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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분을 가지는 천연가스의 연소특성 및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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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investigation into the gas interchangeabilit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natural gas with various compositions was performed. In order to

suggest the appropriateness of gas interchangeability using the specific gravity(SG) and

the Wobbe index(WI) values, combustion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 incomplete

combustion and flame lifting, were measured and observed for the upper and lower

limits using the gas-oven as a domestic partial-premixed type appliance and the

condensing boiler as a domestic premixed typ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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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공해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고, 배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적으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1] 이로 인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

는 발열량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PNG,

shale LNG와 같은 저열량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

가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조성이 일정

하고 열량이 높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

다. 향후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과 수요량 증가로

저열량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열량 및 조성이 바

뀌게 되고 이는 가스기기의 화염안정성, 산업공

정의 열효율, 공해물질 및 내구성 등의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2,3] 가스연료의 호환성이

란 동일한 가스 공급 조건에서 화염안정성, 성능,

공해물질 배출특성 등에서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가스를 기존가스와 호환성 있다고 정의하

며, 호환 가능한 가스의 범위를 연료 물성 혹은

연소특성지수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을 호환성

판정법이라 한다. 호환성판정법은 AGA판정법[4],

Weaver판정법[5]등과 같이 화염부상지수, 불완전

연소지수, 역화지수 등의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

여 호환성 판정여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Dutton

diagram[6], S-diagram[7]과 같이 각각 웨버지수

와 등가가스 중 프로판+질소의 함유량(PN), 웨버

지수와 비중으로 호환성 판정여부를 결정하는 도

표형식의 호환성 판정법이 있다. 이러한 호환성

판정법은 해당국가의 가스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연소기기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구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소기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다양

한 성분의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들의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의 가스 사용 환경에 적합한 독자

적인 호환성 판정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중과 웨버지

수를 갖는 등가가스를 이용하여, 웨버지수와 비

중의 변화에 따른 화염부상, CO 및 NOx 배출농

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결과를 이용하

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의 사용범위를

예측하고, 도표형식의 호환성 판정법 중 비중과

웨버지수로 호환성 판정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S-diagram과 유사한 호환성 판정법을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의 계략

도이다. 천연가스를 모사할 수 있는 등가가스를

사용하였으며, 등가가스의 범위는 비중 0.6-0.75,

웨버지수는 49-59.5 MJ/Nm
3
의 가스를 사용하였

다. 가스기기는 부분예혼합 방식의 가스레인지와

예혼합 방식의 보일러를 사용하였으며, KS규격

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CO와 NOx 배출농도를

측정하였고, 화염부상 현상을 촬영하였다.

Fig. 2는 KS규격 냄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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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한 범위의 웨버지수와 비중의 가스를 공급하였을

때 화염부상 발생정도를 촬영한 사진이다. 비중

이 바뀌어도 공급한 가스의 웨버지수가 동일하

면, 화염부상 발생정도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스의 공급압력과 공기량이 일정

하면, 웨버지수는 당량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가스기기에 공급되는 가스의 웨버지수

와 당량비가 각각 55 MJ/Nm
3
, 2.17이라면, 웨버

지수가 49 MJ/Nm3인 가스로 바꿨을 때, 당량비

는 웨버지수의 변화비율(약 11% 감소)과 같은

1.93(약 11%감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웨버지수가 동일한 경우 비중이 증가할수록

화염부상의 발생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

(a)

(b)

(c)

(d)

Fig. 2 Images of the flame lifting from the

gas-oven: (a) WI = 49.0 MJ/Nm
3
, (b) WI = 52.0

MJ/Nm3, (c) WI = 53.0 MJ/Nm3 and (d) WI = 55.0

MJ/Nm3.

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웨버지수가 동일할 때 비

중이 증가하면서 연소속도가 빨라지고, 혼합기의

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Fig. 3은 KS규격의 측정방법으로 다양한 범위

의 웨버지수와 비중의 가스를 공급하였을 때 가

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CO와 NOx의 배출농도

를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CO 배출농도를 살펴

보면 웨버지수가 동일한 경우 비중이 증가할수록

CO 배출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중이 동일할 때, 웨버지수가 증가할수록

CO 배출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웨버지수가 증가할수록 등가가스 중 메탄과 프로

판의 함유량이 증가하여 불완전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비중이 증가할수록 CO 배출농도가 증

가하는 것은 연료성분 중 프로판의 함유량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웨버지수와 비중이 증가

할수록 NOx 배출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웨버지수와 비중이 증가할수록, 화염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4는 다양한 범위의 웨버지수와 비중의 가

스를 가정용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예혼합 버너에

공급하였을 때 화염부상 발생정도를 촬영한 것이

다. 비중에 상관없이 웨버지수가 감소할수록 화

염부상 발생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웨버지수가 감소할수록 등가가스 중의

질소의 함유량이 증가하고, 연소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웨버지수 53 MJ/Nm3에서 부상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KS규격의 측정방법으로 다양한 범위

의 웨버지수와 비중의 가스를 예혼합 방식의 가

정용 보일러에 공급하였을 때 CO 및 NOx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비중에 상관없이 웨버지수가 증가할수록 CO

배출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웨버지

Fig. 3 CO and NOx concentrations when varying
values of the WI and the SG for the gas-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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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Images of the flame lifting from the boiler:
(a) WI = 49.0 MJ/Nm

3
, (b) WI = 52.0 MJ/Nm

3
, (c)

WI = 53.0 MJ/Nm3 and (d) WI = 55.0 MJ/Nm3.

수가 동일한 경우 비중이 바뀌더라도 CO 배출농

도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웨버지수

가 동일한 경우 당량비가 동일하기 때문이며, 가

스레인지와 다르게 CO에서 CO2로 전환할 수 있

는 연소실내부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추

가적으로 웨버지수 58 MJ/Nm3이상에서 CO 배

출농도가 2000ppm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KS규격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웨버지수 58 MJ/Nm3이상의 가스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NOx 배출농도의 가스레

인지의 결과와 같이 비중에 상관없이 웨버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웨버지

수가 동일할 때 아주 조금씩 NOx 배출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CO and NOx concentrations when varying
values of the WI and the SG for the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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