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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90 년대 중반부터 재순환 밸브(안티 서지 밸브, 핫 가스 바이패스 

밸브)의 특성이 서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거 연구들에는 재순환 밸브를 사이징 

하는 과정에서 밸브의 시간 지연, 개폐방식과 같은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밸브의 시간 지연 특성을 반영하여 서지나 초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재순환 밸브를 사이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서지는 

압축기 자체의 기계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시스템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서지를 방지하는 것은 압축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다. 우선 

안티 서지 제어 시스템에 관한 이론 조사를 수행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서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과정으로 서지의 방지가 이루어 지는지를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밸브의 시간 지연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밸브의 사이즈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도식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도식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압축 시스템의 설계를 

수행하였고, 서지와 초크의 발생유무를 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지와 초크현상 모두 잘 방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식화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들보다 

빠르고 쉽게 밸브의 시간 지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복잡한 

반복수행 없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추가적으로 핫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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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 밸브가 설치되어 재순환 밸브의 수가 하나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어 : 안티 서지 밸브, 핫 가스 바이패스 밸브, 시간 지연 특성, 서지, 

초크, 도식화 방법론,  

학   번 : 2013-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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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오일&가스 공정 시스템에는 다양한 설비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중 하나가 바로 압축기이다. 

Compressor 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해양플랫폼의 상부 공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centrifugal compressor 이다. 

 

그림 1 Different types of compressors [1] 

Centrifugal compressor 의 운전 중에 작동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 

surg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Surge 란 dynamic compressor 에서 

들어오는 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compressor 에서 

발생하는 discharge head 가 가압된 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Head 는 pressure 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식 (1)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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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ZRT1 (
n

n − 1
) [(

P2

P1
)

n−1
n

− 1]                              (1) 

 

서지가 발생하게 되면 compressor 의 output 압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가스의 역류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surge cycle 

(가스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compressor 내부의 

bearings, seals 에 큰 부하를 가하며, 높은 수준의 진동, 급격한 온도 

상승 등의 현상을 일으켜 compressor 내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Choke 또는 stonewall 은 compressor 내부를 흐르는 가스의 속도가 

음속에 가까워 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Choke 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유량이 증가하지 않으며 급격하게 head 가 감소하게 된다. 

Choke 는 surge 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compressor 내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림 2 Damage to impeller due to surge [2] 

Surge 와 choke 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recycle valve 와 discharge volume 의 sizin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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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에 유입되는 가스의 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가스를 순환시킴으로써 surge 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90 년대 중반부터 surge 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이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Greitzer [3]는 compressor, 

plenum volume, throttle 벨브, duct 를 포함하는 compression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Epstein et al. [4]은 터보 기계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잇는 disturbance 가 

compressor 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Botros 와 

Richard [5, 6, 7]는 valve 의 stroke time 보다 prestroke time 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hutdown 상황에서 surge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restroke time 이 짧아야 한다. 그들은 또한 flow 

signal dampening, recycle valve capacity, closing rate, line size 등을 

surge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지목하였다. Baston [8]은 

compressor map 을 무차원화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실제 공정에서는 

가스의 분자량이 계속 변화하여 compressor map 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무차원화된 compressor map 을 

이용할 경우 하나의 compressor map 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ravdahl et al. [9]는 active surge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전기 모터를 surge 제어에 직접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이전에는 불안정한 운전 영역이었던 부분을 

안정한 운전 영역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urz 와 White 

[10,11]는 surge avoidance 시스템의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소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 요소에는 제어 알고리즘, 배관 배치, 

valve sizing, 배관의 부피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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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recycle valve 의 배치를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Brun et al. [12]은 여러 가지 작동환경 

(start-up, normal process control, ESD)에서 각 요소들의 필요 

기능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Patel et al. [13]은 다양한 

개념 설계, 상세설계, 장비의 요구조건, 시운전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연구한 case study 결과를 발표하였다. Moore [14]는 실제 

크기의 실험장비를 통해 surge 발생 실험을 통하여 실제 ESD 상황을 

모사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Botros et al. [15,16]은 

recycle loop 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inertia number 를 소개하였다. 

Inertia number 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의 recycle line 으로 

surge 의 방지가 가능하지만, 3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hot gas 

bypass line 이 필요하다. Casey el al [17]은 설계 초기단계의 제한된 

정보에서도 compressor map 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Garcia-Hernandez et al. [18]는 multi-

stage compression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1-

stage compress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실험 법칙들은 잘 맞지 

않으며, stage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arcia-Hernandez et al. [19]은 dynamic simulation 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중요 변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변수에는 배관 부피, recycle an check valve, compressor 감속, 

compressor map 의 정확도, 제어 논리 등이 포함된다. 과거에 surge 와 

관련하여 수행되었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valve 의 time delay(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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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① , actuation time ② ), opening type 과 같은 특성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HGBV 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ASV 와 HGBV 의 sizing 을 어떤 비율로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연구결과가 드물다. 실제로 

최초설계 단계에서는 개략적으로 valve sizing 을 계산한 뒤, dynamic 

simulation 을 통하여 trial and error 방법으로 확실한 valve 의 

sizing 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반복적인 계산이 

요구되는 dynamic simulation 이 꼭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또한 

기존의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목적이 surge 의 방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choke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①
 Dead time (DT): valve 의 opening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로 

opening 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연되는 시간 
②
 Actuation time (AT): valve 가 opening 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full 

opening 이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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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원리 및 구성 파악 

2) 다양한 surge 발생 case 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3) Recycle valve 의 dead time(DT)와 actuation time(AT)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graphical method 개발 

 

우선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이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surge 를 방지하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surge 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case 에 

대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compressor 가 동작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recycle 

valve 의 특성 중에서 특히 DT 와 AT 에 집중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graphical method 를 고안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compression system 을 모델링 하였다. Surge 의 발생 유무는 

dynamic simulation 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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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Anti surge 제어 시스템 

 

제 1항 Centrifugal compressor의 원리  

 

  Centrifugal compressor 는 dynamic compressor 의 한 종류로써, 

회전하는 impeller 에 의하여 gas 가 가속되었다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원리로 가압이 이루어진다(그림 3). 그 원리는 에 

제시되어 있는 Bernoulli’s equation(식. (2))로 설명될 수 있다. 자세한 

가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Suction end 로 기체가 흡입 

- Impeller 의 회전 에너지를 받아 속도 증가 (회전 E  운동 E) 

- Discharge end 로 가압된 기체 방출  

- Flow rate 가 감소할 경우에는 기체가 Impeller 를 지나가면서 

더 큰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Discharge pressure 도 더 크게 

증가  

 

 𝑝1 +  
1

2
𝜌𝑣1

2 +  𝜌𝑔ℎ
1

= 𝑝2 +  
1

2
𝜌𝑣2

2 +  𝜌𝑔ℎ
2 

                 (2) 

 



 

 8 

 

그림 3 Internal view of a centrifugal compressor [20] 

Centrifugal compressor 는 오일&가스 공정 시스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compressor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그림 4), 유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가압되어 나오는 discharge head 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그림 5) 

유량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흡입되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가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Application rage of each compressor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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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olume flow rate vs. Head curve [21] 

Compressor 로 흡입되는 가스의 유량이 감소할 경우, impeller 가 

전달하는 회전 E 는 동일하므로 가스의 운동 E 는 더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discharge pressure 가 증가하게 된다. 흡입 가스의 유량이 일정 

한계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스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surge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다음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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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Surge & Choke 

 

(1) Surge 

  우선 여러 자료에서는 Surge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Surge 란 axial 또는 centrifugal compressor 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흡입되는 가스유량이 줄면서 compressor 에서 

발생하는 head 가 discharge pressure 를 이기지 못하여 

발생한다.  

- Surge 란 compressor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가스의 역류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큰 진동과 압력 변화, 급격한 온도의 상승을 

수반한다.  

- 가압된 가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compressor 의 회전하는 

impeller 의 에너지보다 같거나 클 경우 발생하며, 가스가 

빠르게 역류하는 현상이다.  

그림 6 은 compressor 의 성능을 나타내는 실제 performance 

map 이다.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선 surge limit line 이며, 이 선을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surge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surge 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suction 유량의 감소와 discharge 

pressure 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Compressor 는 매우 고가의 

장비일 뿐만 아니라 한번 공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공정을 멈추고 수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compressor 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surge 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하게 주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Surge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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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table flow and pressure 

- High vibration, temperature increase 

- Damage to seals, bearing, impellers, stators, and shaft 

- Changes in clearance 

- Reduction in compressor throughput 

- Reduction in efficiency  

- Shortened compressor life  

 

그림 6. Typical compressor surge line on performance m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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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oke or Stonewall 

  Compressor performance map (그림 6)의 오른쪽은 choke 또는 

stonewall line 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 현상은 compressor 내부에서 

가스가 음속에 가까워지면 발생하며, 이때 흡입유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 

discharge pressure 가 그래프 상에서 수직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compressor 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가스가 흡입되는 경우에 

가압의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Choke 와 함께 종종 진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Surge 와 비교했을 때에는 덜 위험한 현상이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choke 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지만, 

특히 높은 밀도의 가스를 다루는 compressor 의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compressor 내부와 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urge 뿐만 아니라 choke 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고려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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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원리 및 구성 

 

(1) Anti-surge 제어 시스템의 종류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은 크게 surge avoidance 시스템(그림 7)과 

active surge 제어 시스템(그림 8)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Surge avoidance 시스템은 처음부터 surge 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그림 7. Compressor performance map [12] 

- Surge limit line: Surge 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line 

- Choke limit line: Choke 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line 

- Stable operating region: Surge 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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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ge control line: Anti-surge 제어 시스템이 제어를 

시작하는 line 

- Surge margin: Surge limit line 과 surge control line 사이의 

떨어진 정도 

작동 환경이 surge limit line 을 넘어가게 되면 surge 가 발생하게 된다. 

Surge control line 은 anti-surge 제어 시스템이 제어를 시작하는 

line 으로서, 적절한 surge margin 을 주어 surge 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정해야 한다. Surge margin 이 클 경우에는 surge control 은 잘 

되지만, stable operating region 이 줄어들게 되어 compressor 의 

성능이 제한되게 되고, 반대로 surge margin 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제어 시스템의 작동이 늦어서 surge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surge margin 을 설정하는 것이 surge 방지와 

compressor 효율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음은 active surge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8). 

 

그림 8. Principles of active surge control syste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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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performance map 의 모양은 같으나 surge limit line 이 

이동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작동 환경을 stable operating 

region 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surge limit line 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전에는 surge 가 일어났던 위치에서도 surge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operating region 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불안정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안정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이 잘못 작동할 경우 곧바로 

surge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safety 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오일&가스 산업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rge avoidance 시스템을 기준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음을 

밝힌다.  

 

(2) Anti-surge 제어 시스템의 구성 

 

그림 9. Typical compressor surge control system layout with single 

recycle valv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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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는 recycle valve 가 하나로 구성된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이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Surge limit model (surge control line) 

2) System control algorithm 

3) Recycle valve and actuation system 

4) Compressor system instrumentation 

5) Discharge piping volume 

우선 적절한 surge margin 을 설정하여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surge 

control line 을 설정해야 한다. 제어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margin 에 잘 반영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압력, 온도, 유량 측정 장비의 오차, transmitter 의 

부정확성, dynamic response of controller, recycle valve actuator 의 

부정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때 추가적인 안전 장치로서 back-up 

line 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surge limit line 과 surge control line 

사이에 설정한다. 이 line 을 통과하게 되면 surge 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controller 의 대응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다.  

System Control algorithm 은 제어 상황에서 어떠한 명령에 따라 

제어할지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는 recycle 

valve 를 적당하게 열고 닫음으로써 같은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작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emergency shutdown 이나 total 

power loss 의 경우에는 valve 를 최대한 빠르게 fully open 하도록 

제어명령을 내린다.  



 

 17 

Recycle valve(ASV)는 유량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surge 제어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때 valve 의 

opening type(그림 10)은 직접적으로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 Quick opening: 대부분의 유량이 valve 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빠져나가므로 빠르게 유량을 회복시킬 수 있다 

- Linear opening: 시간에 따라 열리는 속도가 선형적이므로 점점 

회복되는 유량이 늘어난다. 

- Equal percentage: 최초에는 적은 양의 유량이 회복되다가 

나중에 많은 양의 유량이 회복된다.  

 

그림 10. Control valve opening type [22] 

Control system instrument 는 각종 열역학적 성질들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압력, 유량, 온도, 가스의 분자량 등 측정한다. 필수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값들로는 suction & discharge 압력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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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를 통과하는 유량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장비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존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각각의 

장비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의 범위가 표 2 와 같다고 한다. 이러한 오차를 

잘 반영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Measurement Recommended uncertainty 

Pressure 0.3 ~ 2.0% 

Temperature 0.3 ~ 4.0℃ 

Flow 1.0 ~ 3.0% (for clean gas) 

Gas composition 0.2 ~ 3.0% 

표 1. In-practice achievable uncertainty for the measurements [12] 

Discharge piping volume 은 downstream check valve 와 recycle 

valve, compressor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며, recycle valve 와 더불어 

surge 제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Start up 시에는 

discharge piping volume 이 클수록 overheating 을 방지할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shutdown 시에는 discharge pressure 를 빨리 감소시키기 

위해서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적당한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맞는 적절한 

부피를 설정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1 은 start-up 시에 

discharge volume 의 크기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Volume 이 클수록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므로 더 긴 시간에 걸쳐서 

start up 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2 를 통해서 

shutdown 시에 volume 이 클수록 discharge pressure 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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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ischarge temperature rise for different piping volume [12] 

 

 

그림 12. Discharge pressure for different piping volum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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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ternative system layout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 9 를 통해서 

확인하였지만, recycle line 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recycle valve 몇 

개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layout 을 가질 수 있다. 각 layout 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operating condition 에 맞는 layout 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13 부터 그림 18 까지는 여러 가지 layout 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모델이며, 각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표 

2 로 정리하였다.  

 

 

그림 13. Basic recycle system (Hot recycle) [11] 

 

그림 14. After-cooler inside recycle loo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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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re-cooler and post cooling [11] 

 

그림 16. Recycle cooling [11] 

 

그림 17. Hot and cooled recycle valv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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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arallel recycle valves [11] 

 

그림 19. Hot unit valves & cooled overall recycle valve [11]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은 Hot and cooled recycle 

valves 로써, hot recycle valve(HGBV)는 cooler 전에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가스를 처리한다고 하여 hot recycle 이라고 

하며, cooled recycle valve(ASV)는 cooler 에서 한번 냉각된 가스가 

recycle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HGBV 는 on-off 방식이 

대부분으로써 개폐의 정도를 조정할 수 없어서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shutdown 과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여는 것이 가능하다. ASV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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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ng type 으로 개폐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어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Layout 장점 단점 

Basic recycle 

system  

(Hot recycle) 

- 작은 discharge volume  

- 빠른 response time 
- 100% recycle 불가능 

After-cooler 

inside recycle loop 
- 100% recycle 가능 

- 추가적인 discharge 

volume 으로 인한 영향  

Pre-cooler and  

after-cooler 

- 작은 discharge volume  

- 빠른 response time 

- precooling 을 통해 

compressor 효율 증가 

- 추가적인 cooler 필요 

Cooled recycle 

cooling 

- 작은 discharge volume 

- 빠른 response time 

- No inline pressure loss 

- 추가적인 cooler 필요 

Hot and cooled 

recycle valves 

- Modulating surge control 

valve 와 shutdown valve 를 

동시에 제공 

- 추가적인 장비, 비용 필요 

Parallel recycle  

valves 

- Modulating surge control 

valve 와 shutdown valve 를 

동시에 제공 

- Redundancy 의 개념 적용 

가능 

- 추가적인 장비, 비용 필요 

Hot unit valves & 

cooled overall 

recycle valve 

- Modulating surge control 

valve 와 shutdown valve 를 

동시에 제공 

- Redundancy 의 개념 적용 

가능 

- 추가적인 장비, 비용 필요 

표 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layout of anti-surge 

control system [11] 

본 연구에서는 ASV 와 HGBV 가 동시에 존재하는(그림 17) layout 을 

기준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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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ti-surge 제어 시스템 모델링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 또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은 아래의 항목들이 있다. 

- Compressor performance curve (주로 volume flow vs. head) 

- Compressor suction & discharge volume 

- Gas composition or density 

- Start-up limitation (ex. overheating 으로 제한되는 시간) 

- Rotating inertia (power 를 끊은 이후에도 inertia force 때문에 

회전이 곧바로 멈추지 않음) 

- Check valve 의 위치 및 opening type 

- Valve 의 dead time 과 actuation time 

- Controller 의 tuning parameter 

- Discharge piping volume  

위의 변수들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정확한 모델링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모델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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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urge 발생 시나리오 분석 

 

제 1항 Surge 발생 시나리오 

 

  Surge 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start-up, normal 

process control, emergency shutdown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Start-up Environment 

Start-up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compressor 를 

overheating 이 일어나기 전에 목표한 design speed 로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Suction, discharge valve 를 닫아서 compression system 

내의 가스가 다음 단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recycle 

valve 열어둔 상태로 운전시켜서 가스가 계속 순환하도록 만든다. 

Recycle 된 가스는 처음 흡입될 때의 상태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이므로, design speed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overheating 의 위험이 커진다. Overheating 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 Start-up 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 Recycle loop 로 흐르는 gas 의 질량을 증가 

 : Gas 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heat storage 가 늘어나게 되어

 온도 증가의 속도가 줄어든다 

- Cooler 를 설치하여 recycle gas 의 온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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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discharge piping volume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shutdown 시에 좋지 않다. 따라서 

start-up 의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가장 선호된다.  

 

(2) Normal Process Control Environment  

  이 경우는 나머지 두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작동환경에서 

벌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control algorithm 에 따라서 

surge 제어가 되며, valve 의 개폐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은 신호(lower gain)를 사용하여 제어를 수행한다.  

 

(3) Shutdown  Environment  

Shutdown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Controlled shutdown  

: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즉각적인 shutdown 까지는 

필요 하지 않을 경우 control 하에서 shutdown 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Speed 와 power 를 서서히 감소시킨 후, 

shutdown 을 시키게 되면 surge 가 발생하더라도 덜 위험한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Emergency shutdown 

: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power-off 를 하여 shutdown 시키는 

상황이다. 최대한 빨리 recycle valve 를 열어서 surge 를 

방지해야 한다.  

Surge 가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은 compressor 가 max. head & 

lowest surge margin 일 때 발생하는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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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anti-surge controller 는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algorithm 을 선택하여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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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시나리오 모델링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1-stage compression system 의 

modeling 을 수행(그림 20)하였다. ASV 와 HGBV, 총 2 개의 recycle 

valve 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며 ASV 는 modulating type, HGBV 는 

on-off type 의 valve 이다.  

 

표 3,4 와 그림 21 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흡입되는 가스는 메탄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이며, 안정된 operating condition 아래에서 

운전되고 있다. API RP 14E, ISO 13703, Norsok standard P-001 에서 

process line sizing 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regulation 을 따라서 각종 

piping 의 diameter 를 결정하였다(표 5). ASV 와 HGBV 의 sizing 의 

경우에는 dynamic simulation 을 이용하여 trial and error 방식을 통해 

적절한 값을 찾아내었다.  

 

그림 20. Model of 1-stage compre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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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Mole 

fraction 

Composition Mole 

fraction Methane(C1) 0.7597 i-Pentane(i-C5) 0.0054 

Ethane(C2) 0.0769 n-Hexane(n-C6) 0.0009 

Propane(C3) 0.0685 n-Nonane(n-C9) 0.0002 

n-Butane(n-C4) 0.0266 Nitrogen(N2) 0.0026 

i-Butane(i-C4) 0.0146 CO2 0.0200 

n-Pentane(n-C5) 0.0047 H2S 0.0200 

i-Pentane(i-C5) 0.0054 MW 22.38 

표 3. Composition of IN gas 

 

Suction conditions Discharge conditions 

Temperature 41.25 C Pressure 3422 kPa 

Pressure 1417 kPa Compressor 

Volume flow 16042.4 m3/h Power 7557.3 kW 

Mass flow 204448.6 kg/h Inertia 500 kg*m2 

표 4. Operating conditions of compre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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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Operating condition in the performance map 

표 5. Regulations of process line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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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harge valve failure 

 Discharge valve 가 닫힐 경우, 가압된 가스가 다음 공정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 가스들이 계속 축적되면 discharge pressure 가 

증가하면서 surge 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는 normal process 

control 이기 때문에 compressor 의 power 가 끊어지지 않으며 

operating point 가 surge control line 을 넘어서는 순간 제어 시스템이 

동작하여 recycle valve 를 열도록 명령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ASV 가 79% open 된 반면에 HGBV 는 close 된 상태라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HGBV 는 on-off valve 이기 때문에 이 

case 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가스가 recycle 되면 surge line 쪽으로 

그림 22. Results of the discharge valve failur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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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던 operating point 가 다시 stable region 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다.  

 

(2) Controlled shutdown 

   

  곧바로 Shutdown 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림 23 과 

같이 제어를 할 수 있다. 우선 power 를 서서히 낮추게 되면 suction 

가스 유량이 줄어들면서 surge limit line 으로 다가간다. Surge control 

line 에 도달하게 되면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여 ASV 가 작동하면서 더 

이상 surge limit line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surge control line 을 따라 

감속한다. 감속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surge 의 위험이 덜한 

그림 23. Results of the controlled shutdow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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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는 완전히 power-off 를 하게 되고, 그 동안 닫혀있던 HGBV 와 

이미 작동하고 있던 ASV 가 100% fully-open 된다. Recycle 되는 

가스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operating point 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서서히 작동을 멈춘다.  

 

(3) Emergency Shutdown 

(ASV 만 동작할 때) 

  그림 24 의 결과는 ASV 단독으로 동작하여 ESD 제어를 하는 

case 이다. Controlled shutdown 과는 다르게 곧바로 power-off 가 

일어나면서 operating point 가 surge limit line 으로 빠른 속도로 

그림 24. Results of the emergency shutdow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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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다. ASV 가 100% fully open 되지만 ASV 단독으로는 surge 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더 빨리 open 되는 ASV 로 

교체를 하던지, HGBV 를 추가하여 surge 를 방지 할 수 있다. Opening 

time 이 빨라질수록 valve 의 가격은 크게 높아지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HGBV 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ASV 와 HGBV 모두 동작할 때) 

  그림 25 는 적절한 sizing 의 HGBV 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Power-off 가 됨과 동시에 ASV 와 HGBV 모두 100% fully 

그림 25. Results of the emergency shutdow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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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되고 있다. Recycle 되는 가스 유량이 더 커지게 되어 surge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shutdown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Valve 가 oversizing 되었을 때) 

이 경우는 case2 와는 다르게 valve 가 oversizing 된 case 이다. 

앞의 두 case 와 비교하여 surge limit line 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recycle 되는 가스의 유량이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choke 

line 을 넘어서 choke 가 발생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 case 를 통해서 

surge 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HGBV 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그림 26. Results of the emergency shutdow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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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sizing 을 하지 않게 되면 

choke 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Total Power Loss 

그림 27. Results of the total power loss case 

  기본적으로 shutdown 과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인다. 다른 점은 

shutdown 의 경우에는 compressor 는 power 가 꺼지지만 cooler 는 

계속 작동하여 냉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total power loss 는 

compression system 전체가 power-off 되는 상황이다. Cooler 가 

작동하지 않으면 recycle 된 가스를 냉각시킬 수 없기 때문에 hea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shutdown 시에는 anti surge 제어 

시스템에서 각 recycle valve 로 명령을 내려서 100% fully ope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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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만들었다면, total power loss 에서는 전원이 아예 끊기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failed-to-open 의 특성을 가진 

valve 를 사용함으로써 전원이 끊겼을 때 자동으로 valve 가 

open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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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ime Delay 를 고려한 Recycle Valve Sizing 

Method 

 

제 1항 Conventional guidelines of recycle valve 

 

과거 연구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요구하고 있는 recycle 

valve 의 specification 과 guideline 을 정리해 보았다 (표 6). 이 

자료들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설계 초기 단계에서 

대략적인 valve 의 sizing 을 할 때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참고로 

process 측면에서 valve 를 sizing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향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valve 의 flow 

coefficient( Cv )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Cv 는 60 ℉의 물이 1 pound/

in2 의 압력 강하를 일으키며 valve 를 통과할 수 있는 유량( gallon/

min ) 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valve 를 통과하는 유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Valve 의 full opening time 은 dead time 과 actuation time 으로 

이루어져 있다. Dead time 은 valve 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을수록 좋으며 specification 에서는 0.4 초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Full opening 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은 최대 2 초로 권장하고 

있다. 물론 full opening time 은 짧을수록 좋지만, 이 시간이 짧아질수록 

가격은 크게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time delay 를 반영한 

조건이 첫 번째 criteria 에 있는 flow capacity 항목이다. Maximum 

surge point flowrate 의 1.8~2.2 의 flow 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valve 를 sizing 하도록 권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time delay 를 반영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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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riteria Specification 

1 Flow Capacity 
Flow of 1.8 to 2.2 times the maximum 

surge point flowrate 

2 Valve Dead Time Dead Time ≤ 0.4 sec 

3 
Full Opening by 

Solenoid Valve Trip 
Time ≤ 2 (including dead time) 

4 Valve Movement No stick / slip motion 

5 Opening Type  Linear(preferred) or equal percentage 

6 
Hot gas bypass valve 

capacity 

Recommended limiting the capacity to 

50% of ASV valve capacity  

표 6. Recommended specifications of the recycle valve 

[12,23,24,25] 

각 regulation 이나 valve 제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valve 

sizing equation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ISA flow equation 을 소개 및 사용하려고 한다 (식. (3)). 

 

Cv =  
W

N6Y √xPvρ1

     or    Cv =  
Q

N9PvY 
√

MT𝑣Z

x
                             (3) 

 

위에서 제시한 specification 과 equation 을 가지고 정확한 Cv 값을 

구하기는 힘들다. Time delay 에 대한 고려가 1.8~2.2 라는 범위로 

주어져 있으며, ASV 와 HGBV 의 Cv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sizing 후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surge 와 choke 가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Cv 값을 계산해야 한다. 그림 28 은 ESD 상황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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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alculation procedure of recycle valve in ESD case  

반복적인 계산 과정을 나타낸 flow chart 이며 dynamic simulation 을 

사용할 경우 계산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매 time step 마다 operating point 의 위치를 계산하여 surge 또는 

choke 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보시다시피 복잡

하고, 반복적인 계산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new 

graphical method 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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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New graphical method for calculating 𝐂𝐯 

 

(1) New graphical method for calculating 𝐂𝐯 

 

ESD 상황에서는 불과 몇 초안에 surge 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recycle valve 의 time delay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복잡하고 반복적인 계산을 요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좀 더 쉽고 빠르고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ASV 하나일 때뿐만 아니라 HGBV 와 함께 있을 때에도 두 valve 를 

함께 sizing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우선 이러한 new graphical 

method 의 논리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ESD 가 일어나고 surge 가 일어나기까지 몇 초 동안의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operating conditions(suction pressure, 

temperature, compressibility 등)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많은 논문들에서 통용되는 가정) 

2) 1)에서 가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식. (3)을 보면 최초 몇 초 

동안은 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상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Cv 와 유량은 비례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Cv ∝ Q) 

3) ASV 가 time delay 없이 instant open 되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식. (3)의 유량변수에 maximum surge point flow rate 

( Qmax) 를 대입하여 surge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준 Cv 

(CvRef)를 계산 할 수 있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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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Performance map of applied compressor model 

4) Time delay 가 없는 CvRef 와 time delay 가 적용된 CvASV 를 같은 

“Cv vs. Time graph”에 나타내면 그림 30 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2)에서 가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Cv graph 의 아래 부분의 

넓이는 특정 시간 동안 valve 를 통해 흐른 유량과 비례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ASV 가 fully open 되는 시간까지 두 

그래프를 적분한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식. (4)), 기준시간(DT +

그림 30. Example of valve opening graph (Cv vs. Tim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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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SV) 동안 valve 를 통과한 유량이 같다는 것이므로 time 

delay 가 적용된 CvASV  경우에도 surge 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CvRef(t)
DT+ATASV

0

dt = ∫ CvASV(t)
DT+ATASV

0

dt                   (4) 

 

위 논리는 ASV 만 동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HGBV 가 동시에 

동작할 때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valve sizing 을 할 수 있다.  

 

그림 31. Example of valve opening graph (Cv vs. Time graph) 

 

∫ CvRef(t)
DT+ATASV

0

dt = ∫ CvASV(t)
DT+ATASV

0

dt + ∫ CvHGBV(t)
DT+ATASV

0

dt    (5) 

 

CvHGBV = k1 ∗ CvAS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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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ef, CvASV , CvHGBV  를 합쳐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림 31), valve 를 

통해 흐르는 유량이 같도록 식 (5)를 세울 수 있다. 이 식에서 변수는 

CvASV , CvHGBV  가 되므로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6)을 

추가하면 정확한 CvASV ,CvHGBV 값이 계산 가능해진다. 이 때 HGBV 의 

크기는 ASV 의 30~50%(k1: 0.3~0.5)가 적당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HGBV 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surge 방지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클 경우에는 overheating 의 문제와 ASV 단독으로 

제어하는 다른 상황에 대한 제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 New graphical method을 적용한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설계 

 

  Design procedure 를 설명하기에 앞서 설계를 수행할 모델의 정보를 

살펴보겠다. 우선 layout 은 제 2 항에서와 같이 ASV 와 HGBV 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 20 의 모습이며, worst case 를 가정하기 

위하여 minimum margin 을 가지고 있는 ESD 상황을 모사하였다. 

세부적인 조건들은 표 7, 8 에 정리되어 있다.  

표 7. Composition of IN gas 

Composition Mole fraction Composition Mole fraction 

Methane (C1) 0.7597 i-Pentane (i-C5) 0.0054 

Ethane (C2) 0.0769 n-Hexane (n-C6) 0.0009 

Propane (C3) 0.0685 n-Nonane (n-C9) 0.0002 

n-Butane (n-C4) 0.0266 Nitrogen (N2) 0.0026 

i-Butane (i-C4) 0.0146 CO2 0.0200 

n-Pentane (n-C5) 0.0047 H2S 0.0200 

i-Pentane (i-C5) 0.0054 MW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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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tion conditions Discharge conditions 

Temperature 40.61 C Pressure 3536 kPa 

Pressure 1313 kPa Compressor 

Volume flow 14837.3 m3/h Power 7557.3 kW 

Mass flow 175075.1 kg/h Inertia 500 kg*m2 

표 8. Operating conditions of compression system 

 

위에서 제시한 new graphical method 를 적용하여 anti-surge 제어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32 는 설계 과정을 정리한 flow 

chart 이다.  

 

 

그림 32. Flow chart of design procedure of anti-surge control 

system 

1) Surge margin(SM)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surge limit line 과 

surge control line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 

(7)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Compressor 의 효율과 surg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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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는 safety 측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SM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논문들에서 최소 SM 을 

1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가장 worst case 인 

10%를 선택하였다.  

SM =  
Qop − Qsurge

Qop
|

N=const

                                   (7) 

 

2) ESD 상황에서 가장 worst case 는 maximum head & lowest 

allowable surge margin 의 조건에서 운전될 때이다. 즉 

maximum speed line 과 surge control line 이 만나는 점에서 

운전할 경우가 가장 worst 하다. (그림 29) 

3) 표 6 의 Recommended specifications of the recycle valve 을 

참고하여 Dead time 과 actuation time 을 결정하였다. Worst 

case 를 모사하기 위하여 spec 내에서 가장 긴 시간을 

설정하였다(표 9). HGBV 의 경우에는 ASV 보다 크기가 작고 더 

빠르게 open 되므로 actuation time 을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하였다.  

Valve Dead Time Actuation Time 

ASV 0.4 sec 1.6 sec 

HGBV 0.4 sec 1 sec 

표 9. Time delay of the recycle valves 

4) 지난 장에서 설명했던 new graphical method 의 단계를 따라 

계산을 하였다. 우선 time delay 가 없이 instant open 되었을 

때의 CvRef  값을 구한 후, 표 9 에서 설정한 dead time 과 

actuation time 을 대입하여 “Cv  vs. time” graph 를 그렸다. 



 

 47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아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식 (5), 

(6)을 통해 CvASV ,CvHGBV 값을 구하였다.  

5) 마지막으로 discharge volume 을 구하는 과정이다. Discharge 

pressure 가 빠르게 저감되려면 discharge volume 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discharge volume 을 계산하기 위하여 

South west Research Institute 에서 제시하고 있는 fixed 

volume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림 33).  

 

그림 33. Simplified system model for surge control system [12] 

일반적인 ESD 의 경우, shutdown 1 초 후에는 speed 는 약 

30%가 감소하고 fan law 에 의하여 discharge head 는 약 

50%가 감소한다. 따라서 1 초후의 discharge head 를 

50%이하로 낮출 수 있는 discharge pressure 를 구한 후, 이를 

만족시키는 discharge volume 을 식 (1), (8)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비례상수 k2값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0.3 의 값을 대입하여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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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valve 를 통과하는 유량의 경우에는 전 단계인 4)에서 

계산한 CvASV ,CvHGBV 값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H =  ZRT1 (
n

n − 1
) [(

P2

P1
)

n−1
n

− 1]                                      (1) 

 

dP2

dt
=

k2 ∙ pd

Vd
 [Qc − Qv]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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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Dynamic simulation 을 이용한 검증 

 

  제 1 항에서는 conventional guideline 을 정리하였고, 제 2 항에서는 

새로 고안한 graphical method 를 적용한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guideline 을 통하여 설계한 모델이 ESD 상황에서 surge 와 

choke 가 잘 방지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spen HYSYS 프로그램을 

통하여 dynamic simulation 을 수행하였다.  

 

(1) Conventional guidelines을 따라 설계한 모델 검증 

Conventional guideline 을 따랐을 때의 설계 입력변수가 표 10 에 

정리되어 있고, dynamic simulation 의 결과가 그림 34 에 제시되어 

있다. 

 

 Input parameter Case 1 Case 2 Case 3 Case 4 

 Surge margin (%) 10 10 10 10 

Inertia (𝑘𝑔 ∙ 𝑚3) 500 500 500 500 

ASV DT (sec) 0.4 0.4 0.4 0.4 

ASV AT (sec) 1.6 1.6 1.6 1.6 

ASV opening type linear linear linear linear 

ASV Cv 550.08 672.32 550.08 672.32 

HGBV DT (sec) - - 0.4 0.4 

HGBV AT (sec) - - 1 1 

HGBV opening type - - linear linear 

HGBV Cv - - 275.04 336.16 

Discharge volume (𝑚3) 10 10 10 10 

표 10. Input parameters following the conventional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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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erformance map results of the models applying the 

conventional guidelines 

Case 1,2 는 ASV 단독으로 작동할 때의 결과이다. Case 1 은 ASV 의 

size 를 recommended guideline(표 6)에서 가장 낮은 flow 

capacity 로 제시되어 있던 (1.8* Qmax) 을 ISA equation 에 대입하여 

구한 결과이다. Case 2 는 가장 높은 flow capacity 로 제시되어 있던 

(1.8*  Qmax )를 대입하여 구한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choke 는 

일어나지 않지만 surge 는 각각 1.23%, 0.77%의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ase 3,4,는 HGBV 가 ASV 와 함께 작동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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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Recommended guideline(표 6)에 따라 HGBV 의 size 를 

ASV 의 50%로 하여 simulation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경우 모두 

surge 는 일어나지 않지만 oversizing 으로 인하여 choke 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New graphical method를 적용하여 설계한 모델 검증 

  제안하고자 하는 new graphical method 를 적용한 설계 모델의 

입력변수가 표 11 에 정리되어 있고, dynamic simulation 의 결과가 

그림 35 에 제시되어 있다 

Input parameter Case 5 Case 6 

 Surge margin (%) 10 10 

Inertia (𝑘𝑔 ∙ 𝑚3) 500 500 

ASV DT (sec) 0.4 0.4 

ASV AT (sec) 1.6 1.6 

ASV opening type linear linear 

ASV Cv 540 450 

HGBV DT (sec) 0.4 0.4 

HGBV AT (sec) 1 1 

HGBV opening type linear linear 

HGBV Cv 163 228.4 

Discharge volume (𝑚3) 22 23 

표 11. Input parameters applying new graphical method 

그림 32 에서 제시한 design procedure 를 따라서 설계 입력 변수를 

결정하였다. Case 5 는 HGBV 의 size 를 ASV 의 30%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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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고, case 6 은 HGBV 의 size 를 ASV 의 50%로 계산한 결과이다. 

두 경우 5%의 margin 을 남겨두고 surge 와 choke 가 잘 방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rge 방지의 측면에서 discharge volume 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는 

것을 앞선 선행연구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volume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choke 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anti surge 와 anti choke 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discharge 

volume 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5. Performance map results of the models applying new graph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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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Anti surge 제어 시스템의 구성 및 원리 이해 

2) Surge 발생 시나리오 모델링 및 분석  

3) Recycle valve 의 time delay 를 고려한 new graphical method 

고안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anti surge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기본적인 구성 및 원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어 성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설계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recycle valve 와 discharge volume 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서, 과거 논문 조사를 통하여 recycle valve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valve 의 dead time, actuation time, opening 

type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모호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좀 더 쉽고 간편하지만 valve 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valve sizing 방법의 개발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기본적인 1-stage compression system 모델링 하였으며 Surge 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discharge volume failure, controlled 

shutdown, emergency shutdown, total power loss)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제어가 이루어 지는지를 dynamic simulation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valve 의 dead time 과 actuation time 을 직접 변수로 

하여 valve 의 flow coefficient(Cv) 값을 구하는 새로운 sizing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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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였다. 기존의 sizing 과정들은 valve 의 time delay 와 opening 

type 같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웠으며, dynamic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sizing 을 할 수 있었다. 또한 

HGBV 가 추가되었을 경우 이를 sizing 하는 방법이나 과정들은 

전적으로 dynamic simulation 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안한 graphical method 는 쉽게 그릴 수 있는 Cv vs. time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고 빠르게 valve 의 flow coefficient 

( Cv) 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산 과정에 time delay 와 

opening type 이 직접적인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 없으며, 특히 ASV 와 HGBV 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sizing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안한 graphical 

method 를 적용한 설계 과정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 따라서 변수들을 

계산한 후에 dynamic simulation 으로 검증한 결과 surge 와 

choke 모두 잘 방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compressor 설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anti surge 제어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나, 

중요한 설계 변수 중 하나인 recycle valve 를 계산하는 graphical 

method 를 고안하였으며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가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더 다양한 shutdown 환경에서 graphical method 를 검증 

- Linear opening type 뿐만 아니라 equal percentage, quick 

opening type 의 valve 를 적용하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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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stage compression system 에서도 제시한 방법과 

설계과정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  

- Start-up 이나 normal process control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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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Cv flow coefficient of the valve  

W mass flow rate 

N numerical constant 

Pv pressure of gas at suction side of valve 

P1 reynolds number and similar abbreviations do not 

use italics 

P2 pressure of gas at discharge side of compressor 

T1 pressure of gas at suction side of compressor 

𝑇v inlet absolute temperature measured at suction of 

valve 

Y expansion factor 

x ratio of pressure differential to inlet absolute 

pressure (∆P/P1) 

ρ1 density of fluid at P1 and T1 

Q volumetric flow rate 

M molecular mass of flowing fluid 

k1 proportional constant between the capacity of ASV 

and HGBV 

k2 proportional constant in the equation of discharge 

pressure reduction 

V𝑑 discharge piping volume 

Qop volumetric flow rate at the operating conditions 

Q𝑠𝑢𝑟𝑔𝑒 volumetric flow rate on the surge line 

Q𝑐𝑜𝑚𝑝 volumetric flow rate of the discharge side of 

compressor 

Q𝑣 volumetric flow rate through the recycle valve 

Z compressibility factor 

n polytropic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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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ple Graphical Method for Sizing Recycle 

Valves of Anti-surge Control System for a 

Compressor Considering Time Delay 

 

 

YuTaek OH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Offshore Pla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pas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s of recycle valve (anti surge valve, hot gas bypass valve) 

characteristics to the surge. However in most of previous 

researches,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explanations about how the 

valve characteristics, such as time delay, opening type, were 

considered in the design process of recycle valve sizi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imple method for 

sizing recycle valves of anti-surge control system for a 

compressor considering time delay of valve. The surge damage not 

only to compressor itself but also to other process systems. For 

this reason, preventing surge is very important when design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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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system. First, investigation about the anti-surge 

control system was conducted to enhance understanding about that 

system. I also looked into scenarios of the surge occurrence and 

check how the anti-surge procedure is ongoing by dynamic 

simulation. At last, I developed graphical method for sizing the 

recycle valves which can consider time delay of valves simply. 

Compression system was designed by applying this simple graphical 

method. Dynamic simul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surge and the choke occurred.  Simple graphical method proposed 

in this thesis have advantages that it is easy and fast to calculate 

the sizing of recycle valves through this method, because this 

method don’t need any recursive calculations. The method also can 

be used equally when anti-surge valve and hot gas bypass valve 

both installed.  

 

Keywords : Anti surge valve, Hot gas bypass valve, time delay, 

Surge, Choke, Simple graphical method,   

Student Number : 2013-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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