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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의 화물 탱크에

서 발생하는 BOG(Boil-Off Gas)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중 열효율이 좋고 별도의 장치 없이 SOx,

NOx 관련 IMO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2-Stroke dual fuel low pressure

gas injection 엔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BOG를 연료로 사용하

더라도 연료 소모량을 제외한 잉여 BOG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박 내부에 BOG 재액화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

이 채택되고 있다.

BOG를 재액화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외부냉매 사이클 사용하여 액화시

키는 방법이 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과 같이 외

부냉매 사이클을 이용하여 BOG를 액화시킨 후 LNG 저장 탱크에 재유

입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화 사이클은 N2

Brayton cycle이다. 하지만 N2 Brayton cycle의 경우 N2 단일냉매를 사

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SMR(Snigle Mixed Refrigerant) 공정과 같이 혼합냉매를 사

용한 BOG 재액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혼합냉매로 탄화수소 냉매를 사용한다. 하지만 탄화수소 냉매의 경

우,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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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ing Engineer Foundation)에서 지정한 Refrigerant Safety

Classification의 A1에 해당하는 고폭발성 냉매로 폭발 사고 발생 시 피

해가 크다. HCFC, HFC, PFC와 같은 비폭발성 냉매로 혼합냉매를 구성

하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위 비폭발성 냉매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매

우 높은 냉매로 국제적 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예정이

다.

최근 친환경 냉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 중 HFO 계열의 냉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 HFO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친환경 냉매이

다. 하지만, HFO 계열의 냉매는 완전 비폭발성 냉매가 아니라

ASHRAE refigerant safety classification A2L group에 해당하는 가연성

과 가연속도가 낮은 저폭발성 냉매이다. 현재 HFO 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탄화수소나 비폭발성 냉매와 비교하여,

효율, 안전성, 친환경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이를 주목하여 BOG 재액화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 HFO

혼합냉매가 탄화수소 혼합냉매에 비해 효율, 안전성, 환경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은 상용 화학 공정 시뮬레

이터인 ASPEN HYSYS을 사용하였으며, 외부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

해 시뮬레이션을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적화 결과를 토대

로 폭발 위험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냉매의 조성에 따른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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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추산하였다.

주요어 : BOG 재액화, 혼합냉매 사이클, HFO 냉매, 효율, 위험도 분

석, 지구온난화 지수

학 번 : 2018-2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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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Boil-Off Gas

천연가스(Natural Gas, NG)는 주성분이 메탄(Methane)으로 된 석유

가스이다. 천연가스는 동일 열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탄소양이 다

른 화석연료에 비해 적어 지구온난화에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량이 적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최근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와 LNG 운반선의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상압 약 영하 –160℃의 끓는 점을 가지는 물질로, 천연

가스를 선박을 통해 운송할 경우 LNG의 끓는 점이 매우 낮아 화물 탱

크 내 단열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 열출입으로 인해 기화하는

LNG가 발생하며, 이를 Boil-Off Gas, BOG라 한다. BOG 발생률

BOR(Boil-Off Rate)는 LNG 저장량의 하루 0.1% 정도로 170K LNG 운

반선 기준 시간 당 약 3톤의 BOG가 발생한다. 화물 탱크 내 발생하는

BOG는 탱크의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탱크 내에서 반드시 제

거를 해주어야 한다.



- 2 -

제 2 절 선박 가스 추진 시스템

발생한 BOG를 선박 내 가스 연소 장치(Gas Combustion Unit, GCU)

를 통해 단순 소각시킨다면, 에너지가 가치가 있는 LNG를 연소시키는

것과 같아 BOG 연소량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BOG

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선박 추진 시스템들이 개발, 적용되어왔다. 최

근 선박의 배기가스 관련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천연가스나 BOG만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다른 선박 엔진들과 비교하여 효율이 높은

Two-stroke dual fuel engine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1 BOG 추진 선박 엔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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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troke dual fuel engine 추진 시스템은 BOG를 직접 연소시켜서

엔진을 구동하며, 발생한 BOG를 엔진 운용조건에 따라 압축하기 위해

Fuel Gas Supply System이라는 가스 압축 시스템을 포함한다. Two

stroke dual fuel 엔진의 경우 16-17bar 정도의 저압 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Low pressure gas injection engine과 300bar 정도의 고압의 가스

를 연료로 사용하는 High pressure gas injection engine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타입의 엔진을 비교할 경우, Low pressure gas injection의 장

치비가 적게 들고, 별도의 장치 없이 IMO Tier Ⅲ 규정을 만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2 System of Low pressure gas inject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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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BOG 재액화 시스템

제 1 항 BOG 재액화 시스템

Gas injection engine을 탑재하여 BO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연료 소모량을 초과하는 잉여 BOG가 발생한다. 잉여 BOG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잉여 BOG를 재액화하여 다시 화물 탱크로 보내

는 시스템을 LNG 운송선 내에 탑재하는데 이를 BOG 재액화 시스템이

라고 한다. Low pressure gas injection의 경우, 운용압력이 낮아 팽창을

Low pressure

gas injection engine

High pressure

gas injection engine

열효율 약 47% 약 50%

NOx

발생량
IMO Tier Ⅲ 만족 IMO Tier Ⅱ 만족

장치비

LNG 추진 선박의 경우

고압 엔진의 장치비가 15% 정도 더 높음

LNG 운송선의 경우

고압 엔진의 장치비가 40% 정도 더 높음

운용비 두 엔진 간 차이가 적음

표 1 Gas injection engin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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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가 재액화를 하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과 같이 외부냉매 사이클을 이용하여 재액화하는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 중이다.

그림 3 천연가스의 PH 다이어그램

그림 4 외부냉매 사이클을 사용한 BOG 재액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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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N2 Brayton cycle

N2 Brayton cycle은 N2 하나만을 냉매로 사용하는 액화 사이클로, 기

본적으로 그림5와 같이 compressor, heat exchanger, expander로 구성된

다. 냉매인 N2는 그림 6과 같이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intercooling과 함께 압축된다(1-7). 압축후 cooler를 통해 냉각된 N2(7)

는 열교환기를 다시 냉각 후 팽창된다(7-9). 압축을 통해 온도가 떨어진

N2는 열교환기에 유입되어 BOG와 N2에 냉열을 공급하고 다시 압축단

계로 돌아간다(9-1).

그림 5 PFD of N2 Brayt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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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2 Brayton cycle의 T-s 거동

N2 Brayton cycle의 경우, N2 하나만을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Quick start 성능이 좋고 운전이 쉽다. 또한, 장비의 구성이 단순하고 높

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N2 brayton

cycle은 많은 제조사들에 의해 BOG 재액화 시스템으로 선호되어, 아래

표와 같이 N2 Brayton cycle을 기반으로 한 BOG 재액화 사이클이 개

발, 연구되었다.

BOG re-liquefacion system

Jamal TGE MARKⅠ EcoRel MARK Ⅲ MARK Ⅲ
LadyGI

Supplier Osaka Gas Tractebel HGS Cryostar HGS HGS

Year 2000 2004 2006 2008 2008 2009

Cycle
N2 

Brayton
N2 

Brayton
N2 

Brayton
N2 

Brayton
N2 

Brayton
N2 

Brayton

표 2 N2 Brayton cycle을 사용한 BOG 재액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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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pander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체상태에서의 현열을 이

용한 열교환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열이 작아 열교환 효율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냉매의 유량 증가 및 압축에너지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

이 큰 단점이 있다. Yin et al.[22] 의 연구에 따르면 N2 Brayton cycle

의 경우 혼합냉매를 이용한 액화 사이클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40%

정도 증가한다.

제 3 항 혼합냉매 사이클(SMR)

N2 Brayton cycle의 에너지 소모량이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

냉매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SMR(Single Mixed Refrigerant) cycle은

가장 간단 혼합냉매 사이클 중 하나이다. SMR cycle은 하나의 혼합냉매

를 사용한 액화 사이클로 기본적으로 그림7과 같이 compressor, heat

exchanger, JT valve로 구성된다.

그림 7 PFD of SM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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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MR cycle의 혼합냉매 PH 거동

혼합냉매는 그림 6과 같이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intercooling과 함께 압축된다(compression). 압축 후 cooler를 통해 냉각

된 혼합냉매는 열교환기를 다시 냉각되며(condensation), 이후 JT valve

를 통해 팽창된다(expansion). 압축을 통해 온도가 떨어진 N2는 열교환

기에 유입되어 BOG와 N2에 냉열을 공급(evaporation)하고 다시 압축단

계로 돌아간다. 혼합냉매의 경우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열교환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액화 공정의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SMR의 대표적인 혼합냉매는 일반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과 같은

탄화수소(Hydrocarbon)계열의 냉매이다. 탄화수소계열의 냉매는 N2,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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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C3, C4로 구성이 되며, 천연가스나 BOG 같이 끓는 점이 매우 낮은

물질을 다룰 수 있으면서,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탄화수소계

열의 냉매는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md Air Conditioning Engineer Foundation) 냉매 safety classification

A3에 해당하는 고폭발성 물질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폭발성 혼합냉매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비폭

발성 냉매는 AHRAE safety classification A1에 해당하는 폭발성이 전

혀 없는 냉매이다. 비폭발성 혼합냉매의 경우 탄화수소계열 냉매에 준하

는 효율을 내며, 폭발의 위험이나 피해가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폭

발성 혼합냉매 주로 HFC(Hydrofluorocarbon)와 PFC(Per-fluorocarbon)

로 구성된다. 위 냉매들은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매우 높은 물질로, 최근 냉매 관련 환경규제로 인해 사용이 제

한되거나, 감축될 예정이다.

　
Lower flammable 

limit
(@23℃, 101,3 

kPa)

Heat of 
combustion

(@23℃,101,3k
Pa)

Burning 
velocity

(@23℃,101,3k
Pa)

A1 No flame
propagation - - -

A2L Lower 
flammable ≥ 3.5% vol. <19,000 

kJ/kg ≤10 cm/s

A2 Flammable 　 　 -

A3 Higher 
flammable < 3.5% vol. ≥ 19,000 

kJ/kg -

표 3 ASHRAE refrigerant safet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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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AE 
NUMBER

Chemical 
name

Molecular
 formula

Boiling point 
[℃]

Safety
Classification

R-728 Nitrogen N2 -195.8 A1
R-50 Methane CH4 -161.5 A3

R-170 Ethane C2H6 -89 A3
R-290 Propane C3H8 -42 A3
R-600 n-Butane C4H10 -1 A3

표 4 탄화수소 계열 냉매 특성

Refrigerant 
No.

Chemical 
formula Type GWP

R14 CF4 PFC 7,390 

R23 CHF3 HFC 12,400 

R116 CF3CF3 PFC 12,200 

R218 CF3CF2CF3 PFC 8,830

R41 CH3F HFC 116 

R32 CH2F2 HFC 675 

R125 CHF2CF3 HFC 3,170 

R143a CH3CF3 HFC 4,800 

R161 CH3CHF2 HFC 4 

R218 CF3CF2CF3 PFC 8,830 

R134a CH2HCF3 HFC 1,120 

R152a CH3CHF2 HFC 138 

R227ea CF3CHFCF3 HFC 3,350 

R236fa CF3CH2CF3 HFC 8,060 

R245fa CHF2CH2CF3 HFC 858 

표 5 비폭발성 냉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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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기존 연구의 문제점

기존 BOG 재액화 관련 연구의 경우, 제 1 장 2절 2, 3 항과 같이 N2

Brayton cycle 혹은 탄화수소 계열이나 비폭발성 냉매를 사용하였다. N2

Brayton cycle의 경우, 안전성은 높지만 재액화 시스템에 소요되는 에너

지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탄화수소 혼합냉매의 경우, 에너지 효율은

좋지만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비폭발성 혼합냉매

의 경우, 효율도 좋고 안정성이 높지만, 대부분 지구온난화 지수가 매우

커서 국제 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

점이 있다. 13페이지 표6은 기존 연구 목록과 각 연구에서 사용된 냉매

의 종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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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Publication Years Refrigerant

J. Romero Gómez et al.
Polish maritime

research
2014 N2

Dong Hun Kwak et al. Energy 2018 N2

Beladjine BM et al. ICR 2011 N2

Moon et al ICC 2007 N2

Younggy shin et al. Applied energy 2008 N2

L. Yin et al. Energy 2019 N2

P. Nekså et al. J.Nat.Gas Sci. Eng 2010 HC

Beladjine BM et al. J.Mar.Sci.Appl 2016 HC

J. Romero Gómez et al.
Energy conversion

and manag.
2015 HC

Hongbo Tan et al. Cryogenic 2018 HC

Mikhail Boiarski et al.
IGC Polycold

Systems
2005 NF

Jung seung kyo et al.
Europe Patent

Application
2014 NF

Yoo Junghyun Kaist 2015 NF

표 6 BOG 재액화 관련 선행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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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HFO 냉매

비폭발성 냉매의 환경규제로 인해, 최근 친환경 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냉매 중 하나로 HFO 냉매가

있다. HFO 냉매의 경우 분자 결합 내 이중 결합을 포함하여 대기 중 분

해 속도가 빨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대표적인 HFO 계열의 냉매

로 R1234yf, R1234ze, R1233zd가 존재하며 그 특성은 아래 표 7과 같다.

하지만 HFO 냉매의 경우 완전히 비폭발성 냉매가 아니라, ASHRAE

refrigerant safety classification A2L에 해당하는 저폭발성 물질로 약간

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HFO 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연구

는 진행 된 게 없어 실제로 효율, 환경적 그리고 폭발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지 알려진 바가 없다.

Boiling

point[℃]
Flammability

Safety

class
GWP ODP

R1234yf -30 slightly A2L 1 0

R1234ze -18.95 slightly A2L 0 0

R1233zd 18.3 non A1 1 0

표 7 HFO 냉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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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연구 목적

본 연구는 HFO 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HFO 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공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용 화학 공정 시뮬레이터인 ASPEN HYSYS

를 통해 탄화수소계열의 혼합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공정과 HFO

혼합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공정을 모사하였다. 이를 에너지 소모량

관점에서 최적화를 진행하여 HFO 혼합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공정

의 에너지 효율과 기존 탄화수소계열의 냉매를 사용한 BOG 재액화 공

정과 효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폭발 위험도 분석 방법 중 하나인 TNT

equivalency method를 통해 두 공정간 폭발 위험도를 결과론적으로 비

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HFO 혼합냉매의 GWP를 계산하여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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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이론

제 1 절 공정 모델링

BOG 재액화 공정의 모델링은 열역학을 기반으로 한다. 모델링 중 가

장 중요한 물질의 특성은 energy balance equation을 풀기 위한 엔탈피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상태 및 엔탈피 계산을 하기 위한

EOS(Equation Of State)로 Peng-Robinson EOS를 사용하였다. 각 물질

의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아래 Peng=Robinson EOS를 사용하여 유도

된 Enthalpy departure function을 이용하여 해당 스트림의 엔탈피를 구

하였다.

Enthalpy departure function

   ∞  
Peng-Robinson EOS

 
Enthalpy departure function using Peng Robinson EOS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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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통해 각 장비에 유입되는 스트림의 엔탈피 값을 구하고 다음

의 각 장비에 대한 energy balance equation을 통해 토출되는 스트림의

특성을 구한다.

열교환기 energy balance equation

Q=Mcold[Hout-Hin] = Mhot[Hin-Hout] = UA∆TLMFt
Q = Heat duty

M = fluid mass flow rate

H = enthalpy

hot and cold = hot and cold fluids

in and out = inlet and ouletstream

U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A = surface area available for heat transfer

∆TLM = log mean temperatauredifference(LMTD)

Ft =LMTD correc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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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energy balance equation

Wactutual=ηWis =M[Hin-Hout]

Wactual = actual compressor work

Wis = isentropic compressor work

η = compressor adiabatic efficiency

M = fluid mass flow rate

H = enthalpy

in and out = inlet and oulet stream

cooler energy balance equation

Q=Mcold[Hout - Hin ]= Mhot[Hin-Hout ]

T valve energy balance equation

Hin = Hout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ASPEN HYSYS를 이용하여 위

계산들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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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 목적에서 말한 것과 같이 BOG 재액화 공정의 효율을 최대화하

기 위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는 시뮬레이터인 HYSYS와 외부

계산 프로그램인 MATLAB을 연동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대한 개

요는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 9 최적화 개요

본 연구의 최적화 문제는 비선형적이며 많은 공정 변수와 제한 조건

을 가진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에 복잡성으로 인해 다음 세 가지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 Modified Direct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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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Direct 알고리즘은 기존의 Direct 알고리즘을 hidden

constraint가 많은 화학 공정 적용을 위해 수정한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direct algorithm의 경우 최적화 범위를 hyper-rectangle 형태로 나누어

값의 유효성 검토 없이 값을 비교하며 최적점을 찾아 나갔지만,

Modified Direct 알고리즘의 경우 값의 유효성을 검토하며 hyper

rectangle의 중간 지점의 값을 비교하며 최적점을 찾아 나간다. 유효하지

않은 범위 주변의 값은 더욱 작은 hyper rectangle로 나누어 경계선을

찾아가며 최적값을 찾아감으로써, direct algorithm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Modified Direct 알고리즘의 거동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Modified Direct 알고리즘의 거동

2) SNOBIT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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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BFIT은 Stable Noisy Optimization by Branch and Fit의 준말

로, 2008년 Huyer & Neumaier에 의해 제안되었다. SNOBIT 알고리즘의

경우 초기 랜덤하게 뿌려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quadratic 형식의 대리

함수(Surrogate function)을 생성하여 최적점이 예상되는 위치나 최적점

이라고 판단되는 변수 값을 생성하여 다음 iteration의 적용하며 최적값

을 찾아나간다. SNOBIT 알고리즘의 개요와 거동은 다음과 같다.

ⅰ) Create a randomized space-filling set of initial points : initial calls

ⅱ) Create local quadratic models around each point using a set of

nearest neighbors

ⅲ) Minimum of each model is evaluated.

ⅳ) Returns a number of points whose evaluation is likely to improve

these models or is expected to give better function values.

ⅴ) If, the number of points be evaluated in the next step is lower

than a set number of points, additional random data points in

unexplored areas are added. àGlobal optimization

ⅵ) Repeat from 2) : continuation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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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O

PSO은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의 준말로, 군집 개체를 모방한

알고리즘이다. 하나의 후보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무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후보 해가 최

적점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무리 전체가 최적점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

두 고려하여 다음 세대의 후보 해를 산출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

면 아래의 식과 같다.

vi(t+1) = wvi(t)+c1r1[xbesti(t)−xi(t)]+ c2r2[g(t)−xi(t)]

vi(t) : the particle’s velocity at time t

xi(t) : the particle’s position at time t

xbesti(t) : the particle’s individual best solution as of time t

g(t) : the swarm’s best solution as of time t

그림 11 SNOBIT 알고리즘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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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SO 알고리즘의 거동

제 3 절 TNT equivalency method

연구 목적에서 말한 것과 같이 BOG 재액화 공정의 안정성을 검토하

기 위해 TNT equivalency method를 이용하여 폭발 위험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TNT equivalency method 폭발 사고가 일어난 환경을 가정하여,

폭발 물질의 연소열을 TNT의 폭발력을 치환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는

결과론적 방법이다. 장비나 파이프 내에서 폭발성 물질이 유출되어

vapor cloud를 형성한다고 가정하는데, TNT equivalency method는 이

러한 vapor cloud가 폭발하는 vapor cloud explosion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TNT equivalency method의 결과로 폭발 사고 발생시 일

정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peak pressure)인 over

pressure가 결과로 산출된다. TNT equivalency model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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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vapor cloud 모델 생성(유출 시나리오 가정)

ⅱ) TNT equivalent mass (W) 추산




 = equivalent mass of TNT (kg) = empirical explosion efficiency = mass of flammable material (kg) = heat of combustion of flammable material (kJ/kg) = heat of combustion of TNT (4437 kJ/kg)

ⅲ) Scaled distance (Z) 계산


 : scaled distance (m/kg1/3) : equivalent mass of TNT (kg) : distance from ignition point
ⅳ) Scaled distance의 값을 이용하여 overpressure 추산

log    
 

  = overpressure (Pa)
Z = scale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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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pressure의 경우 아래 표의 계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그림 13 TNT equivalenc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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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수행 내용

제 1 절 BOG 재액화 공정 모델링

ASPEN HYSYS를 사용하여 BOG 재액화 공정을 모델링 하였다. 모

델링의 경우 BOG generation, Fuel gas supply system, BOG 재액화 시

스템까지 모두 모사하였으며, 대상 선종은 170K LNG 운반선으로 가정

하였다.

제 1 항 BOG 생성 모델링

BOG 생성을 위해 아래 표 과 같은 조성의 LNG가 170K LNG 운반

선에 저장되어있다고 가정하였다. LNG는 170K 화물 탱크 내에 95%

filling, 1.06bar saturation 상태로 저장되어있다.

Parameters Unit Value
LNG composition

Nitrogen mol% 0.37
Methane mol% 95.89
Ethane mol% 2.96
Propane mol% 0.72

Normal butane mol% 0.06
Pressure bara 1.06
Temperature ℃ -160.8

표 8 LNG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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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 발생량인 BOR은 저장량의 하루 0.1% 로 가정하였고, 아래 계

산식을 이용하여 BOG 발생량을 구하였다.

   
 : boil off rate（0.1% /day)
 : LNG density
 : LNG volume
위 계산을 통해 시간당 2938 kg/hr의 BOG가 발생한다고 추산되었

다. HYSYS의 탱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당 LNG 저장량에서 BOG

발생량만큼의 유량이 발생하도록 출입되는 열을 추산하여 발생하는

BOG의 특성을 구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BOG 발생 모델을 한 모습

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4 BOG 발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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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 flow of the feed stream
 = external heat
 = heat flow of the vapor stream
 = heat flow of light liquid product stream
 = heat flow of the heavy liquid stream

Parameters Unit Value

BOG

Nitrogen mol% 8.76

Methane mol% 91.23

Pressure bara 1.06

Temperature ℃ -120

flowrate kg/hr 2938

표 9 BOG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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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Fuel gas supply system 모델링

발생한 BOG를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Fuel gas supply system을 모

사하였다. 선박 내에는 추진을 위한 Low pressure two-stroke dual fuel

engine과 선박 내 사용할 전기 생산을 위한 DFDE 두 종류의 엔진 탑재

를 가정하였다. 탑재할 엔진을 가정하였고, 해당 엔진의 카탈로그를 통해

연료 소모량에 필요한 값들을 얻어 연료 소모량을 계산하였다. 가정한

엔진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ⅰ) Low pressure two-stroke dual fuel engine

- Propulsion power generation

- WinGD X-62DF x 2

- Inlet pressure 16barg (17.01 bara)

- 11,925 kW 엔진 2개가 탑재되며 평상시 40% load로 운용된다고 가정

- SFOC( Specific Fuel oil Consumption ) : 7132 kWh/kJ

ⅱ) DFDE

- Auxiliary power generation

- MAN Diesel & Turbo 5G70

- Inlet pressure 11.4 bara

- 50% load, 4000kW power generation

- SFOC : 7670 kWh/kJ

위 성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엔진 연료로 소모되는 BOG의

양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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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 power [kW] = specific fuel oil consumption [kWh/kJ] = Lower heating value of BOG [kJ/kg]

위 계산을 통해 구한 연료 소모량은 총 2302 kg/hr로 상세 결과는 아래

표10과 같다. Fuel gas supply system은 intercooling을 위한 cooler를 포

함한 총 3단 compressor로 구성되며, 2단 압축(11.5bar) 후 일부는

DFDE에 유입된다. 나머지 BOG는 3단 압축(17.01bar) 후 일부는 main

engine에 해당하는 소모량만큼 엔진으로 보내지고 남은 압축된 BOG는

재액화되어 화물 탱크로 보내지기 위해 재액화 시스템에 유입된다.

Parameters Unit Value

BOG LHV kJ/kg 4.29E+04

DFDE

Fuel consumption kg/hr 716

Fuel temperature ℃ 40

Fuel pressure bara 11.5

Propulsion engine

Fuel consumption kg/hr 1586

Fuel temperature ℃ 40

Fuel pressure barg 16

표 10 엔진 연료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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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BOG 재액화 시스템 모델링

BOG 발생량에서 연료 소모량을 제외한 636kg/hr의 BOG가 재액화

시스템으로 유입된다. BOG 재액화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SMR 공정으로 가정하였다. 냉매 압축 시스템은 intercooling을

위한 cooler를 포함한 2단 compressor에 의해 행해지며, 압축된 혼합냉

매는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된 후, JT vavle를 통한 등엔탈피 팽창을 통

해 과냉각(sub-cooling)된다. 과냉각된 혼합냉매는 다시 열교환기로 보내

져 BOG를 액화시키고, 냉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열을 공급한다. 냉

매의 구성은 N2, C1, C2, C3, nC4를 사용한 탄화수소계열의 혼합냉매와

Ar, C2, R1234yf, R1234ze, R1233zd를 사용한 HFO 혼합냉매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HFO 냉매의 경우, C2와 끓는 점이 비슷한 냉매의 부재로

인해 탄화수소인 C2가 추가되었다. N2와 Ar으로 인한 효과의 차이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Ar, C1, C2, C3, nC4 혼합냉매, N2, C2,

R1234yf, R1234ze, R1233zd 혼합냉매 두가지 케이스를 추가하여 총 4가

지 케이스에 대하여 모델링 하였다. 다음 그림 은 HYSYS를 이용한

BOG 재액화 시스템의 PFD를 보여준다.



- 32 -

그림 15 BOG 재액화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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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PC 최적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완성된 BOG 재액화 시스템의 모델을 에너지 소

모량 관점에서 최적화하였다. 목적함수는 아래 식과 SPC(specific power

consumption)과 같다.

     
SPC는 위 수식과 같이 액화되는 BOG 유량 당 냉매 압축에 소모되는

에너지로 액화 공정의 주요 에너지 지표 중 하나이다.

최적화 공정 변수는 각 케이스마다 냉매의 조성 5개, 냉매 유량, 열교

환기 후단 온도, compressor 토출압력 2개 총 9개로 구성이 된다.

제약조건의 경우 열교환기의 과도한 사이징(oversizing)을 방지하기

위해 열교환기의 minmum approach temperature를 3℃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compressor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compressor inlet

스트림의 vapor fraction이 1이 되도록 제한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제 2 장 2절의 내용과 같이 Modified direct,

SNOBIT, PSO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점의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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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function

     
Process variables

Parameter Range

MR compostion 0 ~ 1

MR mass flow 0 ~ 20,000 kg/hr

Heat exchanger

temperature
-165℃ ~ -140℃

compressor pressure (2.5 bar ~ 40 bar, 2 stage)

Constraint

Heat exchanger

minimum approach

temperature

> 3℃

Vapor fraction of

compressor inlet stream
f = 1

표 11 최적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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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폭발 위험도 분석

제 3 장 2절의 최적화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폭발 위험도 분석을 하였

다. 폭발 위험도 분석은 TNT equivalency method를 사용하였으면 상세

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ⅰ) vapor cloud 모델 생성(유출 시나리오 가정)

Leak rate  계산

- For liquid  ≤

- For gas

for sonic flow 
     ≥

 

 ≤
   

for subsonic fl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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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ixture

     

 =leak rate(kg/s) = leakage area(m2)
* 본 연구에서는 3mm hole이 발생하였다고 가정 = discharge coefficient (0.85 for gas, 0.61 for liquid)= liquid density =Absolute pressure inside pipe (Pa) , = Atmosphere pressure(Pa)= molecular weight, = ratio of specific heat.
- leak amount M

 
* t = 90s

equivalent total Emergency Shutdown System working time

위 식을 통해 구해진 어느 지점에서의 유출량만큼 냉매가 유출되어

vapor cloud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생성된 vapor cloud를 TNT

equivalency method를 이용하여 유출된 냉매에 대한 vapor cloud

explosion의 폭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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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NT equivalent mass (W) 추산




 = equivalent mass of TNT (kg) = empirical explosion efficiency = mass of flammable material (kg) = heat of combustion of flammable material (kJ/kg) = heat of combustion of TNT (4437 kJ/kg)

아래의 표는 위 계산에 사용한 냉매의 Heat of combustion을 보여준다.

empirical explosion efficiency는 탄화수소계열 물질에 대해 일반적으로

0.03 ~ 0.1의 값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설계를 탄화수소계

열의 냉매와 HFO 냉매의 empirical explosion efficiency의 값으로 모두

0.1을 사용하였다.

Refrigerant Heat of combustion [kJ/kg] ASHTAE classification
N2 0 A1
Ar 0 A1
C1 55510 A3
C2 51900 A3
C3 50330 A3
nC4 49500 A3
R1234yf 9500 A2L
R1234ze 10700 A2L
R1233zd 0 A1

표 12 냉매의 Heat of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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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aled distance (Z) 계산


 : scaled distance (m/kg1/3) : equivalent mass of TNT (kg) : distance from ignition point
본 연구에서는 비좁은 선박 내 환경을 고려하여 R을 3m로 가정하였다.

ⅳ) Scaled distance의 값을 이용하여 overpressure 추산

log    
 

  = overpressure (Pa)
Z = scaled distance

앞서 계산의 결과와 위 식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각 케이스에 대한 폭

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폭발 위험도 분석은 유출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압력이 높은 아래 그림과 같은 세 지점에 대해 수행하였다.

그림 16 폭발 위험도 분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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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WP 추산

HFO 혼합냉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식을 사용

하여 혼합냉매의 GWP를 구하였다.

 
 = 지구온난화 지수
 = 물질 i 의 mass fraction
 = 물질 i 의 GWP

아래의 표는 위 계산에 사용한 냉매의 GWP를 보여준다.

Refrigerant Global warming potential
N2 0
Ar 0
C1 25
C2 6
C3 3
nC4 4
R1234yf 1
R1234ze 0
R1233zd 1

표 13 냉매의 G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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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연구 결과

아래 표는 BOG 재액화 시스템을 모델에 대해 SPC를 최적화하고, 폭

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Case1
(HC+N2)

Case2
(HC+Ar)

Case3
(LF+N2)

Case4
(LF+Ar)

MR
composition

　
　

N2 7.2 Ar 33.8 N2 67.0 Ar 34

C1 15.9 C1 5.2 C2 21.4 C2 24

C2 23.7 C2 18.5 R1234yf 0 R1234yf 0

C3 0 C3 7.3 R1234ze 0 R1234ze 0

nC4 53.2 nC4 35.2 R1233zd 11.6 R1233zd 42

MR mass
flow rate
[kg/hr]

6119 5377 12954 7603

Compressor
Pressure
[bar]

18.56 34.53 40 40

Compressor
Power [kW] 399.1 393.4 958 422.7

SPC
[kWh/kg] 0.63 0.62 1.51 0.66

Over
pressure
[bar]

Point
1 2.08 2.71 1.31 1.56

Point
2 4.16 5.08 2.17 3.25

Point
3 10.72 11.46 4.41 6.52

GWP 7.5 4 1.3 1.9

표 14 연구 수행 결과



- 41 -

본 연구에서 수행한 BOG 재액화 시스템의 Case는 사용한 냉매의 구

성에 따라 HC+N2, HC+Ar, LF+N2, LF+Ar 총 4가지 Case이다. HC+N2

의 경우 일반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의 냉매로 사용되며 이를

reference case로 case 1로 지정하였다. Case 3, 4의 경우 본연구의 목적

인 HFO 혼합냉매를 사용한 Case로 각각 저온부의 냉매로 N2와 Ar을

사용한 차이가 있다. 탄화수소계열에서의 Ar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C+Ar을 Case 2로 지정하였다.

표 14 연구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 HFO 냉매와 Ar을 사용한

Case4의 경우 기존의 탄화수소계열의 냉매를 사용한 Case 1에 비해 에

너지 소모량은 약 6% 정도 증가하지만, 폭발의 위험도의 기준인

overpressure가 최대 40% 감소하며, GWP 또한 75% 감소한 결과를 보

여준다. 이는 HFO 냉매를 사용하여 기존의 탄화수소계열 냉매에 비슷한

효율을 내면서, 폭발의 위험도와 GWP를 낮춘 저폭발성 친환경 BOG 재

액화 공정을 설계 할 수 있음을 의마한다.



- 42 -

제 2 절 결과 분석

제 1 항 에너지 효율

이 항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에너지 효율 관점으로 분석을 해본다.

최적화 결과를 확인하면, 혼합냉매 간 끓는 점 차이가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수 있다.

Case 1과 2를 비교해보면, Ar의 끓는 점이 N2의 끓는 점에 비해 높

아, 팽창 후 더 큰 liquid fraction을 가진다. 액체의 경우 기체에 비해 비

열이 높기 때문에 더 작은 양으로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ase2의 필요 냉매 유량이 Case 1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

만, Case 2의 경우 JT expansion으로 인한 냉각 효과를 가지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을 요구하므로, 두 case 간 에너지 소모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폭발성(HFO) 냉매의 경우, 탄화수소계열의 냉매에 비해 끓는 점이

높으며, 열교환기 내에서 상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끓는 점이 존

재한다. 이로 인해 열교환기 내부에서 중온부를 담당할 R1234yf,

R1234ze 냉매가 거의 필요치 않으며, N2+C2 혹은 Ar+C2가 저온부에서

의 열교환을 담당하고, 고온부에서의 R1234zd가 담당하여 최적화 결과

저온의 냉매와 고온의 냉매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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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의 경우, N2의 끓는 점이 낮아 JT expansion 후 비열이 작은

기체상태로 부분이 커져 열교환 효율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저온부의

열교환을 담당하는 N2의 조성이 과도하게 커지며, 냉매와 BOG에 냉열

을 제공하기 위해 냉매의 전체적인 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Case에 비해 재액화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매우 크게 요구되는 결과를

가진다.

Case 4의 경우, Ar의 끓는 점이 N2의 끓는 점보다 높아 JT

expansion 후 비열이 큰 액체상태 부분이 커져 열교환 효율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BOG의 액화가 진행되어 minimum approach temperature가

발생하는 저온부의 열교환이 Case 3의 비해 적은 양의 냉매 유량으로도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냉매의 유량과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

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탄화 수소계열의 냉매와 비슷한 효율을 가지

게 된다.

Boiling point(℃) @ 1 atm

N2 -195.7 nC4 -0.4

Ar -185.9 R1234yf -29

C1 -161.7 R1234ze -18.5

C2 -88.7 R1234zd 18

C3 -42.2

표 15 냉매의 끓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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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Overpressure 분석

아래 표는 각 Case 별 overpressure 추산 결과를 보여준다.

　
Case1 

(HC+N2)
Case2 

(HC+Ar)
Case3 

(LF+N2)
Case4

(LF+Ar)
Heat of combustion 

[kJ/kg]
47479 33597 8290 12403

Leak amount 
[kg]

Point 1 2.1 4.2 4.7 5.4
Point 2 5.2 9.5 9.6 14.7
Point 3 18.2 28.2 32 35.7

Overpressure 
[bar]

Point 1 2.08 2.71 1.31 1.56
Point 2 4.16 5.08 2.17 3.25
Point 3 10.72 11.46 4.41 6.52

표 16 각 Case 별 Overpressure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same leak hole size 가정 시, 액체의 유출량

이 기체의 유출량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Case에 대하여 압력이 높고 온

도가 낮아 Liquid fraction이 높은 Point 3에서 가장 큰 overpressure를

가진다. 탄화수소계열 혼합냉매와 HFO 계열의 냉매를 비교시, 탄화수소

계열의 혼합냉매의 heat of combustion이 크기 때문에 Case 1과 Case2

의 overpressure가 크다.

Case 1과 2를 비교해보면 Case 2의 Heat of combustion이 낮지만,

Case 2의 끓는 점이 더 높아 liquid fraction의 커짐으로 인해 유출량이

증가하여, overpressure가 Case 1보다 크다.

Case 3의 경우 비폭발성 냉매인 N2의 조성이 커 가장 overpressure가

가장 낮은 결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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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GWP 분석

아래 표는 각 Case 별 GWP 추산 결과를 보여준다.

　 Case1 
(HC+N2)

Case2 
(HC+Ar)

Case3 
(LF+N2)

Case4
(LF+Ar)

GWP 7.5 4 1.3 1.9

표 17 각 Case 별 GWP

HFO 냉매의 경우 탄화수소계열의 냉매보다 GWP가 낮기 때문

에 Case 1, 2에 비해 Case 3, 4의 GWP가 낮은 결과를 보인다.

Case 3의 경우 GWP가 0인 N2의 조성이 커서 가장 낮은 GWP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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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저폭발성 냉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BOG 재액화 시스템

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N2 Brayton cycle의 경우 운전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냉매 하나만을

사용하여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탄화수소 혼합냉매의 경우 효율은

좋으나. 폭발성이 커서 폭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단점이 있다. 비폭

발성 혼합냉매의 경우 효율도 좋고 사고 발생 시 피해도 작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제 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약간의 폭발 위험성은 가지지만 최근 친환경 냉매로

주목을 받고있는 HFO 냉매를 BOG 재액화 공정에 적용하여 위 문제점

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0K LNG 운송선을 대상으로 한 BOG 재액화 공정을 모

델링 하였다. BOG 재액화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 시

뮬레이터인 ASPEN HYSYS를 사용하여 BOG 생성, Fuel gas supply

system, BOG 재액화 공정을 모두 모사하였다.

모델링 된 BOG 재액화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매 압축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였으며, 최적화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Modified direct, SNOBFIT, PSO 세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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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었다.

HFO 냉매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적화 된 모델을 기반으로 폭

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폭발 위험도 분석은 vapor cloud

explosion의 해석 방법 중 하나인 TNT equivalency method를 사용하였

다.

또한, HFO 냉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최적화 된

모델의 냉매 조성의 GWP를 추산하였다.

그 결과, HFO냉매와 Ar을 사용한 Case 4의 경우 기존 탄화수소 혼합

냉매(Case1)를 사용한 BOG 재액화 공정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은 6%

정도 증가하지만, 폭발 사고 발생시 overpressure가 최대 40% 정도 감소

함을 보였다. 또한, HFO 혼합냉매의 경우 GWP가 탄화수소 혼합냉매에

비교하여 75% 정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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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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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rowing interest in systems that use Boil-Off Gas (BOG) from

cargo tanks of LNG(Liquefied Natural Gas) as ship fuel, two-Stroke

dual gas engines that have good thermal efficiency and meet the IMO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SOx and NOx without separate

devices are receiving attention. However, although BOG is used as

fuel, surplus BOG other than fuel consumption occurs. To reduce the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surplus BOG, the method of loading

the BOG re-liquefaction system inside the vessel is being adopted.

One method of re-liquefying BOG is to liquefy it using an external

refrigerant cycle. Such as conventional natural gas liquefaction

process, BOG is liquefied by using an external refrigerant cycle and

liquefied BOG is re-entered to LNG storage tank. The current

commonly used liquefaction cycle is the N2 Brayton cycle. However,

in the case of the N2 Brayton cycle, it has a disadvantage of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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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t because it uses N2 single refrigerant. To compensate

for this, studies are underway on the BOG re-liquefaction system

using mixed refrigerant, such as the SMR (Single Mixed Refrigerant)

process. For most studies, hydrocarbon refrigerant is used as a mixed

refrigerant. However, hydrocarbon refrigerants are high explosive

refrigerant equivalent to A1 of the Refrigeration Safety Classification

as specified by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 Foundation) and very damaging in the

event of an explosion. There are studies that make up the mixture

with non-explosive refrigerant such as HCFC, HFC and PFC, but in

the case of the above non-explosive refrigerants, the use will be

limited or restric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since non-explosive

refrigerants have a very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Recently, the interest in eco-friendly refrigerant has been increasing,

and among them, HFO-based refrigerant is gaining attention. HFO

refrigerant is an eco-friendly refrigerant with a low global warming

index. However, the HFO family refrigerant is not a completely

non-explosive refrigerant, but a low explosive refrigerant with low

flammability and low continuity corresponding to the ASH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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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nt safety classification A2L group.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research on BOG re-liquefaction using HFO refrigerant, and it is

not known how efficiency, safety and eco-friendly differ compared to

hydrocarbons or non-explosive refrigerant.

This study focuses on this and attempts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safety, and environment of HFO mixed refrigerants

compared to hydrocarbon mixed refrigerants through simulation of

BOG reliquefaction system. For simulation, ASPEN HYSYS, a

commercial chemical process simulator, was used, and the simulation

was optimized using an external optimization algorithm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Based on the optimization results, an

explosion risk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refrigerant.

keywords : BOG re-liquefaction, Mixed refrigerant cycle, HFO

refrigerants, efficiency, explosion risk analysis, global warming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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