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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천연가스는 기존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점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나라

들이 청정연료로써 천연가스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천연가스의 소

비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LNG 

생산 플랜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

를 액화하는 역할을 하는 액화공정은 LNG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

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핵심공정으로 LNG 생산 플랜트의 효율

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안전한 운전이 필수적이다. 

액화공정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천이상황

(transient condition)을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한다. 특

히 스타트업(start-up)상황은 액화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천이상황으로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장비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

장나 생산력저하와 생산불가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 재질의 

PFHE(Plate-Fin Heat Exchanger)를 사용하는 액화공정의 경우 PFHE

가 재질 특성상 열적 충격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ALPEMA(Aluminum 

Plate-Fin Heat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는 열교환

기의 온도변화율을 분당 2℃ 이하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PFHE를 사용하는 액화공정에서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율이 2℃ 

이하가 되도록하는 안전한 스타트업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동적 시뮬

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액화공정 스타트업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공정 

모사 도구로 Aspen HYSYS V8.8을 사용하였고 PFHE의 모델링에는 

Aspen EDR V8.8이 사용되었다. 액화공정의 모델로는 효율이 좋다고 알

려진 혼합냉매를 사용하는 여러 액화공정 중 중소규모 LNG 생산 플랜

트에서 사용하는 액화공정인 LiMuM SMR 액화공정을 선정하였고, 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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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장비들은 널리 알려진 방법과 적절한 가정을 통

하여 사이징되었다. 또한 스타트업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N2 purging와 대기압 상태로 하였다. 완성된 모델과 제시된 스타트업 

방법론을 바탕으로 열교환기의 제약조건인 온도변화율이 분당 2℃를 넘

지 않도록 동적 모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시작부터 종료까지 열교환

기에서의 온도변화율이 분당 2℃를 넘지 않아 제시한 스타트업 방법론이 

제약조건도 만족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중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시 냉매가 혼합되는 단계

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함을 발견하였다. 냉매의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합 엔탈피(enthalpy of mixing)는 그 값이 양수로 흡열현상을 나타내

어 용기(vessel)의 온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압력 또한 낮아져 냉매 사

이클의 압력차 증가에 따른 냉매 유량의 증가로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율

을 더 크게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원심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의 속도가 일정할 때 냉매

의 혼합으로 냉매의 분자량이 커지면 냉매에 걸리는 수두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압축비가 올라가게 된다. 이는 냉매사이클의 전체적인 압차

(pressure difference)를 커지게 하고 냉매의 유량을 많아지게하며 줄

톰슨밸브에서 발생하는 줄톰슨효과도 증가하기 때문에 열교환기에서의 

온도변화율이 더 커지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냉매 혼합 시 열교환기

에서의 온도변화율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원심 압축기의 속도제어는 필요

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액화공정, 혼합냉매, 스타트업, 동적 시뮬레이션,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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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의 대두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협약을 이끌어 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기존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에

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작성한 보고서인 International 

Eneregy Outlook 2013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오일과 같은 전

통적인 탄화수소류 보다 이산화 탄소 배출이 적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

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나라들에서 천연가스의 사

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

여 2010년 113.0TCF(Trillion Cubic Feet)의 천연가스 소비량을 기록

한 것을 바탕으로 2040년에는 185TCF까지 그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

로 보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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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orld natural gas consumption, 2010-2040 (trillion cubic feet)[1] 

이와 같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증가는 액화 천연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액화플랜트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Shell

사는 3.6mtpa(Million tonnes per annum)의 LNG생산량을 가지는 LNG 

FPSO(Prelude FLNG)[2]를 발주하여 Offshore에서의 액화 천연 가스 

생산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 상당한 양의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점

을 미루어 볼 때 천연가스의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제 2 절 연구동기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른 LNG 생산 플랜트 수요의 증가는 

앞으로 새로운 LNG 생산 플랜트가 건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수 또한 천연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이

다. LNG 생산 플랜트에 존재하는 여러 단위 모듈 중 천연가스를 액화시

키는데 필요한 액화공정은 전체 플랜트 건설비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공정이며 LNG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비되는[3] 핵심공정이다. 따라서 액화공정모듈의 최적설계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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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LNG 생산 플랜트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진행되는 최적설계와는 달리 운전의 경우 플랜트의 운영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많은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액화공정의 안

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액화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천이상황

(transient condition)을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특히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천이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액화공

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천이상황으로는 start-up, shutdown, 

feed upset, equipment upset등을 꼽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장비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나게 되고 이를 유지

하고 보수하기 위한 시간이 소모되면 이는 생산력저하와 생산불가를 야

기하기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액화공정의 천이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열교

환기에는 주로 SWHE(Spiral Wound Heat Exchanger)와 

PFHE(Plate-Fin Heat Exchanger) 유형의 열교환기가 사용된다. 열교

환기 내부에 여러 개의 튜브가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형태를 가지는 

SWHE는 열적 충격에 강하고 열교환 면적이 넓어 효율적인 열교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번 제작되면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PFHE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무거우며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며 내부 유동을 여러 가

지 방향으로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PFHE는 SWHE에 비해 가볍

고 작아서 공간을 조금 차지하고 제작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계적 손상이나 열적 충격에 의한 손

상에 매우 약한 단점[4]이 있다. 따라서 액화공정이 PFHE를 사용한다

면 천이상황에 따른 급격한 온도변화를 방지하여 열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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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현황 

LNG 생산 플랜트가 가질 수 있는 천이상황 중 스타트업 상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D.Hodges[5]는 feed gas를 냉각 사이클에 직접 주입

하고 SWHE를 냉각한 후 feed gas에서 에탄을 추출하여 냉매로 사용하

는 스타트업 방법을 제시하였고 S.Vist[6]는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방법

론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두 연구 모두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방법

론을 제시하였지만 스타트업 상황에서 열교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고려하지 않았다. D.Averous[7]는 BAHX(Brazed Aluminum Plate-

Fin Heat Exchanger)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공정 모사 도구인 ProSec

과 ProSimPlus를 이용하여 BAHX에서의 열유동과 기계적 응력을 분석, 

계산하였고 N.E.Ligterink[8]는 PFHE에 걸리는 열 응력을 ANSYS로 

계산하여 PFHE의 기계적 건전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두 연구 모두 

열교환기에 걸리는 열응력을 분석하여 열교환기의 안전한 운전이 필요함

을 역설하긴 하였으나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상황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

다. F.Picard[9]는 에틸렌 플랜트에서 스타트업 시나리오를 다르게 가져

가며 PFHE의 온도변화율과 온도변화를 관찰하였으나 대상이 에틸렌 플

랜트였다. 

 

제 4 절 연구목적 

액화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이상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공개된 방법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방법론을 제시하되 액

화공정이 PFHE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율을 

ALPEMA(Aluminium Plate-Fin Heat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인 분당 2도의 변화율을 넘지 않

도록 하여[10] 안전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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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LNG 생산공정 

유정에서 올라오는 천연가스에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불순물이 

섞여있어 천연가스를 바로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 따라서 LNG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게되고 LNG를 생산 플랜트의 일반적인 

공정 모식도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LNG 생산 플랜트 공정모식도 

유정에서 올라오는 천연가스는 slug catcher를 거치며 물, condensate, 

가스로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물은 Water treatment system을 거쳐 

정화된 상태로 버려지며 Condensate는 stabilizer를 거쳐 저장탱크에 

저장이 된다. 이때 발생한 가스는 slug catcher를 통해 나온 가스와 합

쳐져서 실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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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처리 공정 

전처리 공정은 CO2, H2S등을 제거하는 Acid Gas Removal Unit, 가스 

속 수분을 제거하는 Gas Dehydration unit, 수은을 제거하는 Mercury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Acid Gas Removal unit에서 제거하는 물질인 

CO2와 H2S는 산성물질로 배관의 부식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CO2의 

경우 물질의 어는점이 천연가스의 끓는점보다 낮아 천연가스가 CO2를 

다량 함유하면 액화과정에서 CO2의 결정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열교환

기 효율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다. 또한 

H2S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다. 위의 두 

물질은 일반적으로 아민(Amine)계열 용매의 흡수과정으로 제거가 되며 

이때 사용한 아민용매는 재생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Acid Gas 

Removal unit 외에도 극저온에서 가스 속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Gas dehydration unit이 필요하며 열교환기와 같이 알루미늄 재질

과 만나 아말감을 형성하는 물질인 수은도 Mercury Removal 공정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한다. 표 1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합하는 제

품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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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품 생산 기준 
제품 성분 값 비고 

LNG 

Nitrogen < 1%  

CO2 < 50 ppmv  

H2S < 4 ppmv  

Total Sulfur < 20 ppmv  

Water < 0.1 ppmv  

HHV 40.5 MJ/m3 발열량 

LPG 

Max. Vapor Pressure 

@ 37.8C 
1434 kPa 

ASTM 

D-1835 

BP 

Mixture 

C5+ Content < 2 mole% 

Total Sulfur < 140 mg/kg 

Condensate 
RVP(Reid Vapor 

Pressure) 
< 10 psi 

ASTM 

D-323 

 

제 2 절 NGL Fractionation 

전처리 공정 이후 불순물이 제거된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성

분을 제거하는 공정인 NGL(Natural Gas Liquid) Fractionation 공정을 

거치게 된다. 천연가스 속 무거운 성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배

관(pipeline)속에서 응축이 일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며 액

화 시 극저온의 열교환기에 왁스(Wax)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무거

운 성분은 액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어 비효율적이며 

LNG 상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된 NGL은 

LPG 탱크에 저장되어 액화공정의 냉매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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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액화공정 

액화공정은 불순물을 제거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공정

으로 천연가스의 부피를 1/600으로 낮춰 천연가스의 저장과 수송을 용

이하게 한다. 액화공정의 냉매로는 주로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의 탄화수

소류와 질소가 사용되며, 혼합냉매를 사용하는 액화공정의 경우 이들을 

섞은 혼합물을 냉매로 이용하게 된다.  

 

제 1 항 액화 원리 

액화공정에 적용되는 냉각사이클은 압축기(Compressor), 응축기

(Condenser), 팽창밸브(Expansion Valve), 증발기(Evaporator)를 사

용한 증기(Vapor)-압축(Compression) 냉각 사이클로써 냉장고의 원

리와 같이 낮은 온도의 냉열을 높은 온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냉각사이클은 4단계로 이루어 지며 가장 간단한 증기-압축 냉각사이클

을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증기-압축 냉각 사이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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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 내에서 열흡수과정을 통해 기화된 냉매는 압축기를 거치며 받

은 일에 의해 고온, 고압의 냉매가 형성되고, 응축기를 지나며 냉각된 

냉매는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2상(Gas-Liquid phase)으로 존재하게 된

다. 이후 냉매는 팽창 밸브를 지나며 줄톰슨효과(Joule-Thomson 

effect)에 의해 저온 저압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저온 저압의 냉매는 

다시 증발기를 거치며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반복 공정을 통해 냉각 사

이클을 형성한다. 응축기에서 냉매의 열교환 대상은 주로 플랜트에 공급

되는 바닷물(sea water)이나 주위 공기(Ambient air)이며 증발기에서 

냉매의 열교환 대상은 플랜트에서 냉각을 하고자 하는 물질이 된다. 

LNG를 생산하는 플랜트에서는 LNG가 그 대상이 된다. 이 과정을 카르

노 냉각 사이클(Carnot Refrigeration Cycle)이라고 하며 역 카르노 사

이클(Reverse Carnot Cycle)이라고도 한다.  

 

 

그림 4. 카르노 냉각 사이클의 온도-엔트로피 다이어그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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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이상적(Ideal) 카르노 냉각 사이클에서 냉매의 온도-엔트로

피(T-s)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분석하여 보면,  

1) (①→②) 냉매가 압축기에서 일을 받아 압축되는 과정으로 등엔

트로피 압축이 이루어 진다. 이 과정에서 냉매의 온도는 상승한

다. 

2) (②→③) 압축기를 거치며 생성된 고온 고압의 냉매는 응축기를 

거치며 고온 냉매의 열을 외부에 버린다. 

3) (③→④) 팽창밸브를 거치며 등엔트로피 팽창이 이루어 지면 줄

톰슨효과에 의해 냉매의 온도는 떨어지며 2상의 저온 저압의 냉

매를 형성한다. 

4) (④→①) 생성된 저온 저압의 냉매는 증발기에서 주위의 열을 흡

수하며 다시 기체상태가 되어 압축기로 들어가는 반복공정을 가

진다. 

이때 냉매가 빼앗는 열의 양(Refrigeration effect)을 나타내는 QL은 

𝑄𝑄𝐿𝐿 = 𝑇𝑇𝐿𝐿(𝑆𝑆1 − 𝑆𝑆4)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압축기에 공급된 가역적 일

(Reversible Work)는 그림 4에서 Work Input이 나타내는 면적인 

𝑊𝑊𝑟𝑟𝑟𝑟𝑟𝑟 = (𝑇𝑇𝐻𝐻 − 𝑇𝑇𝐿𝐿)(𝑆𝑆1 − 𝑆𝑆4)로 표현할 수 있다. 냉각기의 효율을 나타내는 

냉각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는 투입된 일 대비 흡수한 

열의 양으로 정의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OP =
𝑄𝑄𝐿𝐿
𝑊𝑊𝑟𝑟𝑟𝑟𝑟𝑟

=
𝑇𝑇𝐿𝐿

𝑇𝑇𝐻𝐻 − 𝑇𝑇𝐿𝐿
 

 

(3.1) 

식 3.1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역사이클의 COP는 냉매의 열역학적 특

성과 관련없이 응축기의 TH와 증발기의 TL과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TH는 낮아야 하며 TL

은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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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혼합냉매 액화공정 

액화공정은 냉매의 종류와 사이클 수, 혼합냉매를 사용했는지의 여부, 

액화효율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다. 액화공정은 주로 질소와 메

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등을 냉매로 사용하며 어떠한 냉매가 사용

되는지는 각각의 액화공정에 맞게 결정된다. 냉매를 혼합하지 않고 단일 

냉매를 사용하는 액화공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질소 하나만을 냉매로 

한 액화공정인 N2 Expander 액화공정이 있고 N2 expander처럼 하나의 

냉매가 아닌 여러가지 단일냉매를 다중사이클을 이용한 액화공정인 

Cascade LNG process가 혼합냉매를 이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액화공정

이다.  

혼합냉매 액화공정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냉매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액화공정으로 단일사이클을 사용하는 액화공정인 SMR(Single Mixed 

Refrigerant)액화공정과 다중사이클을 사용하는 액화공정인 

C3MR(C3-Mixed Refrigerant), DMR(Dual Mixed Refrigerant)공정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혼합냉매를 사용하면 냉매의 열 곡선(heat 

curve)을 천연가스의 열 곡선(heat curve)에 더 가까이 붙일 수 있어 

냉각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혼합냉매의 조성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은 feed gas의 조성 변화에 대한 쉬운 대응과 액화공정의 운전 압

력, 온도의 유동적인 변화도 가능케 한다.[4] 

이러한 액화공정은 천연가스가 냉각되는 구간에 따라 예냉구간(Pre-

coooling zone), 액화구간(Liquefaction zone), 과냉구간(Sub-cooling 

zone)으로 나눌 수 있다. 예냉구간에서는 전처리 공정을 지난 천연가스

가 -40℃ ~ -30℃의 온도범위 구간까지 냉각이 되는 곳으로 전체 천

연가스 냉각공정 중 비교적 높은 온도 구간의 냉각을 담당하고 있으며 

냉매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성분(C3, C4, C5)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냉(Pre-cooling)된 천연가스는 액화구간에서 액화가 되는데 이 구간

에서는 주로 C2, C3가 냉각을 담당한다. 액화된 천연가스는 과냉구간

(Sub-cooling)에서 가벼운 냉매인 N2, C1에 의해 생산가능한 온도까지 

11 



냉각이 되며 과냉구간을 거친 고압의 LNG는 열교환기 후단의 초크밸브

(Choke valve)를 마지막으로 거치며 LNG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온도

와 압력을 갖게 된다.  

 

제 3 장 혼합 냉매 액화공정 모델링 

 

제 1 절 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여러 액화공정중에서도 중소규모 생산량

을 가지는 LNG 플랜트에 적합한 SMR 액화공정을 모사 모델로 선택하

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Stavanger LNG 생산 플랜트에서 사용

중인 LiMuM 액화공정(Linde Multi-stream Mixed Refrigerant 

process)을 본 연구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그림 5. LiMuM 액화공정 모식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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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e SMR 액화공정은 혼합냉매를 단일사이클에서 이용하는 액화사

이클로 열교환기에서 예냉, 액화, 과냉이 이루어 진다. MR suction drum

을 통해 냉매가 주입이 되면 저압 압축기(LP compressor)를 거쳐 1차 

압축이 되고 응축기(Air-cooler)에서 냉각이 된 후 저압 분리기(LP 

separator)를 통해 기체와 액체가 분리된다. 분리된 액체는 줄톰슨밸브

를 거쳐 열교환기에 주입되어 예냉구간에서 천연가스의 예냉각을 담당하

고 분리된 기체는 고압 압축기(HP compressor)로 2차 압축이 된다. 고

압 압축기를 지난 냉매는 응축기(Air-cooler)를 지나 고압 분리기(HP 

separator)에서 기체와 액체로 분리되며 액체는 저압 분리기로 다시 순

환(Recycle)하게 되고 기체는 열교환기의 예냉구간을 지나면서 응축이 

된 후 혼합냉매 분리기(MR separator)에서 기체와 액체로 분리된다. 혼

합냉매 분리기에서 나온 액체는 줄톰슨팽창을 거쳐 액화구간에서 천연가

스의 액화를 담당하며 기체는 과냉구간을 통과한 후 줄톰슨팽창을 거쳐 

과냉구간에서 천연가스의 과냉각을 담당한다. 

 

제 2 절 가정 

앞에서 선정한 LiMuM 액화공정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상용 공정 모

사 프로그램인 Aspen HYSYS dynamics V8.8을 사용하였으며 액화 모

델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인 혼합냉매 성분과 Feed성분과 조성, 설계 온

도(design temperature)도 Stavanger plant를 설계할 때 사용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11] 또한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상태를 가정하기 위하

여 초기 조건을 운전 시작 전 상태인 N2 purging 상태와 대기압 상태를 

가정하였고 본 모델에서 사용되는 모든 냉매들은 필요한 양 만큼 냉매탱

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공정 스타트업 모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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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델링 시 필요한 설계 변수 가정[11] 

Feed gas 

composition 

 Mole % 

Nitrogen 0.65 

Methane 88.22 

Ethane 8.43 

Propane 0.55 

Butanes 0.05 

Pentanes 0.00 

Feed gas pressure 60 Bar  

Feed gas temperature 13.2℃  

Design temperature for cooler 13.2℃  

Capacity 0.13MTPA  

Mixed Refrigerant 

composition 

 Mole % 

Methane 24.79 

Ethylene 38.16 

Propane 8.56 

i-Butane 9.64 

n-Butane 10.09 

Nitrogen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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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밸브 사이징 

모델링 시 필요한 많은 밸브들은 HYSYS dynamics V8.8에 내장된 사

이징 방법 중 하나인 ANSI/ISA(Industry-standard ANSI/ISA S75.01) 

사이징 방법을 사용하여 Cv를 구하였다.  또한 밸브의 특성곡선(Valve 

Characteristic)은 선형(Linear)로 가정하여 밸브의 열림과 밸브를 통과

하는 유체의 흐름이 비례하도록 가정하였다.  

밸브를 여닫는 역할의 액츄에이터(Actuator)도 선형(Linear)모드로 

설정하여 초당 0.1%의 비율로 밸브의 여닫음을 조절하였다. 

 

제 4 절 열교환기 모델링 

액화공정의 동적 모사 상황에서 냉매와 천연가스 간의 열교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열교환기 모델링은 필수적이다. 액화공정에서 사용하는 다

중열교환기(Multistream Heat Exchanger)는 PFHE(Plate-Fin Heat 

Exchanger)와 SWHE(Spiral-Wound Heat Exchanger)가 있으며 본 

연구모델에는 PFHE가 적용되었다. 열교환기의 설계에는 열교환기 설계 

상용 프로그램인 Aspen Exchanger & Design Rating V8.8을 사용되었

으며 정상상태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동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열교환

기의 변수인 열전달계수 U값과 열교환기 내부 유량-압력의 관계를 나

타내는 k값은 C.Lee[12]가 제시한 decomposition methodology를 이

용하였고 스타트업 특성상 유량이 계속 바뀌므로 열전달계수 U는 유량

에 맞게 계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열교환기와는 달리 시뮬레이션을 

위해 예냉구간(Pre-cooling zone), 액화구간(Liquefaction zone), 과냉

구간(Sub-cooling zone)의 열교환기를 각각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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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냉구간(Pre-cooling zone) 열교환기 설계 결과 

 

표 3. 예냉구간 열교환기 사이징 

No. of exchangers in parallel 2 

No. of exchangers per unit 1 

No. of layers per exchanger 63 

Exchanger metal Aluminum 

Core length [mm] 3393.99 

Core width [mm] 592.86 

Core depth [mm] 537.20 

Distributor length - end A [mm] 210.95 

Main heat transfer length [mm] 2972.08 

Distributor length - end B [mm] 210.95 

Internal (effective) width [mm] 569.86 

Side bar width [mm] 11.5 

Parting sheet thickness [mm] 2 

Cap sheet thickness [mm] 5 

 

- 레이어 패턴: (DCDBDAD)*9 

 

표 4. 예냉구간 열교환기의 각 레이어별 k, U값 

Layer Stream Dynamic k 
Heat Transfer Coefficient, U 

(kcal/h-m2-C) 

A 2 → NG02 0.0156 766.58 

B MR08 → MR09 0.0494 43506.60 

C MR15 → MR19 0.0355 669.07 

D MR26 → MR01- 0.346 17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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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구간(Liquefaction zone) 열교환기 설계 결과 

 

표 5. 액화구간 열교환기 사이징 

No. of exchangers in parallel 1 

No. of exchangers per unit 1 

No. of layers per exchanger 63 

Exchanger metal Aluminum 

Core length [mm] 2813.79 

Core width [mm] 653.66 

Core depth [mm] 537.20 

Distributor length - end A [mm] 232.23 

Main heat transfer length [mm] 2349.33 

Distributor length - end B [mm] 232.23 

Internal (effective) width [mm] 630.66 

Side bar width [mm] 11.5 

Parting sheet thickness [mm] 2 

Cap sheet thickness [mm] 5 

 

- 레이어 패턴: (DBDCDAD)*9 

 

표 6. 액화구간 열교환기의 각 레이어별 k, U값 

Layer Stream Dynamic k 
Heat Transfer Coefficient, U 

(kcal/h-m2-C) 

A 2 → NG02 0.0277 5390.64 

B MR08 → MR09 0.0173 9336.07 

C MR15 → MR19 0.0236 2696.68 

D MR26 → MR01- 0.215 2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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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냉구간(Sub-cooling zone) 열교환기 설계 결과 

 

표 7. 과냉구간 열교환기 사이징 

No. of exchangers in parallel 1 

No. of exchangers per unit 1 

No. of layers per exchanger 45 

No. of X-flow passes 0 

Exchanger metal Aluminum 

Core length [mm] 3108.04 

Core width [mm] 337.31 

Core depth [mm] 364.00 

Distributor length - end A [mm] 121.51 

Main heat transfer length [mm] 2865.02 

Distributor length - end B [mm] 121.51 

Internal (effective) width [mm] 314.31 

Side bar width [mm] 11.5 

Parting sheet thickness [mm] 1.5 

Cap sheet thickness [mm] 5 

 

- 레이어 패턴: (CACBC)*9 

 

표 8. 과냉구간 열교환기의 각 레이어별 k, U값 

Layer Stream Dynamic k 
Heat Transfer Coefficient, U 

(kcal/h-m2-C) 

A 2 → NG02 0.0258 8583.84 

B MR08 → MR09 0.0191 3953.62 

C MR15 → MR19 0.105 23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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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압축기 모델링 

본 모델에서 냉매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는 원심 압축기를 사용하였

으며 저압 냉매를 압축하는 저압 압축기(LP compressor)와 고압 냉매

를 압축하는 고압 압축기(HP compressor)가 있다. 압축기를 지나는 냉

매의 토출 압력은 압축기의 속도와 부피유량에 따른 수두를 계산하여 구

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압축기의 성능곡선이며 본 

모델에서 사용하는 성능곡선과 효율곡선은 그림 6, 그림 7과 그림 8, 그

림 9으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0은 본 모델에서 사용하는 LiMuM SMR 액화공정을 

Aspen HYSYS dynamics V8.8으로 구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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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저압 압축기 성능곡선 

 

그림 7. 저압 압축기 효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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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압 압축기 성능곡선 

 

그림 9. 고압 압축기 효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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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iMuM SMR 액화공정 PFD(Aspen H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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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혼합냉매 단일사이클 액화공정 모사 

제 1 절 상태방정식 

동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물질의 화학적 특성(Chemical Property) 

계산에는 극저온을 다루는 가스 공정에 잘 맞다고 알려진 상태방정식

인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고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서 특별하게 엔탈피 계산에는 Peng-Robinson 대신 Lee-

Kesler를 사용하였다.[13] 

 

1) Peng-Robinson 상태방정식 

 

 P =
𝑅𝑅𝑇𝑇
𝑣𝑣 − 𝑏𝑏

−
𝑎𝑎𝑎𝑎(𝑇𝑇)

𝑣𝑣(𝑣𝑣 + 𝑏𝑏) + 𝑏𝑏(𝑣𝑣 − 𝑏𝑏)
 (4.1) 

 

식1는 압력, 온도, 부피 중 2개의 조건이 주어지면 나머지 하

나의 조건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3차 방정식이다. Peng-

Robinson 상태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상수들은 다음의 식을 이용

하여 구한다. 

 a = 0.45724
𝑅𝑅2𝑇𝑇𝑐𝑐2

𝑃𝑃𝑐𝑐
 (4.2) 

 b = 0.07780
𝑅𝑅𝑇𝑇𝑐𝑐
𝑃𝑃𝑐𝑐

 (4.3) 

 α(T) = �1 + κ�1 − �𝑇𝑇𝑟𝑟��
2
 (4.4) 

 κ = 0.37464 + 1.54226ω − 0.26992𝜔𝜔2 (4.5) 

Tc: Critical temperature       Pc: Critical pressure 

R: Gas constant               ω: Accentr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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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e-Kesler 상태방정식[14] 

Compression Factor:  

 Z = �
𝑃𝑃𝑟𝑟𝑣𝑣
𝑇𝑇𝑟𝑟
� = 1 +

𝐵𝐵
𝑣𝑣

+
𝐶𝐶
𝑣𝑣2

+
𝐷𝐷
𝑣𝑣5

+
𝑐𝑐4

𝑇𝑇𝑟𝑟3𝑣𝑣2
�𝛽𝛽 +

𝛾𝛾
𝑣𝑣2
� 𝑒𝑒𝑒𝑒𝑒𝑒 �−

𝛾𝛾
𝑣𝑣2
� (4.6) 

여기서, B = 𝑏𝑏1 −
𝑏𝑏2
𝑇𝑇𝑟𝑟
− 𝑏𝑏3

𝑇𝑇𝑟𝑟2
− 𝑏𝑏4

𝑇𝑇𝑟𝑟3
 

 C = 𝑐𝑐1 −
𝑐𝑐2
𝑇𝑇𝑟𝑟

+ 𝑐𝑐3
𝑇𝑇𝑟𝑟3

 

D = 𝑑𝑑1 +
𝑑𝑑2
𝑇𝑇𝑟𝑟

 

 

표 9. Lee-Kesler 방정식 계산 상수 

Constant Simple 

Fluid 

Reference Constant Simple 

Fluid 

Reference 

b1 0.1181193 0.2026579 c3 0.0 0.016901 

b2 0.265728 0.331511 c4 0.042724 0.041577 

b3 0.154790 0.027655 d1 * 104 0.155488 0.48736 

b4 0.030323 0.203488 d2 * 104 0.623689 0.0740336 

c1 0.0236744 0.0313385 β 0.65392 1.226 

c2 0.0186984 0.0503618 γ 0.060167 0.03754 

 

 Z = 𝑍𝑍0 + (𝜔𝜔 𝜔𝜔𝑅𝑅⁄ )(𝑍𝑍𝑅𝑅 − 𝑍𝑍0) (4.7) 

 (0: simple fluid, R: Complex Reference fluid) 

 

Lee-Kesler 상태방정식은 Compressibility factor(Z)를 이용한 것으

로 표 9와 식 4.7을 이용하여 Simple fluid와 Reference fluid의 Z값을 

구한 후 원하는 물질의 Z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구한 Z를 바탕으로 퓨

가시티 계수,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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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가시티 계수(Fugacity Coefficient; φ) 

 𝑙𝑙𝑙𝑙(𝜑𝜑) = 𝑍𝑍 − 1 − ln(𝑍𝑍) +
𝐵𝐵
𝑣𝑣

+
𝐶𝐶

2𝑣𝑣2
+

𝐷𝐷
5𝑣𝑣5

+ 𝐸𝐸 (4.8) 

여기서, E = 𝑐𝑐4
2𝛾𝛾𝑇𝑇𝑟𝑟3

�𝛽𝛽 + 1 − �𝑏𝑏 + 1 + 𝛾𝛾
𝑟𝑟2
� 𝑒𝑒𝑒𝑒𝑒𝑒 �− 𝛾𝛾

𝑟𝑟2
�� 

 

- 잔여 엔탈피(Residual Molar Enthalpy; Hm
res) 

 
𝐻𝐻𝑚𝑚𝑟𝑟𝑟𝑟𝑟𝑟

𝑅𝑅𝑇𝑇𝑐𝑐
= 𝑇𝑇𝑟𝑟 �𝑍𝑍 − 1 −

𝑏𝑏2 + 2𝑏𝑏3
𝑇𝑇𝑟𝑟

+ 3𝑏𝑏4
𝑇𝑇𝑟𝑟2

𝑇𝑇𝑟𝑟𝑣𝑣
−
𝑐𝑐2 −

3𝑐𝑐3
𝑇𝑇𝑟𝑟2

2𝑇𝑇𝑟𝑟𝑣𝑣2
−

𝑑𝑑2
5𝑇𝑇𝑟𝑟𝑣𝑣5

+ 3𝐸𝐸� (4.9) 

 

- 잔여 엔트로피(Residual Molar Entropy; Sm
res) 

 𝑆𝑆𝑚𝑚𝑟𝑟𝑟𝑟𝑟𝑟

𝑅𝑅
= ln (𝑍𝑍) −

𝑏𝑏1 + 𝑏𝑏3
𝑇𝑇𝑟𝑟2

+ 2𝑏𝑏4
𝑇𝑇𝑟𝑟3

𝑣𝑣
−
𝑐𝑐1 −

2𝑐𝑐3
𝑇𝑇𝑟𝑟3

2𝑣𝑣2
−

𝑑𝑑1
5𝑣𝑣5

+ 2𝐸𝐸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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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약조건 

본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기는 PFHE으로 알루미늄을 이용하

여 제작되는데 알루미늄은 재질 특성상 온도변화율에 의한 열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ALPEMA에서는 온도변화율을 2℃/분으로 권장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사하고자 한 액화공정 스타트업 상황에서도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율이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액화공정의 열교환기는 극저온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 시작 

전에 어느정도의 냉각(cool-down) 과정이 필요하고 열교환기 과냉구간

의 온도가 -158℃이하가 되었을 때 천연가스 고립밸브(Isolation valve)

를 열어서 천연가스 주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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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타트업 절차 소개 

 

그림 11. 스타트업 플로우차트 

 

1) 열교환기의 사전 냉각(cool-down) 과정을 위해 C1을 주입 

Type C tank에 준비된 C1을 MR suction drum에 주입하여 액화

공정 모듈 속 용기와 열교환기를 C1으로 채운다. 이때 사용되는 C1

은 냉매의 조성 중 하나이며 LNG 생산 플랜트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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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축기의 운전을 시작하며 운전 속도를 서서히 올림 

본 모델에서 사용하는 압축기는 원심 압축기로 유량이 충분히 제

공되지 않으면 유체가 역류하는 서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지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인 서지 방지 밸브(Anti-Surge valve)는 

서지 방지 컨트롤러(Anti-surge controller)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 

또한 압축기 시동 시 압축기로 들어가는 유체의 압력이 충분하지 않

은 상황에서 압축기가 높은 속도로 운전하게 되면 진공상태가 발생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며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3) 과냉구간(Sub-cooling zone)의 줄톰슨밸브(J-T valve) 열기 

압축기의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압축기의 전단과 후단의 압차

(Pressure difference)가 충분히 걸리면 과냉구간 줄톰슨밸브를 서

서히 열기 시작하며 C1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킨다. 

ALPEMA에서는 열교환기의 사전 냉각을 권장[10]하고 있기 때

문에 C1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열교환기의 온도가 충분히 떨어졌

는지를 판단한다. 온도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C1을 더 순환시킨다. 

4) C4 주입 시작 

5) C3 주입 시작 

6) Ethylene 주입 시작 

7) N2 주입 시작 

C1을 이용한 열교환기의 냉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혼합 냉매

의 조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냉매들의 주입을 시작한다. 냉매의 주

입량에 따라서 냉매의 조성이 변화하게 되면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와 

압축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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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으며 냉매의 주입량에 따른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율이 클 것으

로 판단될 경우 압축기의 속도를 줄이고 온도변화율이 작으면 압축

기의 속도를 늘려가며 열교환기의 온도를 제어한다. 

8) 과냉구간(Sub-cooling zone)의 온도가 -158℃ 이하인지 판단 

후 천연가스 고립밸브 열기 

원하는 냉매의 조성을 갖춘 후 열교환기의 과냉구간에서 나오는 

뜨거운(hot) 냉매의 온도가 설계 LNG 온도(본 연구에서는 -158℃) 

이하인지 판단한 뒤 천연가스 고립밸브(Natural gas isolation valve)

를 서서히 열어 천연가스의 액화를 시작한다. 천연가스의 주입량이 

과도하면 열교환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

다. 

9) 액화구간(Liquefaction zone) 줄톰슨밸브(J-T valve) 서서히 열

기 

LNG의 생산을 진행하며 MR 분리기에 존재하는 액체 냉매를 천

연가스 냉각에 이용하기 위해 액화구간의 줄톰슨밸브를 서서히 열기 

시작한다. 액체 냉매의 주입량은 천연가스의 냉각량과 비례하기 때

문에 액체냉매 주입량에 비례하여 천연가스의 주입량도 서서히 늘려

간다. 

10) 예냉구간(Pre-cooling zone) 줄톰슨밸브(J-T valve) 서서히 

열기 

9)과 마찬가지로 저압 분리기(LP separator)에 존재하는 액체 냉

매를 천연가스의 냉각에 사용하며 천연가스 주입량도 서서히 늘려가

며 목표 LNG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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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과 

4.3에서 제시한 스타트업 방법으로 모델의 동적 모사를 실행 한 결과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적 모사 시 제약조건인 열교환기의 온도

변화율을 분당 2℃ 미만으로 하려고 하였으며, 예냉구간, 액화구간, 과냉

구간을 각각 10개씩 쪼개 총 30개 구간의 온도변화를 관찰하고 열교환

기의 온도는 5분간격으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래프의 x축 

중 1~10은 예냉구간, 11~20은 액화구간, 21~30은 과냉구간을 나타낸

다. 

 

제 1 절 C1 주입, 압축기 스타트업, 과냉구간 줄톰슨밸브 열

기(0~195분) 

 

그림 12. C1 주입, 압축기 스타트업, 과냉구간 줄톰슨밸브 연 후 열교환

기 온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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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을 주입하고 압축기의 운전을 시작하여 압축기의 전단과 후단, 그

리고 열교환기의 각 구간에 있는 줄톰슨밸브의 전단과 후단에 압차가 걸

리는 시점이다. 그림 12에서 보는것처럼 줄톰슨밸브를 열기 전까지는 

열교환기의 온도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줄톰슨밸브를 서서히 열기 시작하

면 줄톰슨효과가 발생하여 열교환기의 과냉구간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4를 주입하기 전인 195분까지 관찰 결과 C1만을 이용하여 어느정

도 열교환기의 사전냉각을 했지만 열교환기의 온도가 LNG 생산온도까

지 도달하진 않았다. 

 

제 2 절 C4, C3, Ethylene, N2 주입(195~465분) 

 

그림 13. C4 주입 후 열교환기 온도 변화 그래프(C3 주입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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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3 주입 후 열교환기 온도 변화 그래프(Ethyelen 주입 전까지) 

 

 

그림 15. Ethylene 주입 후 열교환기 온도 변화 그래프(N2 주입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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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N2 주입 후 열교환기 온도 변화 그래프 

 

C1을 제외한 나머지 냉매의 주입과 압축기의 지속적인 운전은 혼합냉

매를 순환시키며 열교환기의 온도를 더 떨어뜨리게 된다. 그림 13를 참

고하면 C1만을 이용하여 냉각되던 열교환기가 C4의 주입으로 열교환기

의 온도변화율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2 주입 전까지는 

열교환기가 원하는 LNG 온도까지 도달하지 않았는데(그림 15) N2를 

주입하면서 열교환기 과냉부분이 LNG온도까지 도달하여(그림 16) 천연

가스의 주입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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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천연가스 고립밸브 연 후 액체냉매 주입(465~625분) 

 

그림 17. 천연가스 고립밸브 연 이후 스타트업 마무리까지의 열교환기 

온도변화 그래프 

 

천연가스가 열교환기로 주입되면서 LNG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다. 그림 17에서 보는 것처럼 천연가스는 열원의 역할을 해 과냉구간쪽 

열교환기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반면 열교환

기의 예냉구간온도는 점점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저압분리기

(LP separator)와 냉매분리기(MR separator)에서 쌓여있던 액체 냉매

가 줄톰슨밸브를 통해 냉매로 사용되면서 예냉구간이 냉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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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열교환기 온도변화율 측정 결과 

 

그림 18. 시간에 따른 열교환기 전 구간 온도변화율 최대값 그래프 

 

제시한 스타트업 방법론이 열교환기의 제약조건(온도변화율 ≦ 2℃/분)

을 만족하였음을 그림 18로부터 알 수 있다. C1만을 이용한 냉각구간인 

0~195분 구간의 경우, 온도변화율이 크지 않아 압축기의 속도를 제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변화율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이후 다

른 냉매를 추가 주입하면서는 본 연구자의 열교환기의 온도변화율에 따

른 압축기의 속도 제어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 온도변화율값이 진동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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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고   찰 

 

본 연구에 제시된 액화공정 스타트업 방법론의 단계를 시행할 때 마

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냉매가 주입되는 단계, 

즉 냉매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압축기의 속도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압축기의 속도제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두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냉매의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합 엔탈피(enthalpy of mixing)

이다. 혼합 엔탈피는 등압 등온 조건에서 반응성이 없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이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흡열량 혹은 발열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혼합 엔탈피의 값이 양수이면 흡열현상, 혼합 엔탈피의 값이 음

수이면 발열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19은 328.7K, 1atm에서 C1과 C4를 

섞었을때 발생하는 초과 엔탈피(excess enthalpy), 그림 20는 290.7K, 

1atm에서 C1과 C4를 섞었을 때 발생하는 초과 엔탈피를 실험[15]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인 HYSYS로 부터 얻은 결

과이다. 엔탈피의 경우 초과 엔탈피 값이 곧 혼합 엔탈피 값이 되므로

[16] 실험에서 얻은 양의 초과엔탈피는 결국 흡열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따르면 냉매가 서로 섞이

는 지점인 MR suction drum에서는 고정된 부피의 용기(vessel)에서 냉

매간의 혼합에 의한 혼합엔탈피가 발생해 흡열현상에 의한 용기의 온도

가 떨어지게 된다. 온도가 낮아진 용기는 압력 또한 낮아지게 되어 압력

차의 증가에 따른 냉매 유량의 증가로 열교환기의 큰 온도변화율 유도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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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1과 C4 혼합 시 발생하는 초과 엔탈피[15] 

 

그림 20. C1과 C3 혼합 시 발생하는 초과 엔탈피[15] 

 

 H =
𝑘𝑘1𝑃𝑃1𝑉𝑉1

(𝑙𝑙 − 1) 𝑙𝑙⁄
��
𝑃𝑃2
𝑃𝑃1
�

(𝑛𝑛−1) 𝑛𝑛⁄

− 1� =
𝑍𝑍𝑅𝑅𝑇𝑇1

(𝑙𝑙 − 1) 𝑙𝑙⁄
��
𝑃𝑃2
𝑃𝑃1
�

(𝑛𝑛−1) 𝑛𝑛⁄

− 1� (6) 

또한 냉매의 혼합으로 인한 압축기 전단의 냉매 조건 변화는 압축기 

토출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 6.1은 원심 압축기의 수두(H) 계산에 

사용되는 식으로 압축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계산되는 수두는 압

축기의 흡입온도에 비례하며 압축되는 가스의 분자량에는 반비례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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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압축비가 동일하다면 분자량이 낮은 가스를 압축할 때 드

는 수두가 분자량이 큰 가스를 압축할 때 드는 수두보다 커서 더 많은 

전력소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 가스의 분자량이 수두에 미치는 영향[17] 

 

따라서 압축기가 냉매의 혼합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운전하게 된

다면 혼합냉매가 무거워 질 경우 냉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수두가 공급

되고 이는 냉매사이클의 전체적인 압차(pressure difference)를 크게 

만들어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의 유량이 많아지게 한다. 또한 냉매사

이클의 압차가 커지면 과냉구간 줄톰슨밸브에서 발생하는 줄톰슨효과도 

증가하여 열교환기에서의 온도변화율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냉매의 혼

합 시 열교환기에서 과도한 온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의 속도 제

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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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본 연구에 사용된 천연가스의 T-h 다이어그램 

 

이 외에도 천연가스가 가지는 화학적 특성에 주의하여 스타트업을 해

야한다. 그림 2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가스의 T-h 다이어그램을 

HYSYS로 구현한 것으로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천연가스의 온도변화

에 필요한 엔탈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의 40bar 등압라인이 가지는 

3개의 기울기(T/h)는 크게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를 포화상태까지 만드는 

예냉구간에서의 기울기, 천연가스의 액화가 발생하는 액화구간에서의 기

울기, 액화천연가스의 추가 냉각하는 부분인 과냉구간에서의 기울기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예냉구간과 과냉구간의 기울기(T/h)가 잠열이 대부분

을 차지하는 액화구간보다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 엔

탈피가 주어질 때 액화구간보다 예냉구간, 과냉구간에서 천연가스의 온

도변화가 더 빠르다. 이와 같은 천연가스의 화학적 특성은 액화사이클에 

천연가스를 주입한 이후 천연가스의 액화량을 늘려가는 시점에서 열교환

기의 예냉구간과 과냉구간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천

연가스의 주입 속도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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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액화공정 스타트업 방법론은 일반적이고 쉽게 시

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생산 플랜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SMR 액화공정인 LIMUM 액화공정을 모델로 하고 그 액화공

정이 온도변화율에 제약이 있는 PFHE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스타트업 방법론이다.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제약조건(온도변화율≦

2℃/분)을 만족하는 스타트업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냉매가 혼합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합 엔탈피에 대한 분석과 

압축기 전단에서 냉매의 분자량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냉매사이클의 압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냉매 혼합단계에서 압축기의 제어가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열교환기에서 필요한 과정

인 사전 냉각 작업을 냉매를 충전하면서 할 수 있게하는 장점이 있고 

LNG 생산온도를 맞춘 후 천연가스 고립밸브를 열기 때문에 플래어가스

(flare gas)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플랜트의 

경우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은 많은 배관이 있어 혼합 엔탈피의 발생

이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온도변화율은 더 떨어질 수 있

어 이를 잘 응용한다면 더욱 더 발전된 스타트업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

을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액화공정 스타트업 방법론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운전자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론이 가장 효율적이며 안전

한 방법론인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합냉매 액화공정의 스타트업 방법론을 제의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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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as is more environmental than conventional hydrocarbons 

such as coal and oil because of less CO2 emission that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is increasing. Due to this trend, the 

demand of LNG production plant is expected to be increasing as well. 

Among LNG production modules, liquefaction process consumes 

most of the energy that the plant uses. Therefore, liquefaction 

process should be operated safel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LNG 

production plant. 

Start-up is one of the transient conditions in liquefaction process. 

If the operator are not able to deal with this conditions, the equipment 

will be operated inefficiently or broken down when it is severe. 

Especially, if PFHE(Plate-Fin Heat Exchanger) is used in 

liquefaction process, the excessive temperature difference from 

transient condition induces thermal stress which can cause heat 

exchanger deformed and inefficient. In worst case, the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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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hould be stopped. To prevent this situation, 

ALPEMA(Aluminium Plate-Fin Heat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recommend that the temperature difference shouldn’t be 

over 2℃ per minu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e safe method 

of start-up and verify it by using dynamic simulation to check if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heat exchanger does not exceed 2℃ per 

minute. As a result of simulation, the constraint of temperature 

difference at heat exchanger was satisfied during start-up and the 

suggested start-up methodology was verified.   

During start-up, the step of charging refrigerant should be 

carefully handled. If enthalpy of mixing is positive, it is endothermic 

process and it makes the vessel temperature decreases. If the 

temperature of the vessel decreases, its pressure decreases as well 

and it makes the pressure difference of the refrigerant cycle high. As 

a result, the temperature difference at the heat exchanger may be 

higher because of more mixed refrigerant flowrate and higher Joule-

Thomson effect. 

In addition, if the molecular weight of the mixed refrigerant 

becomes higher, the pressure ratio will increase when the 

liquefaction process uses centrifugal compressor. It is because the 

higher pressure difference could induce higher the temperature 

difference at the heat exchanger like the enthalpy of mixing affects 

the pressure of refrigerant cycle. Therefore, the speed control of the 

centrifugal compressor should be implemented when the mixing of 

refrigerant occurs. 

Keywords: Liquefaction Process, Mixed refrigerant, Start-up, 

Dynamic Simulation, LNG 

Student Number: 2014-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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