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바이오가스(biogas)는 일반적으로 혐기성 소화공정

을 거친 소화가스(digester gas)와 매립지의 매립가스

(landfill gas)를 일컫는 신재생연료 중의 하나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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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가스의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 5MW급 바이오 가스터빈을 운전하기 위한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의 혼합용 혼합챔버의 성능에 대한 수치해석 및 실증 시험을 수행한 것이다. 혼합챔버의 성능에 대한 
수치해석으로 혼합챔버 출구부분에서의 불균일도와 압력강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불균일도는 최소 0.05%에서 
최대 0.16%로 이는 99%이상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가 혼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압력강하는 입구압력 5bar대비 
최소 0.07%에서 0.17%로 0.2%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 외기온도 15℃조
건에서 바이오가스를 20.0Nm3/min, 도시가스를 12.0Nm3/min 공급할 경우 5MW급 바이오 가스터빈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혼합챔버, 정적혼합기,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불균일도, 압력강하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a static mixer for mixing of biogas 
and town gas by numerical analysis and demonstration test. The reason for designing a static mixer is 
that there is a need to mix town gas with biogas when there is less production of biogas in biogas sites. 
Non-uniformity in the outlet section was calculated for investigating the performance of a static mixer. 
Non-uniformity was based on the mole fraction of methane in a mixture of biogas and town gas. Low 
non-uniformity means that biogas and town gas are mixed well through this static mixer. Also, pressure 
drop at the outlet section of a static mixer was calculated. The pressure drop is less than 0.2% in this 
static mixer. This static mixer is suitable for applying to a 5MW bio-gas turbine through the demonstration 
test in the field.

Key words : Mixing Chamber, Static Mixer, Biogas, Town Gas, Non-uniformity, Pressur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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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가스의 주성분은 메탄(methane)과 이산화탄소(car-
bon dioxide)로 이 중 메탄이 발열량을 가진 성분이다. 
바이오가스 내의 메탄의 비율은 부피기준으로 보통 

50%에서 75%이며,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원료들에 따

라서 메탄의 비율은 달라진다[1-3]. 바이오가스는 기

존 화석연료 중 하나인 천연가스에 비하여 단위 부피

당 저위 발열량이 작다. 그러나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엔

진, 가스터빈 등의 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9].
본 연구 또한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를 

5MW급 발전용 가스터빈의 연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가스터빈의 연료로 공급되는 바이오가스는 인천에 위

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의 바이오가스 생산시

설에서 공급을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

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시간당 바이오가스의 

최대 공급 유량이 5MW급 발전용 가스터빈의 운전 

가능한 요구 유량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

으로 도시가스(town gas)를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즉, 순수하게 바이오가스만으로 5MW급 발전용 

가스터빈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운전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

이오가스와 도시가스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챔버(mi-
xing chamber)를 설계 및 제작하기로 하였다. 우선, 
혼합챔버 성능에 관한 CFD해석 수행을 사전에 진행

하고, 이 후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혼합챔버를 제작

하여 5MW급 발전용 바이오가스터빈이 설치된 현장

에서 실증 시험을 통해 최종 성능을 검증하였다.
혼합챔버의 유형은 정적 혼합기(static mixer)를 선

택하였는데, 정적 혼합기는 상대적으로 유체의 혼합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산업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10-12]. 혼합챔버의 

설계는 (주)삼원밀레니어에서 하였으며, 설계도면은 Fig. 
1과 같다. 정적 혼합기 내부에 S자 형상의 부품(ele-
ment)들이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체가 이를 통

과하면서 상호간의 혼합이 이루어진다. 정적 혼합기의 

직경의 크기는 200mm이고 총 길이는 2300mm이다. 
혼합챔버의 성능과 관련하여 불균일도(non-uniformity)
와 압력강하(pressure drop)를 계산하였다. 불균일도는 

혼합챔버 출구 부분에서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로 이

루어진 혼합가스 내의 메탄 몰 비율(mole fractio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값과의 차이의 평균으로 (1)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max는 메탄 

몰 비율의 최대값을 의미하고  min 는 메탄 

몰 비율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는 메탄 

몰 비율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압력강하는 혼합챔버 

입구와 출구 부분에서의 최대 압력과 최소 압력의 차

이로 정의하였으며 계산식은 (2)와 같다. max 는 

혼합챔버 입구 부분의 최대 압력을 의미하며 min 
는 혼합챔버 출구 부분의 최소 압력을 의미한다. 혼합

챔버의 성능에 대한 CFD해석 프로그램은 FLUENT 
14.5를 이용하였다.

 × 

max min
×  (1)

∆max   min  (2)

Fig. 1. Schematic of the static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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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및 실증 시험

2-1. 수치해석 조건
혼합챔버 성능과 관련한 수치해석 조건은 Table 1

과 같으며, 5MW급 발전용 바이오 가스터빈을 제작하

는 (주)두산중공업에서 제시한 운전조건을 토대로 한 

것이다. 외기온도는 영하 40℃와 영상 15℃, 그리고 

영상 4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평균기온과 극악조

건을 반영한 것이다. 바이오가스의 유량은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내에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발생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소 

14Nm3/min에서 최대 20Nm3/min까지 발생한다. 도시

가스는 5MW급 발전용 바이오 가스터빈을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열량 중 바이오가스로 공급하는 

열량을 제외한 나머지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계산 결과 도시가스는 최소 13Nm3/
min에서 최대 20Nm3/min까지 공급한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바이오

가스와 도시가스의 질량 유량을 계산하였다. 바이오가

스와 도시가스의 질량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바이

오가스의 밀도와 도시가스의 밀도를 바이오가스의 조

성과 도시가스의 조성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바이오가

스와 도시가스의 조성은 부피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

이며 Table 2와 같다. 바이오가스는 메탄과 이산화탄

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탄의 부피비율은 60%이고 

이산화탄소는 40%이다. 이는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

설에서의정제 후 바이오가스 조성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는 메탄과 에탄 그리고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며 각각의 부피비율은 88.9%와 8.9%, 그리고 2.2%
이다. 도시가스의 성분은 한국도시가스협회의 LNG 
조성을 참고하였다. 바이오가스 조성과 도시가스 조성

을 통해 계산한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의 밀도는 각

각 1.156kg/m3와 0.761kg/m3이다.

2-2. 불균일도 수치해석 결과
Fig. 2는 Case 1과 Case 2의 혼합챔버 출구부분에

서의 메탄 몰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외기온도 영하 

40℃조건에서 바이오가스를 14Nm3/min, 도시가스를 

20Nm3/min만큼 공급하는 Case 1의 혼합챔버 출구부

분에서의 평균 메탄 몰 비율은 77%이며, 최소값은 

76.97%이고 최대값은 77.05%이다. 이를 통해 계산한 

불균일도는 0.05%이다. 외기온도 영하 40℃조건에서 

바이오가스를 20Nm3/min, 도시가스를 17Nm3/min만
큼 공급하는 Case 2의 혼합챔버 출구부분에서의 평균 

메탄 몰 비율은 73.27%이다. 메탄 몰 비율의 최소값

Temperature
(℃)

Biogas
(Nm3/min)

Town gas
(Nm3/min)

Case 1 -40 14 20

Case 2 -40 20 17

Case 3 +15 14 19

Case 4 +15 20 16

Case 5 +45 14 14

Case 6 +45 17 13

Table 1. Numerical analysis conditions

Biogas Town gas

Methane
(CH4)

60% 88.9%

Carbon dioxide
(CO2)

40% -

Ethane
(C2H6)

- 8.9%

Propane
(C3H8)

- 2.2%

Table 2. Gas compositions of biogas and town gas
Fig. 2. Mole fraction of methane (Case 1, 2)

Fig. 3. Mole fraction of methane (Cas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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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3.12%이고 최대값은 73.35%이다. 이 때의 불균

일도는 0.16%이다.
Fig. 3은 Case 3과 Case 4의 혼합챔버 출구부분에

서의 메탄 몰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외기온도 영상 

15℃조건에서 바이오가스를 14Nm3/min, 도시가스를 

19Nm3/min만큼 공급하는 Case 3의 혼합챔버 출구부

분에서의 평균 메탄 몰 비율은 76.64%이며, 최소값은 

76.58%이고 최대값은 76.7%이다 이를 통해 계산한 

불균일도는 0.08%이다. 외기온도 영상 15℃조건에서 

바이오가스를 20Nm3/min, 도시가스를 16Nm3/min만
큼 공급하는 Case 4의 혼합챔버 출구부분에서의 평균 

메탄 몰 비율은 72.85%이다. 메탄 몰 비율의 최소값

은 72.72%이고 최대값은 72.92%이다. 이 때의 불균

일도는 0.076%이다.
Fig. 4는 Case 5와 Case 6의 혼합챔버 출구부분에

서의 메탄 몰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외기온도 영상 

45℃조건에서 바이오가스를 14Nm3/min, 도시가스를 

14Nm3/min만큼 공급하는 Case 5의 혼합챔버 출구부

분에서의 평균 메탄 몰 비율은 74.47%이며, 최소값은 

74.31%이고 최대값은 74.57%이다. 이를 통해 계산한 

불균일도는 0.095%이다. 외기온도 영상 45℃조건에

서 바이오가스를 17Nm3/min, 도시가스를 13Nm3/min
만큼 공급하는 Case 6의 혼합챔버 출구부분에서의 평

균 메탄 몰 비율은 72.5%이다. 메탄 몰 비율의 최소

값은 72.38%이고 최대값은 72.56%이다. 이 때의 불

균일도는 0.068%이다. 이상의 Case 1부터 Case 6까
지 결과들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메탄 몰 비율

은 바이오가스의 공급 유량에 비하여 도시가스의 공

급 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값이 커지지만, 불균

일도의 경우 각각의 공급 유량 및 전체 공급 유량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압력강하 수치해석 결과
Fig. 5와 Fig. 6, 그리고 Fig. 7은 각각의 수치해석 

조건에서의 혼합챔버 내부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적색 영역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

고 청색 영역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

다. 혼합챔버 입구부분에서 출구부분으로 갈수록 배압

(back pressure)에 의하여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수치해석 조건에서 출구

부분의 압력과 입구부분의 압력차이는 Case 1에서 

697.3Pa, Case 2에서 852.6Pa, Case 3에서 532.2Pa, 
Case 4에서 656.4Pa, Case 5에서 356.2Pa, Case 6에서 

Mole fraction of CH4

(%)
Non

-uniformity
(%)Min. Ave. Max.

Case 1 76.97 77 77.05 0.05

Case 2 73.12 73.27 73.35 0.16

Case 3 76.58 76.64 76.7 0.08

Case 4 72.72 72.85 72.92 0.076

Case 5 74.31 74.47 74.57 0.095

Case 6 72.38 72.5 72.56 0.068

Table 3. Mole fraction of CH4 and Non-uniformity result

Fig. 4. Mole fraction of methane (Case 5, 6)

Fig. 5 Static pressure (Cas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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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Pa이다. 이를 혼합챔버 입구구분에서의 가스 공

급압력 5bar대비 상대비율로 비교하면 Case 1의 경우 

0.14%, Case 2의 경우 0.17%, Case 3의 경우 0.11%, 
Case 4의 경우 0.13%, Case 5의 경우 0.07%, Case 6
의 경우 0.08%의 압력강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

의 Case 1부터 Case 6까지 결과들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압력강하의 경우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의 

공급 유량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2-4. 실증 시험 결과
불균일도 및 압력강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토

대로 Fig. 8과 같은 혼합챔버가 제작되어 실제 현장에

서 성능에 대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혼합챔버는 

정제공정을 거쳐 1단 압축을 거친 바이오가스 공급라

인과 도시가스 공급라인에 입구부분이 위치하도록 설

치하였다. 실증 시험은 가스터빈의 출력을 정격속도에

서 5MW까지 증가시킬 때의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

의 공급 유량을 측정하여 전체 공급된 혼합가스의 유

량에서 메탄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가스터빈의 출력별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 및 전체 혼합가스의 공급 유

량은 Table 5와 같다. 실증 시험은 외기온도 영상 1
5℃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외기온도가 상승할 경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실제 공급된 바이오가스 내의 

평균 메탄농도는 62%였으며, 도시가스내의 메탄 농도

는 91%였다. 가스터빈 출력 5MW를 기준으로 실제로 

측정된 바이오가스의 공급 유량은 20.0Nm3/min, 도시

가스의 공급 유량은 12.0Nm3/min이였으며, 이 때의 

혼합가스 내 메탄의 농도는 부피기준으로 76.5%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 시험 결과는 사전에 수행

한 수치해석 결과 중 외기온도 영상 15℃조건에서 바

Fig. 6 Static pressure (Case 3, 4)

Fig. 7 Static pressure (Case 5, 6)

∆
(Pa)

∆/Inlet pressure(5bar)
(%)

Case 1 697.3 0.14

Case 2 852.6 0.17

Case 3 532.2 0.11

Case 4 656.4 0.13

Case 5 356.2 0.07

Case 6 414.7 0.08

Table 4. Pressure drop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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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가스를 20Nm3/min, 도시가스를 16Nm3/min만큼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실증 시

험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 유량이 수치해석 조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실증 

시험에서 사용된 바이오가스 내 메탄 농도와 도시가

스 내 메탄 농도가 수치해석 조건보다 다소 높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3. 결 론

5MW급 발전용 바이오 가스터빈의 운전을 위한 바

이오가스와 도시가스의 혼합용 혼합챔버를 실제로 제

작하기에 앞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로 이루어진 혼합가스 내

의 평균 메탄 농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최소 

72.5%에서부터 최대 77%로 나타났다. 혼합챔버 성능

과 관련한 수치해석 결과 중 불균일도는 최소 0.05%
에서 최대 0.16%로 이는 최소 99%이상 균일하게 바

이오가스와 도시가스가 혼합챔버 내에서 혼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력강하와 관련한 수치해석 결과는 

최소 356.2Pa에서 최대 852.6Pa이며, 이를 입구압력 

5bar를 기준으로 한 상대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최소 

0.07%에서 최대 0.17%로 나타났다. 이는 혼합챔버의 

압력강하 비율이 0.2% 미만임을 나타낸 결과이다.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혼합챔버는 5MW

급 발전용 바이오 가스터빈의 연료 공급 부분 전단에 

설치하였으며, 가스터빈의 출력별 바이오가스와 도시

가스의 공급유량을 측정하는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5MW의 가스터빈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바이오가스

의 공급 유량은 20Nm3/min이고 도시가스의 공급 유

량은 12Nm3/min이였다. 이 때 측정된 혼합가스 내 메

탄의 농도는 76.5%였다. 이는 수치해석 결과 중 바이

오가스를 20Nm3/min, 도시가스를 16Nm3/min만큼 공

급하는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실제 도시가스 공급 유

량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치해석을 통해 사전에 성능을 예측한 

혼합챔버는 실제 실증 시험에서도 압력강하의 영향 

없이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를 균일하게 공급하여 

5MW급 발전용 바이오 가스터빈을 정상적으로 운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순수하게 바이

오가스만으로 발전 설비를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도 도시가스와의 혼합을 통해 운전이 가능함을 실증

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바이오가스와 도시

가스의 혼합을 위한 혼합챔버의 설계 및 제작기술은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설계 및 제작되어 향후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에서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

경에서도 대용량의 발전설비들을 구동시키는 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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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Biogas
(Nm3/min)

Town gas
(Nm3/min)

Total
(Nm3/min)

Unload 8.0 6.0 14.0

0.5MW 9.0 6.7 15.7

1.0MW 10.0 7.3 17.3

1.5MW 11.0 8.0 19.0

2.0MW 12.0 8.7 20.7

2.5MW 13.0 9.3 22.3

3.0MW 14.0 10.0 24.0

3.5MW 15.0 10.5 25.5

4.0MW 16.0 11.0 27.0

4.5MW 18.0 11.8 29.8

5.0MW 20.0 12.0 32.0

Table 5. Gas flow rates by the gas turbine output.

Fig. 8. Static mixer for the demonst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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