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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과 순산소 연소를 적용한 발전시스템의 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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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ture power plants will be required to adopt some type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ies to reduce their CO2 emissions. One of distinguished CCS techniques expected to resolve 
the green house effect is to apply the oxy-fuel combustion technique to power plant, and a lot of 
research/demonstration programs have been going on in the world.

In this paper, CO2-capturing power plants based on gas turbine and oxy-fuel combustion are 
investigated over several types of configurations. As a prior step, simulation model for 500 MW-class 
combined cycle power plant was set and was used as a reference case. The efficiencies of several 
power plants was compared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eges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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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O2 : 이산화탄소

HPT : 고압터빈

IPT : 중압터빈

LPT : 저압터빈

HPST : 고압스팀터빈(bottoming cycle)
IPST : 중압스팀터빈(bottoming cycle)
LPST : 저압스팀터빈(bottoming cycle)
C : 압축기

G : 발전기

V : 진공펌프

COMB: 연소기(순산소연소기/공기연소기)
GG : 고압 순산소 연소기

Cond. : 응축기(Condenser)
Rec. : 복열기(Recuperator)
HRSG : 배열회수 스팀발생기

1. 서 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온실가스의 2/3 가량

을 차지하고 있는 CO2의 배출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 등 39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CO2 배출규제가 시작되었고(1), 2007년 

채택된 발리로드맵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전체가 감축에 참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

축목표를 할당받지는 않았지만 세계 9위의 온실

가스 배출국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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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CO2의 배출저감기술 개발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CO2 저감기술 개발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IEA GHG Programe, 
CSLF 등의 단체가 설립되었고, CCP, CASTOR, 
ENCAPCO2 등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대형 프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2). 국내에서는 교육과학

기술부 산하에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

업단이 설립되어 10년간 연간 100억원 규모로 연

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3).
전 세계적으로 산업분야 CO2 배출량의 60%는 

발전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4), 발전부문에서

의 CO2 배출저감 기술이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

고 할 수 있다.
발전부문에서의 CO2 저감기술은 크게 ①연소

전처리 (pre-combustion) 방법, ②연소후처리

(post-combustion) 방법, ③순산소 연소 (oxy-fuel 
combustion)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5), 이 중 

순산소 연소는 고농도의 CO2 회수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래기술로 

각광받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발전부문의 CO2 배출저감 기술 

중 순산소 연소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시스템

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스템 구성방법을 소개하

고,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발전시스템의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사이클 해석을 수행하여 효율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2. 순산소연소 적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2.1 순산소 연소

 순산소 연소는 공기대신 산소를 산화제로 이

용하는 기술로서 화염온도, 전파속도, 가연한계 

등의 연소특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며(7,10), 
연소 후 배가스의 응축과정을 통해 CO2를 손쉽

게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순산소 연소기술을 CO2회수형 발전시스템에 적

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

2.2 가스터빈 적용 순산소 연소 발전사이클

일반적인 가스터빈 시스템에서는 터빈입구온도

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잉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순산소 연소에서 과잉산소를 

공급하면 배가스에 미반응 산소가 포함되기 때문

에 수증기의 응축만을 통해 CO2를 분리하는 것

이 불가능해진다. 순산소 연소 발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고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동유체를 

재순환하여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사

용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성방법에 따라 다양한 

사이클이 제안되고 있다. 
Fig. 1에 순산소 연소를 적용한 가스터빈 발전

사이클을 나타내었다. Fig. 1(a)은 현재 운용중인 

공기연소 가스터빈 복합발전 사이클이며, Fig. 
1(b)는 Semi-Closed Oxy-fuel Combustion Combined 
Cycle(SCOC-CC)(11)이라 불리는 CO2 재순환형 사

이클인데, 열역학적으로 Brayton-사이클로 분류할 

수 있다.
Fig. 1(c)의 사이클은 Jericha 등(12)이 고안한 

Original-Graz Cycle로 Brayton-사이클과 Rankine 
사이클을 혼합한 방식이며, CO2와 스팀을 연소기

에 재순환시킨다. Fig. 1(d)의 사이클은 Sanz 등(13)

이 제안한 또 다른 Graz Cycle로서 작동유체에 

스팀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Steam-Graz (S-Graz) Cycle로 불린다(13). S-Graz 
Cycle도 Brayton-사이클과 Rankine 사이클의 혼합

방식이며, 터빈(IPT)의 배가스와 스팀을 연소기에 

재순환한다.
Fig. 1(e)에 나타낸 사이클은 미국 Clean Energy 

Systems(CES)社의 Pronske 등(14)이 제안한 Water 
Cycle(11)로서 배가스에서 분리된 물을 재순환시키

며, HPT 입구와 IPT 입구에 각각 순산소 연소기

가 설치되어 있다.
Original-Graz Cycle, S-Graz Cycle, Water Cycle

은 작동유체 최종단 저압터빈(LPT)의 출구압력을 

진공조건으로 설계하는데(12-14), 이 경우 응축기가 

진공조건에서 운전하게 된다. 진공조건에서는 스

팀의 응축열전달 계수가 상압조건에 비하여 낮으

며, CO2와 같은 불응축 가스가 스팀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교환기 표면에 불응축 가스막을 

형성하여 열전달을 급격하게 방해하므로(15,16) 더 

큰 열전달 면적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응축기를 크게 설계해야 하므로 진공 및 불응

축가스 조건의 응축기는 전체 발전시스템의 경제

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7).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Jericha 등(18)은 Fig. 

1(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스팀만을 이용하

여 저압터빈을 구동하는 수정된 사이클을 제시하

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Modified G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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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GT Combine Cycle
(Air Combustion, Reference Case)

(b) Semi-Closed Oxy-fuel Combustion 
Combined Cycle (SCOC-CC)

(c) Original Graz Cycle (d) Steam Graz (S-Graz) Cycle

(e) Water Cycle (CES) (f) Modified Graz Cycle

(g) Modified Water Cycle

Fig. 1 Gas Turbine Based Oxy-fuel Combustion Power Cycles

(M-Graz) Cycle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M-Graz 
Cycle은 S-Graz Cycle과 유사한 형태이며, LPST가 

순수스팀만으로 구동된다. LPST를 구동하는 스팀

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배가스에서 열을 회

수하여 작동하여야 하므로 LPST는 입구압력과 

출구압력이 모두 진공조건에서 운전된다.
최근 들어 Roger 등(19)은 Water Cycle과 유사하

나 저압터빈이 순수 스팀만으로 구동되는 수정된 

사이클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이클의 개략도를 

Fig. 1(g)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Modified Water Cycle (M-Water Cycle)이라 명명하

기로 한다. M-Water Cycle도 M-Graz Cycle과 마

찬가지로 응축기는 상압조건에서 운전되며 낮은 

온도의 배열을 이용하여 LPST가 구동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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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T의 입출구 압력이 진공조건이다.

3. 사이클 해석

3.1 사이클 모델링

다양한 사이클의 열역학적 모델링과 연소반응 

및 열평형/물질평형 계산을 위해서 공정해석용 

상용프로그램인 ASPEN Plus(20)를 이용하였다. 
ASPEN Plus는 정유공장과 같은 화학플랜트의 공

정설계를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최근에

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순산소 연소 발전시스

템 등 발전시스템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계산방식 및 계산조건

발전시스템의 열역학적 효율은 온도와 압력 등

의 설계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발

전사이클의 효율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설계변수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여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본 해석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전되고 있는 

가스터빈복합발전소의 설계조건(운전조건)(9)을 기

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가스터빈의 압축비는 

15.4, 압축단수는 18단, 터빈의 팽창단수는 3단, 
터빈입구온도는 1328℃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터
빈냉각을 모사하기 위하여 압축기를 통해 연소기

로 공급되는 유체의 일부를 바이패스 시키는 구

조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가스터빈 출구의 배열

을 이용한 스팀터빈 사이클은 고압/중압/저압의 3
단으로 구성하였고, 연소기에서의 압력손실과 열

손실은 해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Table 1에 자세

한 해석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 해석결과

3.1 효율계산

각 사이클의 Net 출력 및 Net 효율은 아래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ystem Net Power = ∑(turbine power production)
            - ∑(BOP power consumption)
            - O2 production power
            - CO2 liquefaction power
System Net Efficiency
      = Net Power / (LHV × Fuel Supply)

component item unit value

GT

Compressor
(C)

pressure ratio -- 15.4
stage -- 18

isentropic
efficiency % 87

Turbine
(IPT)

pressure ratio -- 14.7
stage -- 3

isentropic
efficiency % 90

TiT ℃ 1328
LPT

(Graz cycle, 
Water cycle)

outlet pressure kgf/cm2 0.1
isentropic
efficiency % 90

Turbine 
cooling

bleeding from compressor
(C18→T3, C13→T2, C9→T1)

Gas  : 4%/stage × 3stage = 12%
Water : 2%/stage × 3stage = 6%

Generator efficiency % 99

Oxy-Fuel
Combustor

fuel -- NG(22)

CH4 % 91.3
C2H6 % 5.4
C3H8 % 2.1

C4H10 % 1.0
N2 % 0.2

LHVav kJ/kg 49234.6
excess O2 % 2

pressure loss % 0
heat loss % 0

ST

HPST

inlet pressure kgf/cm2 124.6
outlet pressure kgf/cm2 26.6

isentropic
efficiency % 90

TiT ℃ 560

IPST

inlet pressure kgf/cm2 23.6
outlet pressure kgf/cm2 4.22

isentropic
efficiency % 90

TiT ℃ 560

LPST
inlet pressure kgf/cm2 4.22
outlet pressure kgf/cm2 0.05

isentropic
efficiency % 90

Generator efficiency % 99

HEX

HRSG
ΔTpinch point ℃ 20
ΔTpinch point

(LPT of M-Graz 
Cycle & M-Water 

Cycle)
℃ 80

Recuperator effectiveness kgf/cm2 90

Condenser
type surface condenser

pressure dorp % 0
ΔTcoolant ℃ 7

Aux. 
Power

O2 production energy kWh/ton 237.9(21)

CO2  liquefaction energy kWh/ton 96.0(21)

Pump / 
Vacuum 
Pump

isentropic
efficiency % 70

motor
efficiency % 95

Table 1 Input Condition for Efficiency Calculation

산소생산전력과 CO2 액화전력은 PAK 등(21)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연료의 발열량(LHV)은 천

연가스(NG)의 조성(22)을 바탕으로 평균값을 계산

하여 사용하였다.

3.2 계산결과

Table 2에 계산의 세부결과를 정리하였다. 문헌

에는 두 가지의 Graz 사이클이 보고되고 있는데, 
두 사이클 중 S-Graz 사이클이 더 높은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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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
GT-CC SCOC-CC S-Graz 

Cycle
Water 
Cycle

M-Graz
Cycle

M-Water
Cycle

Total Power Generation 100% 100% 100% 100% 100% 100%

Mian
Cycle

IPT 128.23% 85.66% 107.69% 81.76% 106.91% 66.61%
C (compressor) 63.12% 29.37% 36.21% 35.95% 0.00%

(IPT-C)×(ηgen=99%) 64.46% 55.73% 70.77% 80.94% 70.25% 65.95%
HPT 15.51% 19.25% 15.39% 24.50%
LPT 14.02%

(HPT+LPT)×(ηgen=99%) 0% 0% 29.23% 19.06% 15.24% 24.25%

Bottoming
Cycle

HPST 8.01% 9.98%
IPST 10.70% 13.33%

LPST 17.19% 21.41% 14.65% 9.90%
(HPST+IPST+LPST)×(ηgen=99%) 35.54% 44.27% 0% 0% 14.51% 9.80%

Total Power Consumption ( + ) 1.09% 18.39% 17.08% 23.43% 26.09% 19.14%
    Mechanical BOP Total 1.09% 1.51% 1.87% 8.06% 12.16% 3.21%

Bottomong ST HP pump 0.48% 0.60%
Bottomong ST IP pump 0.02% 0.02%

LP condensate pump 0.08% 0.10% 0.04% 0.01%
Bottomong ST cooling water pump 0.52% 0.65% 0.57% 0.48%

Cooling water pump for CO2 separation 1 0.16% 0.56% 0.57% 0.05% 0.19%
Cooling water pump for CO2 separation 2 0.08% 0.08%

Vacuum pump(compressor) 0.67% 4.66% 11.01%
High perssure water pump for HPT 0.53% 0.52% 0.53% 0.70%

Fuel compressor for Water-cycle 0.52% 0.43%
O2 compressor for Water-cycle 1.70% 1.40%

    O2+CO2 Total 0% 16.87% 15.21% 15.37% 13.93% 15.93%
O2 production power 0% 12.53% 11.79% 11.92% 11.70% 12.72%

CO2 liquefaction power 0% 4.34% 3.42% 3.46% 2.23% 3.22%
Gross Power(w/o O2&CO2)(= ) 98.91% 98.49% 98.13% 91.94% 87.84% 96.79%
Net Power (with O2&CO2)(= ) 98.91% 81.61% 82.92% 76.57% 73.91% 80.86%
Fuel supply (NG supply × LHV of NG) 169.95% 178.40% 167.82% 169.67% 166.61% 181.07%
Gross Efficiency (= ÷ ) 58.20% 55.21% 58.47% 54.19% 52.72% 53.46%
Cycle Net Efficiency(= ÷ ) 58.20% 45.75% 49.41% 45.13% 44.36% 44.66%0  Efficiency Reduction (= ) 0% 9.46% 9.06% 9.06% 8.36% 8.80%

Table 2 Calculation Results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3) Original Graz 사
이클은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순산소 연소를 적용한 사이클의 경우 총 발전

량(발전기 출력)의 12% 가량이 산소생산에 소비

되고 있으며, 3~4% 정도가 CO2 액화에 사용되고 

있다. Water 사이클과 M-Graz 사이클의 경우에 

기계적인 장치에 소비되는 전력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데, Water 사이클은 대용량의 진공펌프

를 필요로 하며, M-Graz 사이클은 배가스를 3 
kgf/cm2로 가압하여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생산과 CO2액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시스템 전기효율은 기준사이클에 비하여 3~5%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산소생산과 CO2 
액화장치에 출력의 15~16% 정도를 소비하므로 

시스템 효율은 9~14%정도의 큰 차이를 나태내고 

있다. 순산소 연소를 적용한 사이클은 전체적으

로 50%미만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시된 

사이클 중 S-Graz 사이클이 49.4%로 상대적으로 

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압에서 응축기가 작

동하는 M-Graz 사이클과 M-Water 사이클은 각각 

44.4%와 44.7%로 비슷한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순산소 연소기술과 가스터빈을 연계한 다양한 

발전사이클에 대하여 열역학적 모델링과 효율평

가를 수행하였으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검토한 순산소 연소 발전사이클 중 S-Graz 

사이클이 49.4%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2) 순산소 연소 발전사이클은 발전량의 12% 

정도를 산소생산에, 3~4% 정도를 CO2액화에 소

비하게 되어 산소생산 및 CO2액화를 미고려시에 

비하여 9% 정도 효율이 감소한다.
(3) 순산소 연소 발전사이클과 공기연소 가스터

빈 복합사이클비교하면 사이클의 열역학적인 차

이, 산소생산전력, CO2 액화전력 등으로 인해 

9~14% 정도 낮은 효율을 나타낸다.
(4) 본 연구에 이어 효율저하를 최소화하기 위

한 새로운 개념의 사이클 도출, 경제성 분석 등

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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