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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열교환기의 압력강하에 따른 천연가스 액화용 온 캐스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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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가스는 -160℃까지 냉각  액화되어 액화천연가스(LNG)가 되고, 이때 LNG의 체 은 천연

가스의 1/600로 어든다. 이로 인해 LNG는 수송시에 이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액화용 

온 캐스 이드 냉동사이클의 LNG 열교환기내 냉매와 천연가스의 압력강하가 액화사이클에 미치는 향

을 악한 후, LNG 열교환기 설계시 압력강하에 한 기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HYSYS를 

이용하여 온 캐스 이드 액화사이클 내 LNG 열교환기의 압력강하에 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온 액화사이클의 압축일량과 성능계수(COP)의 증가로부터, LNG 열교환기 내의 압력강

하는 50 kPa정도를 기  설계 압력강하로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천연가스액화공정, 압축일량, 캐스 이드 냉동사이클, 압력강하, LNG 열교환기, 성능계수

Abstract: Natural gas is converted in to LNG by chilling and liquefying the gas to the temperature of 
-162℃, when liquefied, the volume of natural gas is reduced to 1/600 of its standard volume. This gives 
LNG the advantage in transport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pressure drop of refrigerant and 
natural gas in the LNG heat exchanger of cryogenic cascade refrigeration cycle were investigated and then 
the design criteria for the pressure drop of refrigerant and natural gas of the LNG heat exchanger were 
proposed. The pressure drop of the cascade liquefaction cycle was investigated and simulated using HYSYS
software.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essure drop in the LNG heat exchanger is set to 50 kPa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he compressor work and COP of cryogenic cascade liquefaction cycle.
Key w ords: Liquefaction process of natural gas, Compressor work, Cascade refrigeration cycle, Pressure drop, 
LNG heat exchanger,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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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지역의 불안으로 인해 유가 상승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시 에서, 체 에 지원으로서 천

연가스(Natural gas)에 한 심이 어느 때보다 높

아지고 있다. 이러한 에서 천연가스는 향후 수

십 년 동안 석유를 체할 유력한 에 지원으로 

각 받게 될 것이다. 재 우리나라는 LNG 수송선

을 이용하여 생산지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수입

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해마다 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내의 LNG 액화기술은 아



LNG 열교환기의 압력강하에 따른 천연가스 액화용 온 캐스 이드 냉동사이클 특성  29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6권 제6호, 2012. 9  / 757

직 기 단계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스공사를 심으로 

LNG 액화사이클에 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천연가스 액화

사이클 개발 혹은 기존 액화사이클의 개선을 통한 

고효율화 등이고, 이외에도 LNG 열교환기나 압축

기와 같은 요소부품에 한 실용화 기술이다. 이러

한 기술 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액화사이클 개발 

기술은 핵심기술로서, 몇몇의 외국 선진 업체들이 

독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랜트 건설

에 있어서도 처리공정, 주변장치 설계  단순 

건설 역에 국한되어 있어, 새로운 액화사이클 개

발에 한 요구가 실하다. LNG 액화 랜트 시

장은 일본과 미국의 유율이 97로 독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LNG 액화 랜트 련 특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에 머

물러 있는 실정이다[1,2].
LNG 액화사이클과 련된 종래의 연구를 살펴

보면, 우선 Phillips사의 Andress 외는 Optimized 캐
스 이드 공정의 발 사에 해 범 하게 기술

하 으며, Terry 외[4]는 HYSYS를 이용하여 다양

한 액화 사이클들을 해석하여 비교  분석하 다. 
Qualls 외[5]는 Phillips Optimized 캐스 이드 액화

공정의 성능향상을 한 개선방법에 하여 발표

하 다. Morosuk 외[6]는 캐스 이드 액화공정의 

유효일을 분석하 으며, Pop 외[7]는 2단 캐스 이

드 액화공정에 한 비가역성을 분석하 다. 
Qualls 외[8]는 Phillips Optimized 캐스 이드 공정

에 액체 팽창기를 용하여 J-T 밸 로 팽창할 때 

보다 열효율이 0.61%, LNG 생산량이 약 7%증가

할 수 있다는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 다. 국내

에서는 Yoon 등[9-11]이 HYSYS를 이용하여 캐스

이드 공정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Phillips 캐스 이드 액화사이클의 효율 등을 비교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온 사이클의 

개선을 통한 효율향상  다른 연구자와의 비교 

등에 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표 인 요소

부품인 열교환기의 성능  압력강하가 캐스 이

드 액화사이클의 성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의 근은 최근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한 온 열교환기의 

개발에 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YSYS를 이용하여 

온 LNG 열교환기의 설계시 냉매와 천연가스의 압

력강하가 액화사이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천연가스 액화공정에 필요한 LNG 열교환기의 압

력강하에 한 기 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액화사이클과 시뮬 이션 방법
2.1 캐스 이드 액화 사이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C3H8-C2H4-C1H4 
(Propane-Ethylene-Methane)냉매용 캐스 이드 액화

사이클의 개략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3개의 독립 인 사이클 즉, 로  사이클, 에
틸  사이클, 메탄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로  사이클의 증발기는 LNG 열교환

기 Ⓐ에서 Ⓒ까지, 에틸  사이클의 증발기는 Ⓓ에

서 Ⓔ까지, 메탄 사이클의 증발기는 Ⓕ에서 Ⓗ까지 

각각 냉매로써 작용하여 Feed gas를 액화시킨다. 
그리고 3개의 독립된 냉동사이클에서 로  사

이클의 증발기는 에틸  사이클의 응축기 역할을 

하며, 에틸  사이클의 증발기는 메탄 사이클의 응

축기 역할도 한다. 천연가스는 8개의 LNG 열교환기

를 통과하면서 단계 으로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즉 천연가스는 로  사이클 증발기(Ⓐ~Ⓒ)에

서 약 -40℃까지, 에틸  사이클의 증발기(Ⓓ~Ⓔ)에
서 약 -80℃정도까지, 메탄 사이클의 증발기(Ⓕ~Ⓗ)
를 지나고 팽창밸 (⑨-⑩사이)를 거쳐 -162℃정도

의 액화된 천연가스(LNG)로 된다. 이때 LNG의 액

화율은 팽창밸 (⑨-⑩사이) 통과시 발생되는 가스

로 인해 약 90% 내외가 된다. 
세계 곳곳의 가스 에서 추출되는 천연가스의 

조성비는 다르기 때문에 HYSYS를 이용하여 

온 액화사이클을 시뮬 이션 할 경우 그 결과값도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용되고 있

는 나이지리아 가스 의 천연가스 조성비[6]를 

HYSYS에 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이러한 가

정조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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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tailed configuration of cryogenic cascade cycle using C3H8-C2H4-C1H4

2.2 시뮬 이션 가정 조건

Table 1은 HYSYS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하기 

해서 필요한 가정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천연가

스의 유량은 트 인 용량 5 MTPA(Million Ton Per 
Annum)를 기 으로 설정하 고, 이는 한국가스공

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 이다. 

2.3 상태방정식  성능평가 지표

천연가스는 메탄, 에탄, 로 , 부탄, 질소, 에
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

는 혼합물이다. 

Table 1: Modeling assumptions of cryogenic cascade 
refrigeration cycle[12].

Feed gas mass flow [kg/s] 158.5

Feed gas temperature [℃] 32

Feed gas pressure [kPa] 5,000

Liquefaction temperature [℃] -162

Air cooler outlet temperature [℃] 40

따라서 혼합물에 한 상태방정식은 각 성분 간

의상호작용 계가 포함되어 있는 Peng-Robinson 
식을 용하 다. 

그리고 천연가스 혼합물의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Lee-Kesler-Plocker 식을 용하여 계산하 다. 

2.4 열역학  계산식

본 시뮬 이션에서는 온 액화 사이클의 성

능을 나타내기 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와 련된 수식들은 다음과 같다. 

Qe G⋅hevao hevai   (1)

WcG⋅hcomo hcomi   (2)

COP Wc
Qe  (3)

여기서, Qe는 천연가스로부터 제거되는 열량, Wc
는 압축기에서 소요되는 일량, COP는 온 액화

사이클의 성능계수, G는 냉매 순환량, h는 엔탈피

를 나타낸다. 



LNG 열교환기의 압력강하에 따른 천연가스 액화용 온 캐스 이드 냉동사이클 특성  31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6권 제6호, 2012. 9  / 759

Figure 2: Effect of pressure drop of heat exchanger 
on COP and specific power.

3. 시뮬 이션 결과  고찰
식 (1)∼ (3)을 이용하여 LNG 열교환기내 냉매

와 천연가스의 압력강하 변화에 따른 온 액화

사이클의 압축일량과 압력강하를 구하 으며, 그 

결과를 Figure 2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2에서 알 수 있듯이, LNG 열교환기내 냉매와 천연

가스의 압력강하가 0 kPa일 경우에는 COP는 1.76, 
압력강하가 100 kPa일 경우에는 1.42로 평균 

23.8%정도 감소하 는데, 이는 압축일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단된다. 

Figure 3: Effect of pressure drop of heat exchanger 
on the compressor work growth.

한 의 결과로부터, COP는 서로가 반비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은 LNG 열교환기 내 냉매와 천연가스

의 압력강하 변화에 따른 압축일량 증가량 추이

를 나타낸 것이다. LNG 열교환기 내 냉매와 천

연가스의 압력강하가 증가할수록 압축일량은 선

형 으로 증가하 다. LNG 열교환기내 압력강하

가 50 kPa까지는 약 7.85 MW 정도에서 압축일량 

증가가 거의 없지만, 50 kPa 이후부터는 완만하

게 증가하 다.
LNG 열교환기내 압력강하가 50 kPa 이상부터는 

체 LNG 열교환기가 8개이므로 그 합은 400 kPa
가 된다. 이에 메탄사이클의 세번째 압축기에서 압

력의 변 는 400 kPa이므로 이를 감당할 수있는 

범 를 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때문

인지 LNG 열교환기의 구조상 문제인지는 정확하

게 알 수 없지만, 실제 나이지리아 가스 에서 사

용하고 있는 LNG 열교환기내 압력강하는 50 kPa
정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Table 1의 결과값은 LNG 열교환기내 냉매와 천

연가스의 압력강하를 50 kPa정도로 가정하여 나온 

것이다. Feed gas의 온도는 305.2 K부터 시작하여 

로  사이클의 냉과정을 거치며 248.5 K로 낮

아졌고 에틸  사이클의 상변화 과정을 거치며 

183.5 K로 되었다. 

Enthalpy

Figure 4: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feed gas 
and refrigerants of LNG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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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메탄 사이클의 과냉과정을 거치며 123.8 
K까지 냉각된다. 마지막 LNG 열교환기의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팽창밸 의 역할은 장 탱크의 압

력인 약 120 kPa을 맞추기 한 것이다. 그리고 ①

∼④ 구간까지는 냉매 증기 상태로 유지되면서 

냉되고, ④∼⑥ 구간까지는 액과 증기가 공존하는 

상태(이상류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⑥ 이후

로는 냉매액 상태를 유지하며 차 온도가 낮아졌

으며, ⑨∼⑩ 구간은 팽창밸 를 통과하면서 액의 

일부가 냉매증기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각각의 LNG 열교환기내의 엔탈피 

변화에 따른 냉매와 천연가스의 온도변화 계를 

나타낸 것이다. LNG 열교환기내 냉매와 천연가스

는 향류이므로 천연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냉매온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Figure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캐스 이드 액화

방식의 특성상 냉매의 온도곡선은 천연가스의 온

도곡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열교환이 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3H8-C2H4-C1H4 캐스 이드 

액화사이클에서 LNG 열교환기내 압력강하는 50 
kPa정도로 설계해야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압력

강하값은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기본 설계값으로 

활용가능하리라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3H8-C2H4-C1H4를 사용하는 

온 캐스 이드 액화사이클의 LNG 열교환기의설계

시 냉매와 천연가스의 압력강하가 액화사이클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LNG 열교환기내 냉매와 천연가스의 압력

강하 증가로 인해 COP는 1.76에서 1.34로 평균 

23.8%정도 감소한다. 그리고 LNG 열교환기내 압

력강하는 50 kPa보다 더 클 경우에 압축일량이 

폭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LNG 열교환기 설계시 

액화사이클의 효율을 고려하여 열교환기 내 압력

강하는 50 kPa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

된다. 따라서 LNG 열교환기내 압력강하가 일정한 

값 이상에서 압축일량의 증가가 커지는 것을 감안

한다면 LNG 액화사이클의 열교환기 내 압력강하 

기 값을 제시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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