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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가스용으로 개조된 가스엔진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한 유기 랭킨사이클 (Organic Rankine 

Cycle: ORC) 발전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조된 가스엔진의 폐열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한 ORC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ORC 시스템에는 2개의 판형 열교
환기와 5kW급 팽창기, 다단 펌프가 사용되었으며, 전기 히터를 이용하여 ORC 시스템의 열역학적 성능을 분석
하였다. 또한, 실제로 가스엔진과 연동하여 작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ORC 시스템에 열량
을 공급해주는 2대의 가스엔진을 사용하였다. 열원모사실험 결과, 열원온도 110℃에서 축동력 5.22kW가 발생, 

압력비 7.41, 열효율 9.09%가 계산되어졌으며, 엔진연동실험에서는 고온수 온도 86℃에서 축동력 2kW가 발생, 

이 때의 압력비는 3.75, 열효율 6.45%가 계산되었다.

Abstract - ORC system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utilizing the heat of the exhaust gas and coolant 

released from the gas engine which was modified to use natural gas as a fuel. In this paper the components of 

the ORC system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based on measured data of the gas engine. The components 

are composed of two plate heat exchanger, the 5kW-class expander and multi stage centrifugal pump. The ther-

modynamic performance of the ORC system was analyzed by using the electric heater. Also, the developed 

ORC system was implemented to modified natural gas engine. Two gas engines were used to supply heat to the 

ORC system. As a result of test bench, when the heat source temperature is 110℃ expander shaft power, the 

pressure ratio and cycle efficiency is 5.22kW, 7.41, 9.09%. As a result of field test, when the heat source tem-

perature is 86℃ expander shaft power, the pressure ratio and cycle efficiency is 2kW, 3.75,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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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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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엔진 배출가스와 연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기술과 엔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자동차, 선박 등에 사용되는 내연기관은 연료에너지
의 약 40%만이 크랭크축을 작동시키는 유용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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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olecular

weight (g/mol)

Critical point
ODP

GWP 

(100yr)

Atmospheric

lifetime years
Safety

ASHRAE

level of satetyTemperature (℃) Pressure (bar)

Value 134 154.1 36.4 0 950 7.6 Non-flammable B1

Table 1. Properties of the R245fa

Fig. 2. T-s diagram of natural GE-ORC system. 

Fig. 1. Schematic diagram of natural GE-ORC 

field test.

사용되고, 나머지 60%는 엔진 배기가스, 엔진 냉각
수, 차량 냉각장치 및 윤활계통의 형태로 대기로 버
려진다.[1] 적절한 폐열 회수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
러한 폐열에서 유용한 일을 추가로 회수하여 열기관
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내연기관으로부터 발
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기술 중에서 유기 랭킨사이
클(ORC) 시스템은 엔진 폐열 회수를 위한 가장 적
절한 해결책이다.[2-5] 엔진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본 ORC 시스템[6,7], 재생 ORC 시스
템[8], preheated ORC 시스템[9] 등 다양한 방법들
이 있다. 최근에는 엔진 냉각수와 배기가스를 동시
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루프 ORC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Shu 등[10]은 고온루프와 저온루프
로 이루어진 새로운 방식의 엔진 폐열 회수용 이중 
루프 ORC 시스템을 제안했다. 고온루프는 물을 작
동 유체로 사용하여 고온의 배기가스 열을 회수하
고, 저온루프는 유기 냉매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여 
저온의 폐열, 엔진 냉각수의 열, 고온루프의 잔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Zhou 등[11]은 이
중 루프 ORC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저온루프에서 
유기 냉매 혼합물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시뮬
레이션을 통한 열역학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대부
분인데, 엔진의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므로 실험에 
기반을 둔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 폐열을 이용하기 위한 새로
운 유형의 ORC 발전시스템의 제작과 전기 히터를 
이용한 엔진 폐열원 모사실험을 하였으며, 추가로 
가스엔진에 연결하여 엔진의 폐열을 이용한 ORC 

실증실험을 하였다.

II. 실험장치 구성

2.1. ORC 시스템
배기가스를 작동유체인 R245fa와 직접 열교환을 

실시하는 것은 R245fa의 열해리를 일으킬 수 있다. 

R245fa의 열해리 온도는 약 250℃ 이상의 온도인데 
반해, 배기가스의 온도는 약 600℃의 고온에 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보이는 것처럼 다음
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Fig. 1은 가스엔진과 연결
된 ORC 시스템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ORC 시스템과 가스엔진 사
이에 물을 사용한 폐루프 시스템이 추가되었다는 것
이다. 엔진 냉각수를 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배기가스와 2번 
열교환 한다. 매니폴드에서 한 번, 열교환기에서 한 
번 더 열교환 하여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배기가스는 대기로 방출되고 
엔진 냉각수는 고온수로 열을 전달한다. ORC 시스
템에 충분한 양의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2개의 가스
엔진과 연결하였다. 이 시스템은 주어진 내연기관 
엔진을 바꾸지 않도록 하였고, 고온의 배기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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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Unit

Rated Power 24.7 kW

Rated Speed 1800 RPM

Max torque 133.3 Nm

Speed at max torque 2000 RPM

Mass flow rate

of the exhaust gas
0.026 kg/s

Outlet temperature

of the coolant
85.02 ℃

Mass flow rate of gas fuel 0.0015 kg/s

Table 2. Main parameters of M4R Gas engine

Value Unit

Output 5 kW

Volume ratio 3.5 -

Max. Flow 73 cm
3
/Rev

Max. Speed 2600 RPM

Max. Pressure 13.8 Bar

Max. Inlet temperature 175 ℃

Ambient Temp. Range -20 to 40 ℃

Nominal sound level 55 db(A)

Table 3. Specifications of 5kW expander

인해 작동 유체가 열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루프 
시스템을 통해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2.2. 시스템 설계점
ORC 시스템은 엔진에서 방출되는 약 110~120℃의 

폐열원에 대해서 설계되었다. 이러한 열원 온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R245fa를 작동 유체로 선정하였
다. 이 유체는 독성이지만, 비인화성, 저온에서 안정
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다.[12] 

대기 온도를 20℃로, 응축온도는 그보다 10℃ 높은 
30℃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압력비 7.162, 

팽창기 효율 70%에서 5kW의 팽창기 출력, 10.1%의 
열효율과 0.2017kg/s의 질량 유량이 나타났다. 이때
의 증발압력과 응축 압력은 각각 12.69bar, 1.772bar

였으며, 팽창기와 펌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과열
도와 과냉도를 10℃, 3℃로 설정하였다. 설계된 조건
에서 가스엔진-ORC 시스템의 T-s 선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2.3. 천연가스용 엔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스엔진은 SM5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을 천연가스용으로 개조한 것
이다. 가스엔진에 대한 사양 및 특징은 Table 2에 나
타나 있다. 가스엔진을 개조할 때 엔진의 안전문제
와 엔진 성능에 대한 문제로,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최대 100℃로 제한되어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도
록 만들어졌다.

2.4. 팽창기와 펌프
ORC 시스템에 사용된 팽창기는 Air-squired사의 

5kW급 oil-free 용 스크롤 팽창기이다. 설계된 ORC 

시스템은 7.2의 높은 압력비를 요구하는데, 스크롤 

팽창기는 소규모 ORC 시스템에 적합하며, 다른 터
빈식과 비교하여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압력비와 넓은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성이 뛰어나서 설계조건에 부합한다. 동기식 발
전기처럼 작동하기 위해 영구 자석 모터를 팽창기의 
축과 연결하였다. 또한, 영구자석 모터는 기계마찰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팽창기 입구와 출구에
서 온도, 압력 강하를 줄이기 위해 배관 길이를 최소
화하였다. 5kW급 팽창기의 사양이 Table 3에 나타
나 있다.

펌프는 용적식을 사용했으나 실험과정에서 공동
현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덜 민감한 Lowara사의 
다단 원심형 펌프로 바꾸었다. 공동현상을 줄이기 
위해 펌프의 NPSH가 0.4 m로 낮은 것을 선택하였다.

직경이 200A, 높이 1m이며, 충진용량이 약 30L인 
냉매탱크를 제작하였으며, 레벨 게이지를 설치하여 
냉매의 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5. 열교환기
ORC 시스템에 증발기, 응축기용으로 2개의 열 

교환기가 사용되었다. shell-and-tube 열 교환기와 
비교해서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WEP사의 B200T 유형의 bra-

zed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였다. 설계점에서 증발
기의 최대 열전달량은 49kW이지만, 열교환기가 설
치장소에서 장시간 작동할 것을 고려하여 44% 더 
크게 여유를 주어 총 88kW로 만들었으며, 응축기의 
최대 열전달량은 44kW이지만 응축기 또한 30kW를 
추가해 74kW로 만들었다.

2.6. 측정장치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압력 측정을 위해 Sensys사의 PSC 압력 트랜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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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et up of ORC system.

Description Range Accuracy

Pressure Transmitter 0-20 bar 0.15%FS

Torque Sensor 0-10 kgfm ±1%FS

Rotation Speed Sensor 1-20000 rpm ±1 rpm

Flow Meter 0.5-25 lpm 1%FS

Type-T Thermocouple 0-370 ℃ ±1.0 ℃

Table 4. Specifications of the sensors

Parameter Design point Test bench

Expander Inlet Pressure 12.69 bar 13.09 bar

Expander Outlet Pressure 1.772 bar 1.761 bar

Mass flow rate 0.2017 kg/s 0.2174 kg/s

Expander efficiency 70 % 62.06 %

Thermal efficiency 10.1 % 9.09 %

Evaporator inlet pressure 12.69 bar 13.11 bar

Evaporator outlet pressure 12.69 bar 13.10 bar

Condenser inlet pressure 1.772 bar 1.75 bar

Condenser outlet pressure 1.772 bar 1.734 bar

Hot water inlet temperature 110 ℃ 111.2 ℃

Hot water mass flow rate 1 kg/s 1 kg/s

Table 5. Design point, test bench results

Fig. 3. Schematic of the 5kW ORC test bench.

터를 사용했고, 온도계는 동양센서사의 T-type 열전
대인 DS-1010을 시스템 컴포넌트의 입, 출구에 설치
하였다. 유량계는 KEM사의 ZHA형 용적식 유량계
를 사용했으며, 축동력은 Cozy사의 TCR 제품으로 
측정한 토크와 회전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각의 측정 데이터들은 National Instruments사의 
cDAQ-9174를 이용하여 전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수집하였다. 센서들의 상세한 사양이 Table 

4에 나타나 있으며, Fig. 3에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
타내었다. 또한, Fig. 4는 5kW급 ORC 시스템의 실
험장치를 보여주고 Fig. 5는 한국가스공사에 설치된 
가스엔진-ORC 시스템의 사진을 보여준다. 열역학적 

시뮬레이션/분석과 열역학적 물성값은 Engineering 

Equations Solver[13]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ORC 시스템을 가스엔진에 연결하기 전, Fig. 3에 
보이는 것처럼 ORC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
해 전기 히터를 이용하여 열원 모사실험을 하였다. 

가압된 고온의 물을 만들기 위해 150kW급 전기 히터
를 사용하였고, 고온수는 Grundfos사의 CRN20-10 

펌프를 사용하여 순환되었다. 질량유량은 펌프 구동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조절하였고, 열원온도는 
Silicon Controller Rectifier (SCR)을 이용하여 110℃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결과의 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역학적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Table 

5에 설계점과 성능실험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팽창기의 축동력은 


  (1)

펌프의 소요 동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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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 of GE-ORC system test bench 

in the KOGAS.

Fig. 6. Shaft power with pressure ratio.

Fig. 8. Isentropic efficiency with pressure ratio.

Fig. 7. Thermal efficiency with pressure ratio.

증발기에서의 공급열량은

      (3)

시스템의 열효율은

      (4)

팽창기 등엔트로피 효율은 

     exp exp  (5)

팽창기의 압력비는


 exp

exp (6)

3.1. 고온부 열원 온도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첫 번째로 시스템에 대한 고온부 열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수의 온도를 20℃로 고정한 채
로, 고온수의 온도를 90, 100, 110℃로 조절하였다. 

이때 컨덴서의 압력은 약 1.63bar였다. 시스템이 정
상상태에 도달 후, 1분 동안 60개의 데이터를 평균
하였으며, 모든 실험결과에 표시된 Error bar는 
Table 4에 정리된 정밀도를 참고하여 Uncertainty 

Propagation Theory[14]을 적용하였다.

  







 




 (7)

Fig. 6에서 Fig. 8는 팽창기의 최대 회전수인 

2,600rpm에서 팽창기의 최대압력까지 실험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Fig. 8을 보면 이미 Zanelly and 

Favrat[15]가 언급한 것처럼, 압력비가 낮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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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haft power with pressure ratio.

Fig. 10. Thermal efficiency with pressure ratio.

Fig. 11. Isentropic efficiency with pressure ratio.

over-expansion 손실로 인해 팽창기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며, 반대로 압력비가 높을 때는 under-ex-

pansion 손실로 인해 팽창기 효율이 감소한다. 이 
실험에서는 열원 온도 110℃, 압력비 7.41에서 최대 
팽창기 효율 68.2%에 도달하였다. 최대 팽창기 효율 
구간의 압력비(약 4.5~5.5)를 초과해도 축동력이 증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팽창기가 유용한 일을 생산
하고 있으므로 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열원 온도의 설계점인 110℃에서 축동력 5.22kW가 
발생하였고, 이때의 압력비는 7.41, 열효율 9.09%이
며, 질량 유량은 0.2174kg/s였다. 설계점에서보다 
열효율이 1.01% 낮게 계산된 이유는 팽창기 효율의 
저하에 따른 축동력 감소와 열교환기에서 약7~8kW 

정도 더 열교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저온부 열원 온도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두 번째로 시스템에 대한 열침 온도의 영향을 비

교하기 위해 고온수 온도를 90℃로 고정하고, 냉각
수의 온도를 국내 4계절 변화를 고려하여 20, 25, 30, 

35℃ 4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때 팽창기 입구의 
압력은 약 9.7bar이었다. Fig. 9과 Fig. 10에서 응축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비가 높아져서 축동력과 열효
율이 증가하고 있다. Lemort et al.[16]에 따르면 팽
창기 일은 압력 차이에 의한 팽창일과 엔탈피 차이
에 의한 엔탈피일로 구분되는데, 팽창기 입구 압력
이 커질수록 팽창일이 증가된다. 압력비가 같더라도 
응축온도가 높은 경우 팽창기의 입구에서 작동유체
의 온도와 압력이 더 높다. 팽창기 입구의 온도와 압
력이 높으므로 팽창일과 엔탈피일이 더 커서 팽창기
의 최대 축동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고정된 증발압력에서 응축온도가 높을수
록 팽창기의 최대 압력비가 작기 때문에 팽창기 최
대 축동력은 응축온도가 높을 때가 더 낮다. 응축 온
도가 높을수록 최대 압력비가 낮아지는데 식 (7)에 
따르면 증발압력이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응축 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가스엔진 연동실험 결과비교
가스엔진과 ORC 시스템을 연결하여 진행한 실험

의 결과를 Fig. 9부터 Fig. 11에 빨간 점으로 표시하
였다. 고온수의 설계온도는 110℃이었으나 개조된 
가스엔진의 성능과 안전문제로 인하여 엔진 냉각수
의 최고 온도가 100℃로 제한되었다. 가스엔진-ORC 

연동실험에서 평균 냉각수의 온도는 96℃로 측정이 
되었다. 또한 엔진 냉각수와 고온수 사이의 배관에
서 10℃의 온도 강하가 발생했다. 냉각수의 최대온

도 제한과 배관에서 발생하는 온도 강하의 결과로 
증발기로 유입되는 고온수의 온도는 최고 86℃였다.

결과적으로 ORC 시스템은 설계점보다 낮은 온도
조건에서 작동했다. 이때 팽창기의 최대 입구 압력
은 8bar였다. 고온수온도 86℃에서 축동력 2k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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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s diagram of natural 1GE system.

발생하였고, 이때의 압력비는 3.75, 열효율 6.45%이
고, 질량 유량은 0.1345kg/s였다.

가스엔진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ORC 연동실험에
서는 테스트벤치와 달리 공냉식 Fin-tube 열교환기
를 사용하여 열을 방출하였다. 두 번의 연동실험에
서 응축온도는 각각 32, 37℃에 수렴하였다.

가스엔진 연동실험의 결과를 성능실험의 결과에 
overplot하면 연동실험의 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냉식 Fin-tube 

열교환기를 개선하여 응축수의 온도를 20℃ 수준으
로 떨어뜨리면 출력을 1.25kW 상승시킬수 있다. 응축
온도가 높을 때에는 압력비가 3.7이지만, 응축온도
를 20℃로 내려간다면 압력비가 높아져 팽창기 효율
이 증가하게 되어 축동력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Fig. 12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과열도 증가에 
따른 팽창기 효율의 향상은 있으나 가스엔진에서 발
생하는 폐열량이 당초 설계와 비교해 낮아져 사이클
을 설계점에서 구동할 수 없었다.

ORC 시스템과 개조된 가스엔진의 연동실험에서
는 고온수 온도 감소와 응축온도의 증가로 인해 약 
2kW의 최대출력이 계산되었다. 연동실험에서 발생
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엔진 개조과정에서 성
능과 안전문제(엔진과열)로 인해 엔진 냉각수의 온
도가 100℃로 제한되었다. 엔진 냉각수 온도가 100℃

가 되면 엔진이 중지되도록 장치가 되어있어 최대온
도가 제한되어 있다. (2) 엔진 냉각수와 ORC로 들어
가는 고온수사이에 10℃의 배관으로 인해 온도 강하
가 발생하였으며, (3) 공랭식 fin-tube 열교환기의 문
제로 응축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의 
문제점들은 연동실험의 시스템은 (1) 고온수 루프의 
제거, (2) 배관단순화 및 단열 처리, (3) 냉각수측의 
개선을 통해 성능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엔진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
기 위하여 ORC 발전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개조된 가스엔진의 폐열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데이
터를 바탕으로 구성한 ORC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열원 온도 및 열침 온도의 변
화에 따라 ORC 시스템의 작동 및 성능특성을 파악
하였고, ORC 시스템을 가스엔진에 연결하여 실제 
폐열회수 시스템을 작동하였다.

이 시스템은 110℃의 열원 온도와 20℃의 대기 온
도, 최대 입구압력과 최대 회전수 조건에서 5kW의 
축동력, 10.2%의 열효율이 계산되도록 설계되었다. 

성능실험결과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동력과 열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열원 온도 110℃, 

질량 유량 0.2174kg/s에서 최대 축동력 5.22kW, 열
효율 9.09%가 계산되었다. 또한 열원온도에 따라 최
대 팽창기 효율이 나타나는 최적 압력비(4.5~5.5)가 
조금씩 변하는데 이것은 팽창기의 마찰에 의한 기계 
손실, 팽창기 입/출구에서의 압력강하, 팽창기 내부 
누설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열원온도와 
열침 온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열원 온도가 높을수
록, 열침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 차이에 의한 팽창일 
증가와 엔탈피 차이에 의한 엔탈피 일이 증가하여 
팽창기 전체 축동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실제 가스엔진과 ORC 발전 시스템을 
연동하여 실증실험을 진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실증실험 결과에서 고온부 열원온도가 강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열해리 온도가 높은 고
분자 냉매로 바꾸어서 엔진 배기가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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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호

 : efficiency [%]

h : enthalpy [kJ/kg]
 : mass flow rate [kg/s]

N : rotational speed [rev/min]

Pr : Pressure ratio [-]
 : heat [kW]

T : torque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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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emperature [℃]

v : specific volume [m3/kg]
 : power [kW]

Subscript

c : cycle

cd : condenser

exp : expander

eva : evaporator

in : inlet

out : outlet

P : pressure

pp : pump

R : working fluid

sh : shaft

U : standard deviation

X : input estimate

Y : output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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