/응축 온도가 160oC

이상 임계점을 지나서 존재하고, R-245fa의 그것은

약 120oC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운

전되는 두 종류의 ORC를 상상해 볼 때, Novec 649

작동유체를 사용하는 ORC의 작동 온도가 R-245fa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ovec 649를 이용하여 ORC를 구축할 경우, 증발기

출구의 작동유체를 다시 한 번 가열하는 Reheater의

설치가 추천된다. R-245fa의 임계온도는 Novec 649

와 비슷하지만 임계 압력이 90% 가까이 더 높은 편

이다. R-245fa는 대기온도가 20oC 이하일 경우 액체

상태 이므로 Novec 649 대비 증발온도가 낮다. 폐열

을 열원으로 이용하여 ORC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팽창기 입구 냉매 온도 및 압력을 각각 200oC/

1.5 MPa라고 가정하고 Novec 649 및 R-245fa의 사이

클 거동을 Fig. 2에서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작동유체가 운전하는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의 시스템 개념

에서 바라보면 R-245fa 작동유체가 Novec 649 보다

Fig. 2. Cycle Analysis for R-245fa at a given condition.
Fig. 3. Cycle Analysis for Novec 649 at a given condition.

Table 2. Cycle Analysis for Novec 649 and R-245fa under

the same input conditions

Novec 649 R-245fa

Expander inlet P&T 1.5 MPa / 200oC

Condenser outlet P 0.2 MPa

Work out (Ideal) 25 kJ/kg 45 kJ/kg

Evap. Duty 200 kJ/kg 255 kJ/kg

Cond. Duty 175 kJ/kg 210 kJ/kg

Efficiency 12.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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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면에서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R-245fa

의 응축온도가 열병합을 통하여 온수를 사용코자

할 경우 낮은 면이 있기 때문에[10-12], 온수 공급이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적용의 경우에는 효율이 조

금 낮아도 Novec 649가 훌륭한 작동유체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3. 실험방법 및 결과

위에서 언급한 시험기에 두 종류의 냉매를 각각

충진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R-245fa에 대한

충진량 대비 성능 변화를 시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Fig. 4는 ORC 시험기에 R-245fa를 각각 6.5 kg, 7.0

kg 및 7.5 kg 충진하였을 때 팽창기 입구 온도에 대

한 팽창기 입구 압력의 변화 및 팽창기 축동력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팽창기 입구 온도 대

비 압력 변화를 관찰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팽창기 출구의 온도 및 압력이 일반 정상적 작동의

경우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팽창기

입구 온도와 압력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면 팽창비와

이로 인한 시스템 효율 등이 정성적으로 밝혀진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팽창기 입구 온도가 올라

가도 압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특

히 이 현상은 7.0 kg 충진 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또한, 이 충진량에서 팽창기의 축동력이 가

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가

장 적절한 R-245fa 충진량은 7.0 kg이라 할 수 있다.

Fig. 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작동

유체가 과충진 되었을 때 시스템의 안정성이 현저

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Fig. 4에서 7.5 kg으로 충진

된 상태에서의 팽창기 입구 압력의 변화를 보면 7.0

kg 충진 시보다 압력의 변화가 심한 현상을 볼 수 있

고, 이 변화량은 적정량보다 적게 충진된 경우(6.5

kg)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충진 시 증

발기에서 발생한 기체 상태의 작동유체가 차지하게

되는 체적이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시스템의 동

작 상태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 충진량 별 발전효율을 관찰하였다. 여기서 발

전효율이란 팽창기에 부착된 토크메타에서 측정된

토크로부터 계산된 축동력을 LPG 가스의 저위발열

량(12,000 kcal/kg)의 85% 값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

화 한 것이다. 85%라 함은 보일러 효율을 85%로 가

정한 값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으나, 보일러 제

작사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보일러 효율이다.

Fig. 5는 시스템에 실제로 투입된 에너지 대비 축

동력의 변화를 팽창기 입구 온도의 변화에 따라 R-

245fa 및 Novec 649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

에서 보듯이 R-245fa의 축동력 변화는 팽창기 입구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140oC에서 최고의 발

전 효율(축동력/투입 에너지)을 기록한 후 점차 감

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팽창기 입구 온도가 140oC

Fig. 4. Expander Inlet Pressure and Shaft Power with

respect to Expander Inlet Temperature at Different Charging

Volume.

Fig. 5. Variation of Shaft Power with respect to Given

Expander In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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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올라가도 축동력 증가율은 선형적 증가를

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는 현상을 볼 때, 본 시험에 사용된 펌프 양정이 약

1.5 MPa로서 이 압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도 과포화도만 높아질 뿐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효

율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측정된 축동력 값과 투입에너지로 발전효율을 계

산해 보면 팽창기 입구온도가 140oC에서 R-245fa가

6.02%를 나타낸다. 이는 Zimbiani 등[10]이 주장하

는 발전효율 7%에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Novec 649의 성적은 매우 저조하다. Novec 649를

작동유체로 하는 ORC 시스템에 투입된 에너지는

R-245fa 시스템에 비하여 10%~30% 정도 낮지만 축

동력 값은 거의 0에 가깝다. Fig. 6에 Novec 649의

축동력 값이 작게나마 표현된 이유는 아마도 펌프

작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13].

R-245fa 작동유체의 충진량 시험을 수행했던

ORC 시험기에 이번에는 Novec 649를 7.0 kg 충진

한 상태에서 팽창기 입구 온도에 대한 팽창기 입구

압력의 변화 및 팽창기의 축동력 변화 정도를 측정

하여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R-245fa의 경우 Fig. 4에서 설명하였듯이 주어진

팽창기 입구 온도가 100oC 이상에서는 팽창기 입구

압력이 12 bar를 조금 웃도는 압력을 유지하는 상태

에서 과포화 증기가 팽창기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팽창기의 축동력이 1.2 kW 이상 나

타난다. 그러나 Fig. 6에서 보듯이 R-245fa와 같이 7

kg의 Novec 649가 충진된 경우 팽창기 입구 온도가

160oC가 될 때까지 팽창기 입구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에 나타난 Novec 649의 팽창기 입구 온도와

압력을 Fig. 3의 Mollier 선도에 표시해보면 습증기

의 질이 0%, 즉 포화액 선을 따라 상승하다가 140oC

를 지나서 습증기 구역으로 넘어가지만 아직 완전

한 포화증기로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ovec 649를 과포화 구간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열량을 가해주는 상태에서 팽창기 입구 압

력을 줄이거나 더 많은 열을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시험기에서 R-245fa를 작

동유체로 운전할 때는 7 kg의 충진량이 적절했지만,

Novec 649를 작동유체로 운전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게 작동유체를 충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나

적으며, 그 정량적 한계 등에 따른 시스템 거동은 추

가적 관찰을 통해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

으로 임의의 작동유체에 대한 최적 충진량 결정 방

법을 연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4. 결 론

Novec 649와 R-245fa 두 냉매를 ORC 발전 시스

템의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각각의 충진량 대비 성능

변화를 관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Novec 649 작동유체는 R-245fa에 비하여 잠열

구간이 적어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양이 적고

운전 영역의 엔탈피가 R-245fa보다 낮기 때문에 보

다 적은 에너지원으로도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2) Novec 649의 잠열 에너지 량은 R-245fa의 그

것보다 78% 정도로 적으나, 엔트로피 팽창을 가정

한 이론 팽창기를 통해 얻는 발전량은 약 56% 정도

로서, Novec 649의 발전효율은 R-245fa의 그것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3) 시스템 내 작동유체가 과 충진될 수록 시스템

운전 안정도가 미흡하게 충진된 경우보다 저하한다.

(4) 동일한 ORC System에 R-245fa 대신 Novec

649를 충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Novec 649의 충

진량은 R-245fa의 그것에 비하여 적어야 한다.

Fig. 6. Comparison of Expander Inlet Pressure and Shaft

Power for Novec 649 and R-245fa with respect to

Expander In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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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유체의 팽창기 입구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량이 커지고, 입구온도가 낮을수록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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