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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parative studies between single- and two-stage refrigeration cycle
using propane as a refrigerant have been performed for a vapor recompression
refrigeration cycle. PRO/II with PROVISION release 10.2 from AVEVA company 
was used, and the Soave-Redlich-Kwong equation of state model with Twu’s al-
pha function was selected for the modeling and optimization of the refrigeration
cycle for the reliquefaction of BOG coming out from the LPG storage tank. In 
two-stage refrigeraton cycle, 24.8% of compressor power was reduced com-
pared to that of single-stage refrigeration cycle through the optimiz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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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는 주

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가스

는 1기압 근처에서 –163oC 가량으로 냉각시켜서 액

화천연가스(LNG)로 저장하는 반면에 LPG는 상온인 

25oC에서 압력을 높여서 액화시켜 저장한다. Table 1에

는 한국가스공사(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4가지 종류

의 LNG에 대해서 1 atm 조건하에서 액화시킬 수 있

는 최고 온도인 기포점 온도를 추산하였다. Table 1에 

의하면 max N2 case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LNG 조

성에 대해서는 1 atm 조건하에서 –163oC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완전한 액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2에는 몇 가지 LPG 조성에 따라서 상

온(25oC) 근처에서 액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

인 기포점 압력을 나타내었다. Table 2에 의하면 비

점이 낮은 순수한 프로판의 경우에는 25oC에서 

9.624 bar 이상이면 액화가 일어나며 부탄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서 기포점 압력은 낮아지며 순수한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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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seudo critical temperature estimation for several 
LNG compositions

Composition lean ich max N2 typical

Pseudo critical 
temperature (oC)

-77.6 -60.5 -76.0 -68.7

Table 1. Bubble temperature for several LNG compositions at 
1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

Composition lean rich max N2 typical

N2 0.00 0.00 1.00 0.04

CH4 96.74 85.12 94.33 89.26

C2H6 1.89 8.63 1.97 8.64

C3H8 0.68 4.14 2.50 1.44

I-C4H10 0.34 1.10 0.10 0.27

N-C4H10 0.34 0.90 0.10 0.35

I-C5H12 0.01 0.10 0.00 0.00

N-C5H12 0.00 0.01 0.00 0.00

BUBT at 1 

atm (
o
C)

-160.75 -159.43 -163.8 -160.0

Table 2. Bubble pressure for several LPG compositions at 
25oC ambient temperature condition

Composition
Pure 

propane
Propane 
rich case

Butane 
rich case

Pure 
butane

C3H8 100 70 30 0

N-C4H10 0 30 70 100

BUBP at 
25oC (bar)

9.624 7.288 4.437 2.436

의 경우에는 기포점 압력이 2.436 bar로써 가장 낮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3에는 한국가스공사(주)에서 수입하는 

4가지 종류의 LNG에 대한 혼합물의 임계온도를 나

타내었다. Table 3에 의하면 4가지 종류의 LNG의 혼

합물의 임계온도는 모두 상온보다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임계점이란 증기상과 액상이 공존할 수 

있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상온 조건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LNG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PG 저장 탱크에서 외부 대기와의 

열교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재액화시키

기 위해서 프로판을 냉매로 사용한 전기식 냉동 사

이클에서 압축기 소요동력을 최소화시켰다. 공정의 

비교를 위해서 단일 압축기를 사용한 단일 냉동 사

이클과 2기의 압축기를 사용한 이단 압축공정을 수

행한 경우의 이단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각각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열역학 이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LPG의 구성 성분들은 프로

판과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3개의 성분으로 구성

된다. 이들은 모두 탄화수소 성분들이다. 열역학 모

델식에는 증기상과 액상에 모두 상태방정식 모델식

을 적용하는 one model approach가 있고, 증기상은 

상태방정식을 액상에는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식을 

적용하는 two model approach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상태방정식 모델식인 Soave-Redlich-Kwong 모델

식(SRK)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탄화수소 혼합

물의 상평형 계산에 적합한 모델식이기 때문이다
1). 

식 (1)에는 SRK 상태방정식의 functional form을 

나타내었다. 

식 (1)에서 와 는 각각 에너지 매개변수와 크기 

매개변수이다. 이는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의 함수로 

식 (2) 및 식 (3)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는 알파 함수로써 Kontogeorgis와 Folas2)
가 

제안한 편심인자를 사용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Twu 등3)
이 제안한 식 (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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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itical temperature, pressure and acentric factors 
for propane, iso-butane and normal butane

Composition (
oC) (bar) 

C3H8 96.68 4248 0.152291

I-C4H10 134.99 36.48 0.180771

N-C4H10 151.97 37.96 0.200164

Table 5. Coefficients in Twu’s alpha function

Composition   

C3H8 0.735282 -0.152189 0.231556

I-C4H10 0.784802 -0.330926 0.716989

N-C4H10 0.823588 -0.27654 0.426325

Fig. 1. Process flow sheet diagram for a single-stage re-
frigeration cycle using propane as a refrigerant

Table 6. LPG boil-off gas condition

Component mol%

C3H8 7.08

I-C4H10 43.12

N-C4H10 45.08

Temperature (oC) 25

Pressure (bar) 1.20

Flow (kg/h) 15,078

한편, Table 4에는 프로판과 이소부탄 및 노말 부

탄 성분들에 대한 SRK 상태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한 

임계온도, 임계압력 및 이심인자를 나타내었다. 그리

고 Table 5에는 프로판,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 성분

들에 대한 Twu의 alpha function의 계수들을 나타내

었다. 

3. 전산모사

전산모사를 위한 LPG 저장탱크로부터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조건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LNG 저

장탱크의 조건은 25oC와 1.2 bar에서 저장한다. 

Table 6에 의하면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질량유량은 

15,078 kg/h에 이르며, 온도는 상온인 25oC이고, 압

력은 1.2 bar이다. 이러한 증발가스를 –40oC로 공급

되는 순수한 프로판을 사용한 단일 냉동 사이클을 

활용하여 –30oC까지 냉각 및 액화한 후에 다시 LPG 

저장조로 되돌려 보내는 공정이다. LPG 증발가스를 

–30oC까지 과냉각시키는 이유는 발생하는 증발가스

의 유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압축에 의

한 냉동 공정과 비교를 위해서 이단 압축에 의한 냉

동 공정의 전산모사를 수행한 다음에 각 공정에서 

소모되는 압축기 동력을 서로 비교하였다. 

3.1 단일 압축에 의한 프로판 냉동 공정의 전산모사

Fig. 1에는 프로판 냉매를 사용한 단일 냉동 공정

에 대한 공정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4,5). 전산모사의 수

행은 AVEVA사의 PRO/II with PROVISION V10.2

를 사용하였다
6,7). Fig. 1에 의하면 순수한 프로판 냉

매는 E1 응축기에 의해서 냉각수를 사용하여 45oC까

지 냉각하였을 때 충분히 액화가 일어난다. 45oC까

지 프로판을 냉각하였을 경우에 액화가 일어나기 위

해서 압축기 C1 후단의 압력은 압축기 후단과 응축

기까지의 압력강하를 무시할 경우 프로판의 기포점 

압력과 동일하다. 팽창 밸브, V1 후단에서는 1 atm 

보다 약간 높은 압력까지 팽창시키며, 이때 프로판의 

온도가 바로 냉매의 공급온도가 된다. 팽창밸브 후단

의 압력이 1.114 bar에서 프로판의 온도는 –40oC가 

된다. 팽창밸브 후단에서의 압력은 냉매의 공급온도

인 –40oC에서 프로판의 이슬점 압력과 같아진다. 냉

매 증발기 E2로 주입되는 프로판 냉매의 질량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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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ingle-stage refrigeration cycle summary

Item Value

Evaporator duty (106 kcal/h) 1.7187

Compressor outlet pressure (bar) 15.385

Expansion valve outlet pressure (bar) 1.114

Refrigerator flow to evaporator (kg/h) 17,050.7

Overall refrigerator flow (kg/h) 35,285.8

Compressor power (kW) 1,740.6

Compressor outlet temperature (oC) 84.9

Condenser duty (106 kcal/h) 3.2153

Cooling water consumption (ton/h) 401.9

Fig. 4. Process flow sheet diagram for a two-stage re-
frigeration cycle using propane as a refrigerant

Fig. 2. PRO/II flow sheet diagram for a single-stage re-
frigeration cycle using propane as a refrigerant

Fig. 3. Cooling curve for BOG and heating curve for a pure 
propane supplied at -40oC

증발기 E2의 heat duty를 프로판 냉매의 증발잠열로 

나눈 값이 된다. 프로판 냉매의 총 질량유량은 팽창

밸브 후단에서 증기-액 혼상류가 발생하는데 기상류

는 온도는 낮지만 열량가가 없기 때문에 증발기를 

거치지 않고 압축기 C1 전단으로 주입된다. 압축기

로 주입되는 프로판의 질량유량이 냉매의 총 순환유

량이 된다. 압축기 전단과 후단의 압력이 결정되었으

므로 압축기의 효율을 70%라고 가정하면 압축기 소

요동력과 압축기 후단의 온도가 결정된다. 압축기 후

단의 조건이 결정되면 응축기에서 heat duty와 냉각

수 소모량을 추산할 수 있다.

또한 Fig. 2에는 Fig. 1에 나타낸 단일 냉동 공정에 

대해서 PRO/II with PROVISION V10.2를 사용한 전

산모사 플로우 쉬트를 나타내었다. Table 7에는 Fig. 2

의 전산모사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Fig. 3에는 25oC에서 발생하는 LPG 증발가스를 

액화시키기 위한 cooling curve와 순수한 프로판의 

–40oC에서의 heating curve를 단일 압축에 의한 냉동 

공정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Fig. 3과 Table 7에 의하면 증발기의 heat duty는 

1.7187×106 kcal/h이며, -40oC의 프로판 냉매에 대한 

압축기 소요동력은 효율 70%를 가정하였을 경우 

1,740.6 kW임을 알 수 있었다. 

3.2 이단 압축에 의한 프로판 냉동 공정의 전산모사

Fig. 4에는 프로판 냉매를 이용한 이단 냉동 공정

의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이단 압축에 의한 냉동 공

정에서 압축기의 총 소요동력을 최소화시켜 주는 최

적의 압축비(compression ratio, CR)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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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oling curve for BOG and heating curve for two-stage 
refrigeration cycle

Table 8. Two-stage refrigeration cycle summary

Item Value

Total evaporator duty (106 kcal/h) 1.7187

1st compressor outlet pressure (bar) 4.210

2nd compressor outlet pressure (bar) 15.385

Expansion valve outlet pressure (bar) 1.114

Refrigerator flow to evaporator (kg/h) 17,209.4

Overall refrigerator flow (kg/h) 35,486.1

Compressor power (kW) 1,308.9

Condenser duty (106 kcal/h) 2.8440

Cooling water consumption (ton/h) 355.5

Table 9. Refrigeration cycle result comparison

Item 1-stage 2-stage

Evaporator duty (106 kcal/h) 1.7187

Compressor outlet pressure (bar) 1.114-15.385 1.114-4.210-15.385

Expansion valve outlet pressure (bar) 15.385-1.114 15.385-4.210-1.114

Refrigerator flow to evaporator (kg/h) 17,050.7 17,209.4

Overall refrigerator flow (kg/h) 35,285.8 32,486.1

Compressor 1 power (kW) 1,740.6 463.4

Compressor 2 power (kW) - 845.5

Total compressor power (kW) 1,740.6 1,308.9

Condenser duty (106 kcal/h) 3.2153 2.8440

Cooling water consumption (ton/h) 401.9 355.5

Fig. 5. PRO/II flow sheet diagram for a two-stage refrigeration 
cycle using propane as a refrigerant

Fig. 5에는 Fig. 4의 이단 압축에 의한 프로판을 냉

매로 활용한 냉동 사이클에 대하여 PRO/II를 사용하

여 전산모사를 수행한 플로우 쉬트를 나타내었다. 

Fig. 6에는 이단 압축에 의한 냉동 공정을 이용해

서 LPG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cooling 

curve와 순수한 프로판의 heating curve를 나타내었

다. Table 8에는 Fig. 5의 전산모사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4. 결 론

단일 압축에 의한 냉동 사이클과 이단 압축에 의

한 냉동 사이클의 전산모사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Table 9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LPG로부터 발생하는 15,078 kg/h의 증발가

스를 재액화 하기 위한 냉매 증발기의 heat duty는 

1.7187×106 kcal/h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단일 압축에 의한 압축기의 압축비는 1.114 bar

에서 15.385 bar로 13.81이며, 이단 압축에 의한 2기

의 압축기에 대한 압축비는 1.114 bar에서 4.210 bar 

및 4.210 bar에서 15.385 bar로 3.7163임을 알 수 있

었다. 

셋째, 단일 압축에 위한 압축기의 소요동력은 

1,740.6 kW이며 이단 압축에 의한 압축기의 총 소요

동력은 1,308.9 kW로 24.8%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단일 압축에 의한 냉동 공정에 비해서 이단 

압축에 의한 냉동 공정의 경우 응축기의 heat duty는 

3.2153×106 kcal/h에서 2.8440×106 kcal/h로 11.5%가 

감소하였으며 냉각수 소모량 역시 401.9 ton/h에서 

355.5 ton/h로 1.5%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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