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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음속과 열전도도 상관식을 이용한 발열량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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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calorific values of natural gases                    
using sound velocity and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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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 to measure heating value of natural gas using sound velocity and thermal

conductivity is proposed to solve the low heating value issues of imported natural gas in

South Korea. Natural gas generally consists of methane, butane, ethane, and inert

gases. Heating value changes as the gas material properties, such as density, wobbe

index, etc., varies. It is highly important to measure heating values of natural gases

accurately because measuring the heating value depends on the given natural gases’

components. Therefore, sound velocity and thermal conductivity is measured to estimate

indirectly heating value of Natural gas with their change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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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최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가 다양화 되면

서, 이집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에서 타 국가

보다 낮은 발열량을 가진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발열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하여, 낮은 발열량을 기준열량에 맞추기

위해 LPG를 추가하여 공급하여 공급한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하여, 표준열량제에서 열량범위제

로 변경함에 따라, 정밀하고 신속한 발열량 측

정이 요하게 되었다.[1]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낮은 발열량의 천연

가스로 인해 기준열량을 맞추기 위해 쓰이는 추

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기에, 부피단위 요금제를

열량요금제로 전환하였다.

이 현상으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발열량 측

정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 발열량 측

정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음

속과 열전도도를 이용한 발열량 측정 기술을 제

안하였다.

2. 실험 원리 및 방법

2.1 실험원리

천연가스 발열량 측정은 천연가스에 포함된 메

탄, 부탄, 에탄, 및 질소의 조성 변화에 따라 각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물성치로 인해, 변화

하는 발열량을 음속과 열전도도를 이용하여 측

정하는 방식이다.

Table 1. 각 국의 천연가스 조성 (mole percent)

Source CH4 C2H6 C3H8) C4H10 N2
Alaska 99.72 0.06 0.0005 0.0005 0.20

Algeria 86.68 9.35 2.33 0.63 0.71

Baltimore 93.32 4.65 0.84 0.18 1.01

Newyork 98.00 1.40 0.40 0.10 0.10

Sand diego 92.00 6.00 1.00 - 1.00

Tabel 1[2]은 각 국의 천연가스 주된 성분으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질소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탄과 질소에서의 정해진 음

속(메탄 : 450m/s 질소 : 352m/s)과 열전도도(메

탄 30W/mk, 질소 24.3W/mk)를 이용하여, 두

가지 가스의 혼합된 농도에 따라 측정된 음속과

열전도도의 상관관계를 따라 발열량을 계산하는



제 51회 KOSCO SYMPOSIUM 초록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58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식 (1)~(3)을 이용하여[3], 이종가스에 대한 열전

도도를 이론으로 구하여, TCD(Thermal

Conductivity Detection) 센서에 발생하는

Voltage값을 Curve fitting을 통하여, 관계식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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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전도도, : 몰 분율, : 점성, : 몰질량

2.2 실험장치
Fig 1(a).는 가스챔버 내에서 TCD 센서를 이

용하여, 순수가스와 혼합가스의 열전도도를 비

교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모습이다.

Fig 1(b).의 챔버는 전체 길이 480mm. 직경

60mm인 알루미늄을 소재로 밀폐된 공간으로

제작되어 누설 없이 순수가스와 혼합가스의 음

속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a)

(b)

Fig 1. TCD 센서(a) 초음파(b) 실험장치 개요도

2.3 실험 방법

음속은 C=L/∆ t 공식을 이용하여, 음속을 계

산하며, 거리(L)은 챔버내의 발진부와 수신부의

거리를 나타내며 ∆ t는  을 말한다. 거리가

일정할 때, 가스의 조성이 변화에 따라 음속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발열량을 측정한다.

Fig 2. 초음파 신호 개요도

Fig 2.는 초음파 탐촉자에서 발생하는 발진신

호와 수신신호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 는 TCD 센서의 Vin에 일정한 전압이

들어올떄, 가스 조성에 따라 센서의 D와 C의 전

압의 차에 의하여, 열전도도가 출력전압으로 측

정되게 된다.

Fig 3. TCD 회로도에대한 개요도

Table 2. TCD 센서(MD61)

Type Thermal conductor gas sensor

Working Voltage(V) 32.5±0.1

Working circuit(mA) ≤140

Dimension(mm) 10*14*18

Sensitivity(mV) >10

Table 2.는 실험에 사용된 TCD센서의 주요사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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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위에서 언급한 실험장치를 통하여 음속과 열

전도도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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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메탄과 질소에 따른 음속 비교

Fig 4는 밀폐형 초음파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질소와 메탄간의 음속의 차이를 비교하여, 메탄

의 음속이 질소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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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장시간 운전에 대한 TCD 센서 Voltag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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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메탄 농도에 따른 TCD 센서 Voltage 값 비

교

Fig5.와 Fig6.는 열전도도 실험장치를 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Fig 5는 TCD센서의 신뢰

도를 보기위하여, 장시간 운행을 통해 TCD 센

서의 오차를 측정하였고, Fig 6는 메탄의 농도

에 따른 TCD 센서의 값을 비교한 실험결과이

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저발열

량화에 대응하여, 음속과 열전도도 상관식을 이

용한 발열량 측정 기술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음속과 열전도도를 이용하여, 순수가스와 혼

합가스의 센서 값을 측정 비교 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가스조성에서의 실험

을 통해, 열전도도 음속 발열량간의 상관관계식

을 이용하여 발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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