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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technologies to utilize the cold energy of liquefied natu-
ral gas (LNG)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is paper, thermodynamic 
performance analysis of combined cycles consisting of ammonia Rankine cycle
(AWR) and organic Rankine cycle (ORC) with LNG Rankine cycle to recover 
low-grade heat source and the cold energy of LNG. The mathematical models are
developed and the effects of the important system parameters such as turbine
inlet pressure, ammonia mass fraction, working fluid on the system perform-
ance a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thermal effi-
ciency of AWR-LNG cycle is higher but the total power production of ORC-LNG cy-
cle is higher. 

Key words : Ammonia-water Rankine cycle(암모니아-물 랭킨 사이클), Organic Rankine
cycle(유기 랭킨 사이클 , ORC), LNG(액화 천연가스 ), Cold energy(냉열
에너지), Low grade heat source(저등급 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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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천연가스(natural gas, NG)는 수송성, 연소

효율, 온실가스 배출 등에 있어서의 장점 때문에 수

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석연료와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LNG)는 천연가스를 대기압에서 -162℃의 온도

로 냉각시켜 얻어진다. 1 m3
의 LNG는 625 m3

의 천

연가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송성이 뛰어나며 LNG

의 공급은 가스 생산, 액화, 수송, 저장 및 재기화

(regasification) 과정으로 구성된다. -162℃의 LNG는 

25℃의 가스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약 830 kJ/kg의 

냉열 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한다
2,3). 2017년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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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ystem

세계 LNG의 냉열 에너지는 20.9 GW (6.598×1014 kJ/yr)

에 달하며 국가나 지역별로는 일본 5.21 GW, 유럽 

3.98 GW, 미국 3.39 GW, 대한민국 2.65 GW, 중국 

1.85 GW 등이다
4). 이렇게 막대한 LNG의 냉열을 효

과적으로 이용한다면 LNG 공급 과정의 효율을 높이

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5).

LNG의 기화 과정에서 냉열 에너지를 저등급 열원

을 사용하는 열동력 사이클의 열싱크로 활용하면 응

축기에서의 압력 감소로 인해 열역학적 사이클의 효

율을 높이고 시스템의 출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기화된 LNG 가스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동력을 생산

할 수도 있다
6,7). Liu 등8)

은 연소 폐열과 LNG 냉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동력, 열 및 냉동의 삼중 열병합 

복합 사이클을 제안하고 해석하였다. Park 등
9)
은

LNG 냉열 에너지 회수를 위한 새로운 저장 시스템

을 제안하고 해석하였다. Chang 등10)
은 LNG 냉열 

에너지와 브레이튼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는 수소액

화 공정을 제안하고 해석하였다.

저등급 열원과 LNG 냉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열동

력 사이클은 암모니아ㆍ물 혼합물을 작동유체로 사

용하는 랭킨 사이클(ammonia-water Rankine cycle, 

AWR)과 유기 랭킨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 

ORC)이 경쟁력 있는 시스템들로 평가되고 있다
11,12). 

Lim과 Choi13)
는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서 LNG 

냉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ORC 시스템을 제안하고 해

석하였다. Choi 등14)
은 다단 ORC와 LNG 냉열 에너

지를 이용하는 복합 사이클을 제안하고 해석하였다. 

Rao 등15)
은 태양 에너지를 저온 열원으로 사용하는 

ORC-LNG 복합 사이클에 대해 연구하였다. Lee 등16)

은 ORC-LNG 복합 사이클에서 22종류의 작동유체

에 대한 성능 해석을 통해 R170, R134a 및 R290의 

경우가 성능이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Lee와 Kim17)
은 

AWR-LNG 복합 사이클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Kim 

등
18,19)

은 ORC-LNG 복합 사이클의 열역학적 성능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열 형태의 저등급 열원을 이용하

고 LNG의 냉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AWR-LNG 복합 

사이클과 ORC-LNG 복합 사이클의 열역학적 성능 

특성을 비교 해석한다. 터빈 입구 압력의 변화에 따

라 AWR에서는 40%, 50%, 60%, 70%, 80%의 암모

니아 농도를 그리고 ORC에서는 R123, R600, R290, 

R134a 및 R22의 다섯 가지 작동유체를 고려하여 



김경훈     365

Vol. 31, No. 4, August 2020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Table 1. Basic thermodynamic data of working fluids

Substance
M



Tcr

 

Pcr

(bar)

Global 
warming 
potential

Ozone 
depletion 
potential

R123 136.467 456.90 36.74 79 0.02
R600 58.123 425.18 37.97 4 0
R290 44.096 396.82 42.49 3.3 0
R134a 102.031 380.00 36.90 1,300 0
R22 86.468 369.30 49.71 1,760 0.05

AWR-LNG 복합 사이클과 ORC-LNG 복합 사이클의 

성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시스템 해석

본 논문 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1과 같다. 저원 열

원으로 동작하는 AWR이나 ORC의 동력 사이클은 

증발기, 터빈 1, 펌프 1 및 응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LNG 사이클은 펌프 2와 터빈 2로 구성되어 있

으며 동력 사이클에서 응축기는 LNG 사이클에서 증

발기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18,19). 1) 터빈 입구 압력은 작동유체의 임계압력

보다 낮은 아임계 사이클이다. 2) LNG는 순수 메탄

(CH4)이다. 3) 열원은 입구 온도 Ts로 유입되는 표준 

공기이다. 4) 터빈 입구에서 작동유체는 순수 증기 

상태이다. 5) 시스템에서 열교환기를 제외한 열손실

은 무시한다. 6) 터빈과 펌프 이외에서의 압력 변화

는 무시한다. 7) 펌프와 터빈에서의 등엔트로피 효율

은 각각 ηp와 ηt로 일정하다. 8) 열교환기에서는 고온

과 저온 유체의 최소 온도차는 미리 설정한 핀치 포

인트와 같다. 

열원유체의 질량유량이 ms일 때 동력 사이클과 

LNG 사이클의 질량유량 mw 및 mL은 열교환기에서

의 에너지 균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2)

여기에서 h는 비엔탈피를 나타낸다. 

증발기 및 응축기에서의 열전달, 동력 및 LNG 사

이클의 출력, 시스템의 총출력 및 열효율을 각각 Q1, 

Q2, WORC, W1, W2, Wtot 및 ηth라 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4)

             (5)

             (6)

                    (7)

                   (8)

열교환기에서 열전달용량(heat transfer capability) 

UA는 열전달계수가 극심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까지는 근사적으로 열교환기의 열전

달 면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총 열전

달용량 UAtot은 동력 사이클과 LNG 사이클의 열전

달용량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8,19).

 




           (9)

여기에서 ΔTm은 로그 평균 온도차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9).

 lnmaxmin
max min          (10)

ORC의 작동유체는 임계온도가 높은 순으로 R123, 

R600, R290, R134a 및 R22의 다섯 종류를 고려하

며 작동유체의 분자량 M, 임계온도 Tcr, 임계압력 Pcr,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ozone depletion 

potential (ODP) 등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Table 1에

서 보여주며 온도에 따른 증기압의 변화를 Fig. 2에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암모니아-물 혼합물의 열역학 

상태량은 Xu와 Goswami20)
의 방법을 따랐으며, ORC 

작동유체의 열역학 상태량은 Patel-Teja 방정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21,22).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열원 유체는 1 kg/s의 표준 공기로 가

정하며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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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ORC

0.0 0.5 1.0 1.5 2.0 2.5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ORC-LNG

1 : R123
2 : R600
3 : R290
4 : R134a
5 : R22

2
3

4

5

te
m

p
er

at
u

re
, o

C

entropy, kJ/kgK

1

Fig. 4.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mass flow rate of 
AWR/ORC

는 다음과 같다. 열원 온도 TS=200℃, 터빈 입구 온

도 TH=190℃, 응축 온도 TC=-10℃, 핀치 포인트 온

도차 ΔTpp=8℃, LNG 터빈 입구 압력 PH2=10 bar, 

LNG 터빈 출구 압력 PL2=1.014 bar, 펌프 효율 

ηp=0.7, 터빈 효율 ηt=0.719). Fig. 3에서는 AWR-LNG

에서 터빈 입구 압력이 20 bar일 때 암모니아 분율이 

40%, 50%, 60%, 70% 및 80%인 경우에 대한 T-S 선

도를 보여주며, Fig. 4에서는 ORC-LNG에서 터빈 입

구 압력이 20 bar일 때 작동유체가 R123, R600, 

R290, R134a 및 R22인 경우에 대한 T-S 선도를 보

여준다.

Fig. 5는 AWR나 ORC의 동력 사이클에서 터빈 입

구 압력, AWR의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리고 ORC의 

작동유체가 변할 때 작동유체의 질량유량 mw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에서 작동유체의 질량유

량은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지거나 주어진 터빈 입

구 압력에서 암모니아 분율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한

다. 또한 터빈 입구 압력의 증가에 따른 질량유량의 

감소율은 암모니아 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ORC에서 작동유체의 질량유량은 터빈 입구 압력의 

증가에 따라 R123이나 R600의 경우처럼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소하지만 

R290, R134a 및 R22의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

여 작동유체의 질량유량은 터빈 입구 압력에 대해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나 R123의 경우를 제외하고 

터빈 입구 압력의 증가에 따른 작동유체의 변화는 

매우 작다. 그리고 주어진 터빈 입구 압력에서 AWR

에서의 질량유량은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낮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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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heat transfer rate 
of evaporator

록 커져서 R22의 경우에 가장 크고 R123의 경우에 

가장 작다. 또한 작동유체의 질량유량은 AWR의 경

우가 ORC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작으며, 이는 암

모니아-물의 증발잠열이 ORC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Fig. 6은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리

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LNG의 질량유량 mL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에서 LNG의 질량유량도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지거나 암모니아 분율이 낮아

질수록 감소한다. ORC에서 LNG의 질량유량은 터빈 

입구 압력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극소

값을 가지며, 질량유량이 극소가 되는 터빈 입구 압력은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다가 R123의 

경우에는 조사 범위에서 단순 감소하게 된다.

Fig. 7과 Fig. 8에서는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리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증발기와 응축

기에서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

의 경우에 증발기에서의 열전달과 응축기에서의 열

전달 모두 터빈 입구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암모니아 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또한 ORC의 

경우에 증발기에서의 열전달과 응축기에서의 열전달 

모두 터빈 입구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또 작

동유체의 임계압력이 낮아질수록 증가해서 주어진 

터빈 입구 압력에서 R123의 경우에 가장 작고 R22의 

경우에 가장 크다. 또한 시스템의 에너지 보존법칙으

로부터 증발기에서의 열전달은 응축기에서의 열전달

보다 AWR이나 ORC에서의 순 출력만큼 작다.

Fig. 9는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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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heat transfer rate 
of 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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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power pro-
duction of AWR/ORC

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시스템의 열전달 용량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에서 시스템의 열전달 용

량은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작동유

체의 암모니아 분율이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ORC에

서 열전달 용량은 터빈 입구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고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낮아질수록 증가하

여, R123의 경우에 가장 작고 R22의 경우에 가장 크

다.

Fig. 10은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

리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동력 사이클의 출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에서 동력 사이클의 출력

은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작동유체

의 암모니아 분율이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ORC에서 

터빈 입구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은 R123의 경

우에는 감소하나 나머지 작동유체의 경우에는 증가

한다. 또한 ORC 출력은 터빈 입구 압력이 12 bar 이

하에서는 R123, 16 bar 이하에서 R600, 24 bar 이하

에서 R290 그리고 30 bar 이하에서는 R22의 경우에 

출력이 최대로 된다.

Fig. 11은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

리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LNG 사이클의 출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 시스템에서 LNG 사이클

의 출력은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작동유체의 암모니아 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또한 ORC 시스템에서 LNG 사이클의 출력은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작동유체의 임계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R123의 경우에 가장 

작고 R22의 경우에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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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power pro-
duction of L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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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total power pro-
duction of the combine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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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thermal effi-
ciency of the combine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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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s of turbine inlet pressure on the thermal effi-
ciency and total power production of the combined cycle

Fig. 12는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

리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동력 사이클의 출력과 LNG 

사이클 출력의 합인 복합 사이클의 총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 시스템에서 총출력은 터빈 

입구 압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작동유체의 암모

니아 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ORC 시스템에서 

터빈 입구 압력이 증가할 때 총 출력은 R123과 R600

처럼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에는 감소하고 작동유체가 R290의 경우에는 거의 일

정한 값을 유지하며 작동유체가 R134a와 R22처럼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증가한다. 그리고 주어진 터빈 입구 압력에서 총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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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져서 R123의 

경우에 가장 작고 R22의 경우에 가장 크다. 

Fig. 13은 터빈 입구 압력, 암모니아 질량 분율 그

리고 작동유체의 변화가 복합 사이클의 열효율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AWR에서 열효율은 터빈 입

구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시스템의 

열효율은 열원유체에 의한 시스템의 총출력의 비로

서 정의되는데, Fig. 8과 Fig. 4에서 보듯이 터빈 입

구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총출력이 감소하

지만 시스템의 유입열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터빈 입구 압력에서 시스템의 열효

율은 암모니아 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데, 이는 

암모니아 분율이 높아질수록 시스템의 총출력이 증

가하나 시스템의 유입열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ORC 시스템에서 터빈 입구 압력의 증가

함에 따라 열효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작동유체가 

R123의 경우에 총출력이 감소해도 시스템 유입열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 열효율은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R123의 경우가 가정 높고 R22의 경우가 가장 낮다.  

Fig. 12과 Fig. 13에서의 총출력과 열효율의 관계

를 보여주었는데, Fig. 14는 총출력을 수평축으로 하

고 열효율을 수직축으로 한 특성화 관계를 보여주며 

이로부터 AWR-LNG 시스템은 열효율 측면에서 유

리하고 ORC-LNG 시스템은 총출력 측면에서 유리한 

사실을 보다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등급 열원 및 LNG 냉열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AWR-LNG 복합 사이클과 ORC-LNG 

복합 사이클의 열역학적 성능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

다. 해석에서 열원은 200℃, 1 kg/s의 표준 공기로 가

정하며, AWR에서는 40%, 50%, 60%, 70% 및 80%

의 암모니아 질량 분율을 고려하였으며 ORC에서는 

R123, R600, R290, R134a 및 R22의 다섯 종류의 작

동유체를 고려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AWR-LNG 시스템은 ORC-LNG 시스템에 비

해 작동유체의 질량유량은 현저하게 작지만 LNG의 

질량유량은 같은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2) AWR-LNG 시스템과 ORC-LNG 시스템 모두 

증발기와 응축기에서의 열전달은 터빈 입구 압력이 

낮아질수록, 암모니아 질량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

고 작동유체의 임계온도가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3) ORC-LNG 시스템에서 터빈 입구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총출력은 R22, R134a는 증가하고 R290은 

일정하게 유지하며 R600, R123은 감소하는 반면에 

열효율은 모든 경우에 증가한다. 작동유체의 임계온

도가 높아질수록 총출력은 증가하고 열효율은 떨어

진다.

4) AWR-LNG 시스템은 ORC-LNG 시스템에 비

해 열효율은 높고 총출력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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