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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 is present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to the present Rankine cycle. The principal advantage of the S-CO2 gas is a good efficiency at a 
modest temperature and a compact size of its components. The S-CO2 Brayton cycle coupled to a 
SFR also excludes the possibilities of a SWR (Sodium-Water Reaction) which is a major safety-related 
event, so that the safety of a SFR can be improved. KAERI is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for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O2) Brayton cycle power conversion system coupled to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S-CO2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s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 when they are coupled to 
advanced nuclear reactor concepts of the type under investigation in the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This paper contains the research overview of the S-CO2 Brayton cycle coupled to 
KALIMER-600 as an alternative energy conversion system.

 

 † 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기술개발부

     E-mail : jecha@kaeri.re.kr 
     TEL : (04)868-2065   FAX : (042)861-7697
 *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기술개발부

**  포스텍 기계공학과

기호설명

D: 터보기기의 직경 (m)(ft)
Ds: 터보기기의 비직경 (-)
H: 터보기기의 수두 (m)(ft)
N: 회전수 (rpm)
Ns: 터보기기의 비속도 (-)
Vf: 터보기기의 체적유량 (m3/s)(ft3/s)

1. 서 론

소듐냉각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는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의 원자로이다. 지금까지 소듐냉각 고속로의 에

너지전환계통에는 물/증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하

는 Rankine 사이클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차세

대 원자로 연구의 일환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계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초임계 CO2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가스터

빈 Brayton 사이클이 Rankine 증기사이클을 대체

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1][2]. Brayton 사이클에

서 초임계 CO2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경우, 헬
륨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사이클보다 압축일이 

감소되어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Rankine 사이클의 소듐-물 반응(Sodium-Water 
Reaction)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

다. Figure 1은 초임계 CO2 사이클의 사이클 효율

을 나타낸 것으로, SFR의 운전온도인 500oC 부근

에서 초임계 CO2 사이클이 효율이 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초임계 CO2 사이클을 에너지전

환계통에 적용할 경우,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

기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Figure 2), 
터빈을 비롯한 주요기기를 설치할 건물비를 약 

20% 이상 줄일 수 있어 SFR의 경제성에도 큰 이

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미

국의 ANL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중인 SFR과 연계된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에너지전환계통의 예비 설계와 관련하여, 에너지 

전환계통의 열평형 설정, 주요기기인 압축기 및 

터빈, 그리고 열교환기의 개념설계에 대하여 간

략하게 기술하였다.

Figure 1. Cycle Efficency of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ECS

Figure 2. Turbine Size of the S-CO2 
Brayton Cycle ECS 

2. 에너지 전환 계통 열평형 설정

Figure 3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념 설계한 

풀형(pool-type) SFR인 KALIMER-600의 에너지 전

환 계통에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을  적용하

여 열평형을 설정한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클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두 개

의 Recuperator를 통해 터빈을 통과한 초임계 CO2

의 에너지를 압축기에서 나온 초임계 CO2에 전

달한다. 초임계 CO2는 임계점(30.97oC, 7.38MPa) 
근처에서 압력에 따른 비열의 변화가 급격한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역온도 구배를 방지하기 위

해 유동을 둘로 나누고 두 대의 압축기를 사용하

여 각기 압축하는 Recompression 사이클을 채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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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ALIMER-600 S-CO2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

Figure 4. Flow Split Ratio of KALIMER-600 
S-CO2 Brayton Cycle ECS

 Na-CO2 열교환기에서 생산된 고온ㆍ고압의 

CO2 가스는 Figure 3에 나타낸 과정에 따라, 터빈

에서 팽창과정을 통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한

다.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의 터빈은 개념 

설계를 통하여 4단 축류 터빈으로 설정하였고, 
두 대의 압축기는 성능을 고려하여 개념설계를 



통하여 각각 2단ㆍ3단의 원심 압축기로 설정하였

다.

Table 1. Input parameter for establishment 
of the normal operation energy balance

전체적인 계통 열평형은 에너지전환계통이 

Rankine 사이클인 KALIMER-600 증기발생기를 

통한 전열량 (1528.9 MWt)이 그대로 Na-CO2 열
교환기를 통해 IHTS로부터 Brayton 사이클 계통

으로 전달된다는 가정하에 설정되었다.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의 열평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는 Na-CO2 열교환기의 Brayton 사이클 계통 측 

출구 온도, 열교환기의 효용도 (effectiveness), 압
축기 및 터빈의 효율 그리고 저온 재생열교환기

(Low Temperature Recuperator) 후단에서의 유량 

분배율(flow split ratio)에 대한 입력자료가 요구된

다. 본 해석에서는 Na-CO2 열교환기의 Brayton 
사이클 계통 측 출구 온도는 Shell and Tube 형식

의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최대 전열관 길이가 11 
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508oC로 설정하

였다. 열교환기(LTR 및 HTR)의 효용도, 압축기 

및 터빈의 효율은 이용 가능한 문헌에서 제시한 

수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LTR 후단에서

의 유량 분배율은 LTR의 전열면적(UA) 크기와 

계통 효율의 상관 관계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냉

각기 (Cooler) 쪽으로 71 %, 압축기 쪽으로 29 %
의 유량이 흐르도록 결정하였다(Figure 4). 전체적

인 KALIMER-600계통 열평형에 사용된 입력 자

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주요기기 개념 설계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의 에너지 변환 계

통에 적용할 터보기기(터빈, 압축기) 및 고집적 

열교환기의 개념설계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

다. 터빈 및 압축기는 서로 유사한 설계과정을 

통하여 기초적인 설계 인자를 결정하였는데, 비
속도-비직경(specific speed-specific diameter)으로 

표현되는 특성도(characteristic diagram)를 이용하

여 크기(size) 및 단수(stage number), 축류형(axial) 
또는 원심형(centrifugal) 등의 큰 인자를 결정한 

후,  1차원 설계 및 성능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하

여 보다 상세한 설계를 하였다. 또한 상용 코드

를 이용한 3차원 유동해석으로 초임계-CO2에서의 

터보기기의 성능과  설계 가능성(feasibility)을 분

석하였다. 고집적 열교환기 또한 1차원 설계코드

를 개발하여 초임계 Brayton 사이클 구성에 필요

한 열교환기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상용코드로써 

유동해석을 실시하여 고집적도에서 열전달 특성

을 유지하면서 압력손실을 기존 제품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상의 열교환

기를 개발하였다.

3.1 초임계 CO2 터빈 설계

초임계 CO2 터빈의 1차원 설계 코드는 참고문

헌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3]. 설계 코드에 사용된 

초임계 CO2 물성치는 NIST사의 REPROP V.7을 

이용하였다. 1차원 개념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인자인 크기 및 단수, 그리고 터빈의 형태는 

Figure 5의 비속도(specfic speed)-비직경(specfic 
diameter) 선도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4]. Figure 5
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세정을 위하여 초임계 

CO2 펌프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Barber-Nichols사



에서 제공한 것이다. 비속도 및 비직경은 식 (1)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
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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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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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
       (1)

Figure 5. Specific Daimeter- Speed of S-CO2 
Turbine

Parameter Unit 4 stages
Average density kg/m3 97.4 

Stage pressure 
difference MPa 3.04 

Stage head m 3178 
Rotational speed rpm 3600

Diameter m(ft) 1.6 (5.3)

Volume flow rate m3/s 
(ft3/s) 82.9 (2928.9)

Specific speed - 77.5 (188.8)
Specific diameter - 1.32 (0.98)

Stage number 4 

Table 2. Design parameter of S-CO2
Turbine

위의 특성도에서 등효율을 나타내는 등고선에

서  최대 90% 이상의 효율의 터빈을 설계할 수 

있도록 3단 또는 4단의 축류형으로 결정하여, 비
직경을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KALIMER-600에 연

계된 S-CO2 Brayton 사이클(Figure 3)에 적용되는 

터빈의 개념설계를 위한 주요설계 인자는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터빈의 개념 설계를 위해 

개발한 1차원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터빈의 단수, 
블레이드의 직경, 터빈 효율 등의 효과를 분석하

였다. 본 코드에는 터빈의 반동도를 0.5로 가정하

였고, 손실모델로서는  Soderberg의 손실모형을 

고려하였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3차원 유동해석

에 필요한 형상 구현에 필요한 인자들을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3차원 유동해석은 상용코

드인 ANSYS CFX-11의 TurboGrid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초임계 CO2의 물성은, CFX에서 제공하

는 Redlich Kwong의 경우 임계점 부근에서 급격

히 변하는 물성을 잘 반영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

어서, 유동해석을 위하여 NIST 물성을 이용하여 

만든 RGP(Real Gas Property) 파일을 계산에 활용

하였다. 경계조건으로 KALIMER-600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에너지 변환계통을 적용하였다. 
터빈의 입구 온도와 압력은 787 K, 20 MPa 이며, 
출구의 평균 정압(static pressure)은 7.6 MPa 이다. 
회전체 속도는 3600 rpm이며, 높은 난류 영역으

로 부력 효과는 무시하였다. 벽면에서 노슬립(no 
slip) 조건을 주었고, shear stress transport (SST) 
난류모델을 선택하였다. 유동해석에 필요한 격자

생성은 Tabl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ure 6은 유동해석을 통하여 구한 초임계 

CO2 터빈의 성능곡선으로, 설계점 유량인 8800 
kg/s부근에서 효율이 약 85%임을 보여준다. 이 

효율은 1차원 해석코드로 얻은 값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나, 아직 모사에 필요한 손실이나 3차원 

형상이 정확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초임계 CO2 
터빈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Parameters
First stage Stator Rotor

Hub radius [cm] 53
Shroud radius [cm] 69~70 70~71
Chord radius [cm] 7.2

Blade angle [°] 60~67
Second stage Stator Rotor

Hub radius [cm] 55
Shroud radius [cm] 72.5~73.5 73.5~74.5
Chord radius [cm] 7.8

Blade angle [°] 60~67
Third stage Stator Rotor

Hub radius [cm] 57
Shroud radius [cm] 76~77 77~78
Chord radius [cm] 8.4

Blade angle [°] 60~67
Fourth stage Stator Rotor

Hub radius [cm] 59
Shroud radius [cm] 79.5~80.5 80.5~81.5
Chord radius [cm] 9

Blade angle [°] 60~67
Number of blades [#] 40

Table 3. 3-D Design Parameters of the 
KALIMER-600 S-CO2 Turbine for the CFD 
analysis



Grids
Number of Stator and Rotor 

Grids [#]

1,098,048 

(137,256)
Hub to Shroud Distribution 

Parameter_ End Ratio [-]
200

O-Grid_ End Ratio [-] 50 (200)

O-Grid Distance Factor [-] 0.1 (inflation: 10)

Topology H-J-L Grid

Total Number of Hexahedrons [#]
1,020,096 

(127,521)
Boundary Conditions

Inlet Total Temperature [ K ] 787
Inlet Total Pressure [MPa] 20

Outlet Static Pressure [MPa] 7.6

S-CO2 Properties NIST properties

Turbulence Model
Shear Stress 

Transport

Table 4. Information on the grids and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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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erformance of S-CO2 Turbine for 
the Off-Design Point

 

3.2 초임계 CO2 압축기 설계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에너지 전환계통에

는 두 개의 압축기(Compressor 1, 2)가 사용된다. 
초임계 CO2 압축기는 터빈과 유사한 과정을 통

하여 설계하였는데, 우선 Figure 7의 압축기 특성

도에서 크기와 단수 및 형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원 설계코드를 이용하여 설계변수 

및 효율 등을 추출하게 된다. 

Figure 7. Specific Diameter and Specific 
Speed of compressor

Parameter Unit Compressor 
#1 Compressor #2

Average density kg/m3 466.3 200.8
Stage pressure 

difference MPa 6.3 4.2

Stage head m 1377.8 2119.3
Rotational speed rpm 3600 3600

Diameter ft 2.95 2.63
Volume flow 

rate (ft3/s) 434.33 411.92

Specific speed - 136.09 95.96
Specific 

diameter - 1.16 1.18

Stage 2 3

Table 5. Conceptual Design Parameters of 
the S-CO2 Compressors

평균유선해석(meanlin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

여 초임계 CO2 압축기를 1차원적으로 설계 및 

해석하는 코드를 개발하였다. 
압축기의 기본적인 설계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서는 설계인자 설정 경험식과 더불어, 개략적인 

성능해석 모형(model)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의수 등[5]이 제시한 원심 압축기 설계 

방법론을 채택하여 설계를 시작하였다.
평균유선 해석 방법은 원심압축기 평균유선을 

따라가면서 1차원적으로 유동과 에너지 관계식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임펠러 형상과 

유로 형상에 따른 여러 가지 인자의 효과를 잘 

반영해 주는 정밀한 손실모형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오형우[6] 등이 개발한 여러 가지 손실모형

(Table 6)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차원 설계 코드

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미끄러짐 계수(slip 
coefficient)는 윤성호 등[7]이 여러 가지 모형을 비

교 검토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넓은 작동영역에

서 타당한 결과를 보여주어, 적용 가능한 Wiesner
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Loss mechanism Loss model

Internal loss

Incidence loss Conrad et.al (1980)

Blade loading loss Coppage et. al (1956)

Skin friction loss Jansen (1967)

Clearance loss Jansen (1967)

Diffuser loss
Mixing loss Johnston and Dean (1966)

Vaneless diffuser loss Stanitz (1952)

External loss

Disk friction loss Daily and Nece (1960)

Recirculation loss Jansen (1967)

Leakage loss Aungier (1955)

Table 6. Loss model of the centrifugal 
compressor

Table 7. Design Parameter of S-CO2
Compressor 1 obtained from meanline analysis

Table 8. Design Parameter of S-CO2
Compressor 2 obtained from meanline analysis

1차원코드로부터 구한 압축기 1 및 2에 대한 

설계인자를 Table 7과 8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결

정된 설계인자를 입력으로 압축기 성능곡선을 생

산하기 위해, 넓은 범위의 압축기 운전조건에서 

1차원코드를 이용하여 압축기 성능을 계산하였

다. 먼저, 압축기 1의 운전조건인 5734.41[kg/s] 유
량의 50%~130%에 대해, 회전수인 3600[rpm]에 

대해 40~120%에 대해 조건을 바꿔가면서 단열효

율 및 압축비를 계산하였다. 압축기 2에 대해서

도 역시 운전조건인 2342.22[kg/s]의 유량과 

3600[rpm]의 회전수, 2.68의 압축비에 대해 운전

조건을 바꾸어 가며 단열효율, 압축비를 계산하

였다(Figure 8, 9). Figure 10은 압축기 2의 1st 
stage에 대하여 3차원유동해석으로부터 구한 성능

곡선으로서 압축기 2에 대한 1차원해석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는, 손실모델의 차이와 더불어, 물성치의 변화와 

기하구조의 복잡성을 아직 유동해석이 반영하기

에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8. Performance of compressor 1 
for the ODP obtained from 1D analysis

Figure 9. Performance of compressor 2 
for the ODP obtained from 1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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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O2 compressor 
performance obtained through CFD flow 
analysis (compressor #2, 1st stage)



3.3 초임계 CO2 고집적 열교환기 설계

KALIMER-600과 연계된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에너지 전환계통에는 “Na-CO2 열교환기, 
Cooler, LTR 및 HTR” 4종류의 고집적 열교환기

가 필요하다. 사이클 효율 향상과 함께 초임계 

CO2의 열전달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큰 전열면

적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shell & tube형 열교환기 

보다는 고집적도의 plate형의 열교환기가 더 적합

하나, 7.4~20MPa의 고압운전을 고려할 때 plate형
보다는 Heatric 사의 인쇄형열교환기(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가 초임계 사이클에 더 적

합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PCHE는 

확산결합(diffusion-bonding)에 의하여 인접한 두층

의 열교환기판이 하나의 덩어리(ingot)로 원자간

의 결합에 의해 접합되어 고온고압에 적용하기에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전환계통에 대한 4종류의 

열교환기에 대하여, 1차원 설계코드를 개발하고 

전열면적 및 크기를 Table 9와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상용유동해석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Heatric사의 zigzag채널에 비하여 비슷한 열전달 

특성을 보이면서 압력손실을 1/14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는 air-foil형의 fin을 가진 새로운 형상

의 고집적열교환기를 개발하였다. Figure 11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열교환기와 기존의 열교환

기의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듐냉각고

속로인 KALIMER-600과 연계하여 에너지전환계

통으로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의 계통을 구

성하고, 정상운전시의 열평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기기의 크기 및 형태 등을  설정하고, 성능

분석 및 설계를 위한 1차원코드를 개발하고, 3차
원유동해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초임계 CO2 
기기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적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감사를 드

립니다.

Table 9. Preliminary Design Parameters 
for the S-CO2 Brayton Cycle PCHEs

Figure 11. Performance of new 
configuration high compactness 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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