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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1st July 2012, the our Goverment and KOGAS have been adopting a calorific

value range system from the standard calorific value system. Domestic power plant

companies and KOGAS have asked GT manufacture about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calorific value.

We received GT manufacture's answer to the question on April 12.2011. Gas

components of some GT models were limited to no more than 9% of the C2+ content.

Now some of GTs remain under debating whether effects on variation of gas heating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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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세계적으로 고열량의 천연가스가 줄어들

고 PNG, Shale gas 등 저열량의 가스가 늘어나

고 있어 현재의 표준 열량을 맞추기 위해 고열량

의 천연가스를 고비용으로 수입함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열량제도를 현행 표준 열량제 1

0,400㎉/N㎥에서 중간 조정기간을 두고 2012.07.0

1부터는 최저 10,100㎉/N㎥을 유지하고 2015년

이후 9,800~10,600㎉/N㎥ 열량범위제도로 변경

추진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발전사들과 KO

GAS는 기 설치된 가스터빈 기기에 열량 저하가

미치는 영향을 제작사 측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

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

다.

또한 지속적으로 천연가스의 열량이 감소될 것

을 대비하여 저 열량의 천연가스의 사용이 발전

연료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가 필요

하다. 이미 천연가스 열량범위제도 시행에 따른

발전설비 성능 영향은 가스터빈 가중평균출력은

0.20% 상승, 가중평균효율은 0.03% 저하되고, 복

합화력 가중평균출력은 0.19 % 상승, 가중평균효

율은 0.16 % 저하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1).

본 연구는 열량제도 변경에 따라서 기존 가스

터빈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검토하여 운전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제작사별로 질의를 통해 가스터빈 제

작사측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열량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도 개선 이후 공급

될 가스연료에 대하여 정부와 KOGAS, 전력연구

원 등과 선행연구를 수행하였고, 필요에 따라 가

스터빈 제작사 측과 연료호환성 연구(fuel study)

가 이루어졌었다. 새로운 열량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약 2년 정도 현장지원 및 필요시 설비 보완

을 위해 준비기간을 두었다.

추진단으로 구성된 KOGAS, 전력회사 및 관련

사를 중심으로 향후 사용될 연료에 대하여 공동

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만들어 가스터빈제작사에

답변서를 의뢰하였다.

2. 열량변화가 가스터빈에 미치는 영향

열량 즉 조성변화가 가스터빈 연소기기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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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2.1 MWI(Modified Wobbe Index)

연료의 호환성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검토에서는 동일연로로 기존열량에 비해 다소

높거나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스기기에서 민감

한 출력변화 차이 및 설계 범위를 알 수 있는

Wobbe Index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지수는

확산화염 연소기에 적합하고 새로운 희박 예혼합

연소기는 Modified Wobbe Index가 더 적합하

다.1)는 보고가 있고 대부분의 제작사에서도 MW

I를 출력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1)

  


---(2)

가스터빈 제작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

상적으로 MWI±5% 범위 내에서의 열량변화에

대하여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2.2 Combustor operability criteria

Fig. 1 Acceptable window for GT

다음과 감은 기본적인 연소기 운전성 판단기준

을 만족한다면 열량이 변화하여도 터빈연료로 사

용될 수 있다.

- robustness to auto-ignition

- robustness to flashback

- emissions compliance

- acceptable combustion dynamic pressure

- robustness to LBO(Lean Blow-Out)

Fig.1처럼 가스터빈연소기의 허용 운전범위

(acceptable window)가 좁아 연소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해 가스터빈 연료사양에 대한 규정을 두

고 조성변화등을 제한하고 있다.

Fig. 2 Typical data of MWI limits & effect of

Fuel Gas Temperature(FGT)

기존가스터빈에서 열량제도 변경에 따라 열량이

다른 가스연료에 대한 MWI가 Design MWI로

부터 멀리 떨어진 운전점에서 작동한다면 높은

불안정성과 LBO의 위험이 증가하여 하드웨어의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안정

성과 emission은 항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유지해

야 한다.

열량제도 변경에 의해 연료로 바뀌었을 때 한쪽

의 limit에 상당히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허용

가능한 한계 내에서 연소 파라미터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연소불안정성과 배출에 있어서 튜닝과

같은 약간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그러

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불안정

성, emission이나 LBO 발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서 손상과 강제 정전이 일어

나고 게다가 잠재적인 trip과 runback이 발생할

수도 있다. Manual DLN 튜닝이나 Autotune

system을 통하여 연소 시스템의 조절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manual DLN tuning은 튜닝동안 출

역에 제한이 요구되나 Autotune은 연료변화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발전사에서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조심스

런 의견이 있다.

3. 열량변화에 따른 가스터빈 대응방안

국내 공급 설치 운전되는 가스터빈 제작사는 5

개사이고 약 oo여기 이상 보급되어 있다.

열량변화에 따른 가스터빈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그 대응방안으로는 제작사별로 차이가 있

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A사의 경우 C2+와 H2가 9% vol보다 클 경우

flashback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며 이는

가스터빈 구조와 관련 있다. 연소기가 2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델의 경우 첫 번째 연소기에서

연소 후 팽창을 거친 후에 한 번 더 연소기를 통

과하고 터빈에서 팽창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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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에서 첫 번째 연소기, 터빈을 통과한 온

도가 set point로 일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C

2+와 H2 가 9% 이상일 경우 set point를 조절해

야 한다.

이러한 조절을 하는 대응방법으로 GC(gas chr

omatograph)를 사용한 조절은 약 15분정도가 걸

리지만 적외선센서를 사용한 fuel flexibility pack

age를 설치한다면 20초만에 set point 설정이 가

능하여 거의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하다.

C2+와 H2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WI변화가 1

0% 이하일 경우 연료가 호환 가능하다.

S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사용된 연료조성을

분석해보았을 때 향후 공급될 연료들의 변화폭이

미미한 정도로 터빈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가스터빈의 시동능력이나 NOx 배출을 위해

연소시스템 튜닝을 추천하였다. 연소시스템 튜닝

을 위해 fuel gas analyzer와 wobbe controller등

의 연소기 setup을 설치하면 보다 쉽게 튜닝할

CH4 C2H6 C3H8 I-C4H10 N-C4H10 I-C5H12 N-C5H12 N2 CO2
LHV

(MJ/kg)
LHV

(MJ/m3)
HHV

(MJ/kg)
HHV

(MJ/m3)

91.332 5.363 2.136 0.459 0.476 0.015 0.002 0.217 0.000 49.304 39.205 54.592 43.542

Table. 2 Composition and Heating Value of Conventional Gas before July 2012

Items CH4 C2H6 C3H8 I-C4H10 N-C4H10 I-C5H12 N-C5H12 N2
LHV

(MJ/kg)

LHV

(MJ/Nm3)

HHV

(MJ/kg)

HHV

(MJ/Nm3)

Average 92.562 5.039 1.622 0.322 0.283 0.012 0.001 0.159 49.446 38.754 54.778 42.859

Momentary

Low Limit
96.649 2.907 0.376 0.037 0.024 0.002 0.000 0.005 49.850 36.883 55.312 41.030

Momentary

High Limit
89.718 6.250 2.680 0.546 0.623 0.019 0.005 0.159 49.243 39.976 54.491 44.378

Table 4 Composition and Heating Value of LNG which are supposed to supply to power plant

수 있다는 의견이다.

G사의 경우 설계 MWI±5% 값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운전점에서 작동한다면 높은 불안정성과

LBO 가능성 때문에 하드웨어의 수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가능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튜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pflex

auto tune의 경우 유닛을 계속적으로 작동시키면

서 실시간으로 튜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M사의 경우 연소기내 압력 불안정성이나

NOx 배출 때문에 대부분의 site에서 연소기 튜

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일부는 연소기 연료 공

급 노즐 및 일부 control valve의 설계 변경이

요구되었다.

A사의 특정 모델을 제외하고는 희박 예혼합

연소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

료조성이 변화하였을 때 연소기내 압력섭동과

NOx 배출의 증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소기

튜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각 제작사별로 WI나 MWI의 디자

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G사의 경우

MWI=±5%인데 Table 1 이나 Table 2의 연료는

사실상 현재 사용연료에 비해 변화폭이 크지 않

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 설계범위 MWI=±5%의

한계 근처라면 연료변화폭이 적더라도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현재 운전되고 있는 상태가 이미 설계범위를

벗어난 site도 있다. 이러한 site들의 경우 열량변

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기

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량변

화와 연계하여 autotune의 설치, MWI 조절을 위

해 연료 공급온도 변동, 공급연료밸브 교체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운전상태가 이미 설계범위를 벗어난 경우,

연료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단순히 연

료조성만의 영향인지 설계오류나, 설비개선과정

에서 주요구성품의 부조화 등 설계조건을 벗어

나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

다.

비용보상으로 연계될 경우 측면에서 소송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LNG 수입사와 가스배관망 회사 사이의 소송이

발생되었으며, 최대/최소 Wobbe Index, 최대 /최

소 heat value, 탄화수소 성분 농도 제한 값, 불

활성 가스 성분 농도 제한 값, MWI 변화율 등

이 분쟁 내용이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가스공

급사, LNG 수입사, 발전사에서 design wobbe

index 범위를 제시하였고, 각 가스터빈 제작사에

서 Modified Wobbe Index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조성별 표준 호환성 범위

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보상에 대

한 결정을 내렸다.

WI의 경우 기 사용되던 연료 스펙과 가장 유

사한 범위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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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열량변화에 따른 가스터빈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종협의를 진행하고 있

다.

표준열량제도에서 가스열량제도로 변경되면서

가스에 대한 변동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

황에서 제도 시행이후부터는 열량변화에 대한 기

기의 대응운전방안도 수립하여 운전해야 한다.

물론 가동하는 가스 연소기기의 경우 주기별로

기기의 조정(tunning)이 필요하다.

특히 가스터빈의 경우의 튜닝으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외기조건이 상당히 변할 때나 연료조성

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때, 정상상태 초과, 하드

웨어 신설치, 기존 또는 신규로 추가, 제거시 등

의 요인이 발생 할 때 실시한다.

제도변경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체기기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연료조성변화 뿐만이 아닌 그

외에 관련되는 대응운전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운전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게 한 기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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