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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증류탑은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공정 설계 시 화학 성분의 분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된 기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설비 검증을 위한 자료 

확보의 용이함 및 경제적 효율성으로 증류탑이 많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증류탑은 에너지 소비 및 투자비가 굉장히 높은 

설비이기도 하다. 따라서, 투자비와 운전비에 대한 Trade-Off 분석을 

진행하여 가장 경제적인 증류탑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많은 공정 

엔지니어가 체계적인 최적화 절차 미보유로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불필요한 검토 진행으로 소중한 인력을 낭비하는 등 

비효율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검토 진행으로 담당자별 검토 결과 및 기본설계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진행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투자비 손실 및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석유화학 공정의 대표적인 공정인 납사 분해공정 

내 최적화의 난이도가 높은 3개의 다중 공급 흐름(Multi-Feed 

Streams)를 가진 C2's 분리공정의 Deethanizer를 기준으로 최적화 

변수 및 설계 절차를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를 단일 공급(Single 

Feed)/측면 생산(Side Product)을 가진 Ethylene Fractionator와 가장 

일반적인 단일 공급, 상부/하부 제품 생산(Top/Bottom Product)으로 

구성된 Debutanizer에 적용하여 검토된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가능한 많은 공정 엔지니어가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공정 모사 프로그램인 Aspen Plus를 

사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증류탑 최적화 진행 시의 설계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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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공정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설계 품질 수준의 

편차를 최소화 하였으며, 불필요한 검토 과정 배제 및 체계적/효율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소요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증류탑 단수 최적화 검토 시 투자비의 신뢰성 있는 산출을 위해 

APEA(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s)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APEA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최적화 절차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공정/운전비에 상관없이 

모든 공정에서 증류탑 단수 최적화를 위한 환류비 허용값(Reflux Ratio 

Tolerance)이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투자비 분석 없이 일관된 

환류비 허용값 설정만으로도 투자비와 운전비 간에 Trade-Off 최적 

증류탑 단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토는 총 5가지의 사례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공정에 대한 추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예외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검증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촉박한 

프로젝트 일정으로 투자비 검토에 대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본 

환류비 허용값으로써 0.2%를 설정하더라도 최적 단수에서의 오차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ASW(Aspen Simulation Workbook) 및 Excel Visual Basic 

프로그램을 사용한, 증류탑 최적화 자동 반복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복 작업에 의한 검토 시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어 : 증류탑, 최적화, APEA  

학   번 : 2018-26894   



 

 iii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현황 ........................................................................................... 5 

1.2.1 연구 현황 조사 ........................................................................ 5 

1.2.2 연구 현황 결론 ........................................................................ 9 

1.3 연구보고서 구성 ................................................................................ 9 

제 2 장 APEA(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s) 특징 ................ 10 

2.1 Factor-Based Estimation (일반 투자비 산출 방법) .......................... 10 

2.1.1 Capacity Factor Estimation (CFE) ............................................ 10 

2.1.2 Equipment Factor Estimation (EFE) ......................................... 10 

2.1.3 Parametric Cost Estimation ....................................................... 11 

2.2 Model-Based Estimation (APEA 투자비 산출 방법) ........................ 11 

2.3 Benefits of Model-Based Estimation ................................................... 12 

제 3 장 검토 공정 선정 ...................................................................... 13 

3.1 선정 배경 ......................................................................................... 13 

3.2 검토 증류탑 선정 ............................................................................ 13 

3.3 선정된 증류 공정 개요 ................................................................... 15 

3.3.1 Deethanizer .............................................................................. 15 

3.3.2 Ethylene Fractionator................................................................ 15 

3.3.3 Debutanizer .............................................................................. 15 

제 4 장 물성 검증 ............................................................................... 19 

4.1 조성 설정 ......................................................................................... 19 

4.2 열역학 모델식 선정 ........................................................................ 22 

4.3 열역학 모델식 적절성 검증 ........................................................... 25 

4.3.1 Deethanizer 이성분 매개변수 평가:에탄-프로필렌 .............. 27 

4.3.2 Ethylene Fractionator 이성분 매개변수 평가:에틸렌-에탄 ... 30 



 

 iv 

제 5 장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 검토 .......................................... 34 

5.1 운전 조건 설정 ................................................................................ 34 

5.1.1 상부 및 하부 생성물 규격 설정 ........................................... 34 

5.1.2 운전 온도 설정 ...................................................................... 35 

5.1.3 운전 압력 설정 ...................................................................... 37 

5.2 Shortcut Method 계산 수행............................................................... 38 

5.2.1 최적 단수 설정 기준 (초기치) ............................................. 38 

5.2.2 주성분 및 규격 설정 ............................................................. 39 

5.2.3 개념 분석 ............................................................................... 41 

5.2.4 Shortcut Method 개념 분석 필요성 검토 .............................. 43 

5.3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 45 

5.3.1 공급 단수 최적화 .................................................................. 45 

5.3.2 생성물 규격 최적화 (Option) ................................................ 49 

5.3.3 증류탑 단수 최적화............................................................... 54 

5.4 투자비 분석 및 증류탑 단수 설계 기준 검토 .............................. 55 

5.4.1 APEA를 활용한 투자비 분석 ............................................... 56 

5.4.2 증류탑 단수 최적화 설계 변수 및 기준 검토 .................... 63 

5.4.3 최소 단수 대비 실제 단수 인자 검증 ................................. 67 

5.4.4 투자비 분석의 필요성 검토.................................................. 68 

5.4.5 투자비 변화에 대한 증류탑 최적 단수 영향 검토 ............. 70 

5.4.6 운전비 변화에 대한 증류탑 최적 단수 영향 검토 ............. 72 

5.5 반복 계산 수행 필요 여부 검토 ..................................................... 73 

5.5.1 설계 변수와 최적화 변수 간의 연관 관계 .......................... 73 

5.5.2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74 

5.5.3 생성물 규격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76 

5.5.4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생성물 규격 영향 ............. 78 

5.6 반복 계산 필요 횟수 및 최적화 순서 검증 .................................. 80 

5.7 증류탑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 검토 결과 .............................. 87 



 

 v 

제 6 장 증류탑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 검증 ............................. 90 

6.1 Ethylene Fractionator 설계 변수 및 절차 적용 ............................... 90 

6.1.1 운전 조건 설정 ...................................................................... 90 

6.1.2 Shortcut Method 계산 수행 ..................................................... 91 

6.1.3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92 

6.1.4 투자비 분석을 통한 환류비 허용값 적절성 검증 .............. 97 

6.2 Debutanizer 설계 변수 및 절차 적용 .............................................. 99 

6.2.1 설정 기준 ............................................................................... 99 

6.2.2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99 

6.2.3 투자비 분석을 통한 환류비 허용값 적절성 검증 ............ 100 

제 7 장 결론 ...................................................................................... 103 

참 고 문 헌 ........................................................................................ 106 

Abstract .............................................................................................. 109 

 



 

 vi 

표 목차 

 

Table 4-1. 조성 설정 기준 ............................................................................... 20 

Table 4-2. 공급 조건 (Deethanizer) ................................................................... 21 

Table 4-3. Binary Parameter Pair Table ............................................................... 26 

Table 4-4. 실험 자료 (Deethanizer) [15] ........................................................... 27 

Table 4-5. 실험 자료 (1/2) (Ethylene Fractionator) [20] .................................... 30 

Table 4-6. 실험 자료 (2/2) (Ethylene Fractionator) [21] .................................... 31 

Table 5-1. 공정 온도별 냉각원 적용 지침 [1-3] ............................................. 35 

Table 5-2. 재질별 사용 가능 온도 (ASTM Plate 기준) ................................... 36 

Table 5-3. 증류탑 운전 압력 설정 (Deethanizer) ............................................. 37 

Table 5-4. 조성별 끓는점 및 휘발도 (Deethanizer) ......................................... 39 

Table 5-5. Shortcut Method 규격 설정 (Deethanizer) ........................................ 40 

Table 5-6. 다중 공급 흐름 동시 최적화 결과 (Deethanizer) .......................... 48 

Table 5-7.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 (Deethanizer) ......................................... 50 

Table 5-8. APEA 설정 (Deethanizer) ................................................................. 59 

Table 5-9. 최소 단수 대비 실제 단수 인자 ..................................................... 67 

Table 5-10.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연간 운전비 변화 (Deethanizer) ................. 69 

Table 5-11.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 75 

Table 5-12. 생성물 규격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77 

Table 5-13.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생성물 규격 영향 ..................... 79 

Table 5-14. 증류탑 최적화 반복 계산 수행 (Deethanizer) .............................. 81 

Table 5-15. 설계 변수 최적화 순서 ................................................................. 86 

Table 5-16. 각 설계 변수별 활용 수단(Tool) 정리 ......................................... 89 

Table 6-1. 증류탑 운전 압력 설정 (Ethylene Fractionator) .............................. 90 

Table 6-2. 조성별 끓는점 및 휘발도 (Ethylene Fractionator) .......................... 91 

Table 6-3. Shortcut Method 규격 설정 (Ethylene Fractionator) ......................... 92 

Table 6-4.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 (Ethylene Fractionator) .......................... 95 



 

 vii 

Table 6-5. 증류탑 최적화 반복 계산 수행 (Ethylene Fractionator) ................. 96 

Table 6-6. APEA 설정 (Ethylene Fractionator) ................................................... 97 

Table 6-7.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 (Debutanizer)....................................... 100 

Table 6-8. APEA 설정 (Debutanizer) ............................................................... 100 

 

  



 

 viii 

그림 목차 

 

Figure 1-1. 일반적인 증류탑 최적화 절차 ........................................................ 4 

Figure 3-1. 납사 분해공정 전체 공정 개략도 및 선정 증류탑 ..................... 14 

Figure 3-2. Deethanizer 공정 개략도................................................................. 16 

Figure 3-3. Ethylene Fractionator 공정 개략도 .................................................. 17 

Figure 3-4. Debutanizer 공정 개략도 ................................................................ 18 

Figure 4-1. 열역학 모델식의 일반적인 선정 지침[14] ................................... 24 

Figure 4-2. 일관성 검토 결과(EOS Test) : 에탄-프로필렌 .............................. 28 

Figure 4-3.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 비교(Evaluation) : 에탄-프로필렌 .......... 29 

Figure 4-4. 일관성 검토 결과(EOS Test) (1/2) : 에틸렌-에탄 ......................... 32 

Figure 4-5. 일관성 검토 결과(EOS Test) (2/2) : 에틸렌-에탄 ......................... 32 

Figure 4-6.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 비교(Evaluation) : 에틸렌-에탄 ............. 33 

Figure 5-1. 증기압 곡선 : 에틸렌 .................................................................... 36 

Figure 5-2.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 (Deethanizer) ................................... 42 

Figure 5-3. Shortcut과 Rigorous Method 결과 비교 .......................................... 44 

Figure 5-4.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 (Deethanizer) ................................... 46 

Figure 5-5. 생성물 규격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Deethanizer) ................. 51 

Figure 5-6. 상부 생성물 규격(ppm)에 따른 목적 함수 (Deethanizer)............ 53 

Figure 5-7.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에너지 및 환류비 (Deethanizer) ................. 54 

Figure 5-8. CEPCI (Chemical Engineering Plant Cost Index) [22] ....................... 56 

Figure 5-9. Aspen Plus & APEA 수동 연동 계산 방법 ..................................... 58 

Figure 5-10. APEA 계산 결과 (Deethanizer) ..................................................... 62 

Figure 5-11. 연간 총비용 분석 (Deethanizer) .................................................. 64 

Figure 5-12. NQ Curve 계산 결과 (Deethanizer)............................................... 66 

Figure 5-13.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 및 허용값 (Deethanizer) ............... 68 

Figure 5-14. 재질 변화에 따른 투자비 변화 (Deethanizer) ............................ 71 

Figure 5-15. 에너지 단가 120% 적용, 연간 총비용 변화 (Deethanizer) ........ 72 



 

 ix 

Figure 5-16. 설계 변수와 목적 함수 간의 상호 연관도 ................................ 73 

Figure 5-17. 증류탑 최적화 절차 순서도 (Flow Chart) - 1/2 ........................... 87 

Figure 5-18. 증류탑 최적화 절차 순서도 (Flow Chart) - 2/2 ........................... 88 

Figure 6-1. 하부 생성물 규격(에틸렌, ppm)에 따른 유량 변화 (Ethylene 

Fractionator) ............................................................................................... 94 

Figure 6-2. 연간 총비용 분석 (Ethylene Fractionator)...................................... 98 

Figure 6-3. 연간 총비용 분석 (Debutanizer) .................................................. 102 

 

  



 

 1 

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증류탑은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공정 설계 시 화학 성분의 분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된 기술 중 하나이다. 이는 증류탑이 다른 분리 방법 대비 경

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공정에 적용되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며, 다양한 매

체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증류탑이 많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증

류탑은 에너지 소비 및 투자비가 굉장히 높은 설비이다.  

따라서, 투자비와 운전비(에너지)에 대한 Trade-Off 분석을 진행하여 가장 

경제적인 증류탑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체계적인 최적화 절차를 보유

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불필요한 검토 진행으로 소중한 인력을 낭비하는 등 비효율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검토 

진행으로 담당자별 검토 결과 및 기본설계 성과품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진행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투자비 손실 및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증류탑 최적화 진행 절차는 [Figure 1]과 같으며, 증류탑 최적화 

진행 시 공정 엔지니어가 빈번하게 범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 시작단계에서 바로 Rigorous Method 계산 진행하여, Shortcut 

Method에 의한 설계 범위 미확인으로 수렴을 위한 많은 시간 소요

한다. 

② Shortcut Method를 통한 개념설계(Conceptual Study) 진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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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오류에 의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다. 

③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후, 최적화 검토 미진행으로 설계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④ Rigorous Method 최적화 검토 시, 설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미 인

지로 인한 반복 계산 미수행으로 설계 품질 수준 저하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증류탑 설계는 복잡하고 최적화되어야 할 다중 변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적화 과정은 운전 제한(Constraint)과 설계 조건을 완

전히 만족시키면서, 원하는 목적 함수를 최소/최대화하는 공정 변수의 최

적 조건에 도달하는 과정은 수많은 반복 계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최적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투자비의 신뢰성 있는 산출은 최적화 

결과의 설계 품질 수준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초

기 단계인 개념설계(Conceptual Study)/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나 기본

설계(Basic Engineering) 단계에서는 투자비를 산출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

가 부족하므로, 신뢰성 있는 투자비 산출을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주로 사

용되는 Factor Based Estimation에 적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s)의 신뢰성

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매개변수를 주기적으로 보완/관리하는 회사는 적으

며, 유사한 공정의 자료를 얻더라도 정확히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일치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투자비 산출의 어려

움 때문에, 증류탑 단수 최적화 분석 시 투자비 고려 없이 에너지 측면에

서의 최적화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

가, 환경에 대한 규제 증가(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경향 및 촉박한 프로젝

트 일정 등으로 인해 투자비 고려를 건너뜀으로 설계 오류가 배가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석유화학 공정의 대표적인 공정 설비인 증류탑의 최적

화 절차에 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검토 과정 배제 및 검토를 위한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을 도출하여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투입의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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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화학 공정 설계에 널리 알려진 공정 모사 프로그램인 Aspen Plus를 사

용하였다.  

설계 품질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는 투자비의 신뢰성 있는 산출을 위해, 

증류탑 단수 최적화 검토 시 APEA (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s) 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APEA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다방면으

로 검토하였다. 또한, 공정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설계 품질 

수준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류탑 최적화 진행 시의 설계 변수를 정

의하고 설계 절차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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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일반적인 증류탑 최적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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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현황 

현재까지 공개된 증류탑 최적화 설계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앞

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1.2.1   연구 현황 조사 

우선 증류탑 설계를 다루고 있는 각종 교재를 검토하였다.  

 

1. Distillation Design by Kister, Henry Z. et al. (1992) [1] 

증류탑 설계 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은 설명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론 위주의 내용이며, 공정 모사를 활용한 구체적인 

증류탑 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Plant Design and Economics for Chemical Engineers by Peters, Max S. et 

al. (2003) [2] 

증류탑 설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나, 공정 

모사를 활용한 구체적인 증류탑 설계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설계 기준 설정 : 조성, 물성 자료, 원료 투입 유량, 최대 

온도/압력, 증류탑 압력 강하 제한 등  

② 증류탑 상부 압력 설정 : 하절기 냉각수 온도 대비 5~10℃ 높은 

기포점 압력 산정 

③ 환류비 설정 : > 1.2 × 최소환류비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투자비와 운전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상평형 설정 

상평형 모델로 활동도 계수 모델(Activity Coefficient Model) 계열만 

소개하고 있으며, EOS (Equation of State, Cubic Equation) 계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①항의 조성 및 압력 등을 설정한 뒤에 ④항 상평형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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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②~③항 검토가 가능하므로 절차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⑤ 단수 설정 : Shortcut Method/Rigorous Method에 대한 설명 

⑥ 증류탑 내부(Internal) 선택 

증류탑 및 내부 구매 비용 등의 투자비 관련 자료는 경제성 분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Chemical Engineering Design: principles, practice and economics of plant 

and process design by Towler, Gavin. et al. (2012) [3] 

증류탑 설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나, 공정 

모사를 통한 운전 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류탑 내부가 

선정되는 등 증류탑 설계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다. 또한 공정 모사를 

활용한 구체적인 증류탑 설계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생성물 규격(Product Spec’) 설정  

② 운전 압력 설정 

③ 내부 선정 (단 혹은 충전물) 

④ 단수 및 환류량 설정  

⑤ 크기(Size) 계산 : 직경(Diameter), 실제 단수 

⑥ 내부 설계 : 단(Plates), 분배기(Distributors), 충전물 받침판(Packing 

Supports). 

⑦ 기계적 설계(Mechanical Design) : 용기(Vessel), 내부 이음쇠(Internal 

Fittings). 

 

4. Separation Process Principles by Seader, Junior D. et al. (2011) [4] 

전체적으로 수 계산 및 이론 설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정 모사를 

활용한 구체적인 증류탑 설계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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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tillation Design and Control using ASPEN Simulation by Luyben, 

William L. (2013) [5] 

Aspen Simulation을 활용한 기본 설계 및 최적화 과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절차가 일반 교재에 설명된 것과 유사하게 

체계적이지 않으며, 설계 변수 간의 영향을 고려한 반복 계산의 필요성 및 

다중 공급 흐름(Multi-Feed Streams), 다중 조성(Multi-Components) 등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①  

① 조성, 물성치 설정 

② 증류탑 압력 설정  

③ 생성물 규격 설정 (초기치)  

④ Rigorous Model 설정 (초기치 : 임의 값 적용) 

초기치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단순 이성분 혼합물(Binary Mixture)에서는 임의 값 적용을 

통한 Rigorous Method 계산을 진행하더라도 수렴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정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 혼합물(Multi-Mixture) 및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Shortcut Method를 통한 기본 설계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Rigorous Method 계산의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⑤ 공급 단수 최적화 : (단일 공급 기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Study) 

진행  

⑥ 최소 환류비, 최소 단수 확인  

⑦ 단수 최적화  

증류탑 용기(내부 제외), 열교환기(응축기/리보일러) 반영 (펌프, 

밸브, 환류 원통 제외)하여, Factor Based Estimation 수행하였다.  

증류탑 이론단수를 기준으로 투자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투자비 산출 

                                                   

① 동적 모사(Dynamic Simulation)에 중점을 둔 책이기 때문에, 정상상태 모사

(Steady-State Simulation) 설정 절차에서는 C3-C4 이성분 혼합물의 간단한 시스템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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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총괄 단 효율(Overall Tray Efficiency)을 고려한 실제 단수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보다 낮은 투자비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actor Based Estimation 수식에 적용되는 매개변수의 설정에 따라 

신뢰도는 편차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험 법칙에 의한 최적 단수 및 환류비 인자(Reflux Ratio Factor) 검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최적 단수는 최소 단수 × 2 (경험 법칙)으로 결정

되는데 실제로는 2.8이었으며, 최적 환류비는 최소 환류비 × 1.2 (경험 법

칙)이나 실제로는 1.04가 도출되었다.  

⑧ 생성물 규격 최적화 

 

6. A Hierarchical Approach to Optimize LNG Fractionation Units by 

Alfadala, Hassan E. et al. (2005) [6] 

공정 모사를 활용한 증류탑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세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이 CGCC(Column Grand Composite Curve)를    

활용한 최적 공급 위치(Optimum Feed Location), 환류 변경(Reflux 

Modification), 공급 예열/냉각(Feed Preheating/Cooling), 보조 

응축/리보일링(Side Condensing/Reboiling)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GCC의 경우 유틸리티 비용을 줄이거나 Debottlenecking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개념적인 접근에는 유용하나, 기본 설계에서는 수치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CGCC 만으로 설계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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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 현황 결론 

현재까지 발표된 교재/학회자료/논문 등에는, 공정 모사를 활용한 

증류탑 설계의 구체적인 절차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증류탑 

설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증류탑 단수 - 공급 단수 - 생성물 규격)를 

고려한 반복 계산 수행의 필요성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증류탑 단수 

최적화와 연계된 투자비 산출 방법에서는 전통적인 Factor Based  

Estimation에 대한 방법만이 설명되어 있었다. 

 

1.3   연구보고서 구성 

연구보고서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내용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구성을 정리하였다.  

 

구성을 크게 구분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연구 보고서에 대한 개요 부

분이며, 4장에서 5장까지 증류탑 최적화 절차에 대한 상세 분석 과정과 결

과를 정리하였으며, 6장에서는 도출된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보였다.  

 

1장에서는 연구 보고서의 배경과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2장에서는 증류탑 투자비 분석을 위해 도입된 APEA 프로그

램에 대한 특징과 장정에 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을 진행할 공정

의 선정 배경과 개요를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공정 모사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하여야 할 조성 설정, 

열역학 모델식 선정 및 적절성 검증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5장에서부터 본

격적으로 증류탑 설계를 위한 운전조건 설정, Shortcut/Rigorous Method 및 

APEA 계산 과정을 보이고 상세 절차를 수립하였다.  

6장에서는 단일 증류탑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적화 절차

를, 타 증류탑에 확장 적용하여 신뢰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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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PEA(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s) 특징 

2.1   Factor-Based Estimation (일반 투자비 산출 방법)  

Factor-Based Estimation은 기존 프로젝트로부터의 설비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비를 예측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단지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투자비 

예측에 유용하다. 통계적인 관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7] 

 

2.1.1   Capacity Factor Estimation (CFE) 

유사한 Plant Capacity와 설비 구성을 가지는 기존 프로젝트 투자비로부

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CostB

𝐶𝑜𝑠𝑡𝐴
 =  (

𝐶𝑎𝑝𝐵

𝐶𝑎𝑝𝐴
)

𝑟

 

 

where, 

Cost : Cost of Plants 

Cap : Capacities of Plants 

r = Proration factor (0.5 ~ 0.85) 

 기존 공정이 신규 공정과 유사하여야 하며, 지역과 비용 상승에 대한 조

정이 필요하다. 신규 프로젝트의 용량(Capacity)이 기존 공정을 초과할 경

우, 실제 투자비와의 차이가 높게 발생할 수 있다.  

 

2.1.2   Equipment Factor Estimation (EFE) 

장치 비용(Equipment Item Cost)을 기준으로, 누적된 실적에 기반한 비장

치 비율(Non-Equipment Item Ratio)을 적용하여 전체 투자비를 산출하는 방

법이다. 엔지니어링 설계(Engineering Design)가 1~15% 완료된 시점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엔지니어링 투자 진행 결정 시점인 Class 3단계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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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적용되는 장치 비용 및 장치 인자(Equipment Factor)가 신뢰성

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1.3   Parametric Cost Estimation 

CFE와 EFE는 모두 Parametric Cost Estimation의 예시이며, 비용 관계에 

대해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모두 Parametric Cost Estimation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장치의 기본 설비 크기(Size)를 기반으로 Total Module Cost, 

Grassroots Cost를 산출하는 CAPCOST 프로그램도 하나의 적용 예시이다.  

[8] 이것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장치 비용과 전체 플랜트 비용(Total Plant 

Cost)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며, 이전 프로젝트로부터의 정확한 비용과 회

사 내 엔지니어링 경험과 기술이 신뢰도를 좌우한다.  

 

2.2   Model-Based Estimation (APEA 투자비 산출 방법) 

Model-Based Estimation은 Volumetric Model이라고도 하며, 실제 장치 치

수(Equipment Dimensions), 적용 정보(Application Information), 프로젝트 규

격(Project Specifications)을 사용한다. Volumetric Modeling은 각 설비에 대해 

필요한 설치 벌크 재료(Bulk Materials)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투자비를 산출

한다. Volumetric Model의 계산 순서는 개념 장치 설계(Conceptual Equipment 

Design), 제조 모델 (Model Fabrication), 설치/공사 모델(Model Installation / 

Construction) 및 완료(Complete Scope)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증류탑을 모델링(Modeling) 한다고 하면, 설계를 위한 기준

(Template)이 설정되고 공정 모사 결과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장치 설계를 

진행하여 장치 목록(Equipment List)이 산출된다.  

장치 목록의 기본 정보인 직경(Diameter), 길이(Tan/Tan Length), 설계 압력/

온도, 재질, 단수가 자동으로 제조 공정(Fabrication Process)으로 입력되게 

되고, 원통/헤더/노즐 제조(Shell/Head/Nozzle Fabrication)를 위해 필요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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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Plate Cost), 용접, 설치비(필요 시간, 인건비, 소비재)가 자동으로 계산

된다. 또한, Model Based Estimation은 각 엔지니어링 기준을 고려하여 벌크 

재료에 반영한다. [7] 

즉, 초기 설계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입력되면, 이후에는 설정된 견본

(Template)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정확도 높은 투자비를 산출할 수 있다. 

 

2.3   Benefits of Model-Based Estimation  

Model-Based Estimation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① 투자비 산출의 정확도 증가로 투자 위험을 감소 시킨다. 

② 투자비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③ 업무 부하가 급격히 감소한다. 

④ 결과에 대한 시각화로 이해가 용이하며, 모든 자료가 상호 연결되

어 있어 투명성 있고 일관된 자료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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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검토 공정 선정 

3.1   선정 배경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증류탑 최적화 설

계 변수 및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간의 비 이상성으로 

인한 검토 결과의 오류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

운전되고 있는 석유화학 공정인 납사 분해공정 (Naphtha Cracking Center, 

NCC)의 증류 공정을 기준으로 검토 및 검토된 결과를 실제 적용해 보고자 

한다.  

 

3.2   검토 증류탑 선정 

납사 분해공정② 내 최적화의 난이도가 높은 3개의 다중 공급 흐름

(Multi-Feed Streams)를 가진 C2 분리공정의 Deethanizer를 기준으로 최적화 

변수 및 설계 절차를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를 단일 공급(Single Feed)/측면 

생산(Side Product)을 가진 Ethylene Fractionator와 가장 일반적인 단일 공급, 

상부/하부 제품 생산(Top/Bottom Product)로 구성된 Debutanizer에 적용하여 

검토된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② 납사를 고온에서 분해한 후 냉각, 압축, 분리 등의 과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

렌,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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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납사 분해공정 전체 공정 개략도 및 선정 증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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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정된 증류 공정 개요 

3.3.1   Deethanizer  

Deehtnaizer로 유입되는 2개의 공급 흐름(Feed Streams)은 Demethanizer의 

하부 생성물(Bottom Products)이 다른 공정 흐름(Streams) 간의 열 통합(Heat 

Integration)을 위해 Cold Box 시스템을 거쳐 Deethanizer 운전에 적절한 조

건으로 맞춰진 후, 2상(Vapor & Liquid)과 액상으로 각각 유입된다. 나머지 

한 개의 공급 흐름은 Deehanizer 상부 생성물(Overhead Product)이 Acetylene 

Converter 및 C2 Green Oil Absorber를 거쳐 생성된 액체를 다시 Deethanizer

에서 정제하기 위해 재순환(Recycle) 되는 것이다.  

Deehanizer에서 유입된 공급 흐름은 C2 이하의 가벼운(Lighter) 성분은 상

부 생성물로, C3 이상의 무거운(Heavier) 성분은 하부 생성물로 정제된다.  

 

3.3.2   Ethylene Fractionator 

Deethanizer 상부 생성물은 Acetylene Converter에서 수소와의 수첨 반응을 

통해 아세틸렌을 모두 제거한 후 Ethylene Fractionator로 유입된다. Ethylene 

Fractionator에서 에틸렌 성분은 상부 생성물로 배출되어 제품으로 판매되

며, 에탄 성분은 하부 생성물로 배출되어 연료로 사용되거나 Ethane 

Cracker로 재순환 된다. 

 

3.3.3   Debutanizer 

Depropanizer에서 C3 이하의 가벼운 성분을 제거한 하부 생성물은 

Debutanizer로 유입되어, 상부 생성물로 C4 혼합물(Mixed C4) 성분이 하부 

생성물로 C5 이상 성분이 분리되어 제품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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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eethanizer 공정 개략도 

  

V401
Deethanizer

C3R

FROM
C2 Green Oil Absorber

LP Steam

FROM 
Cold Box

FROM 
Cold Box

TO 
Depropanizer

TO 
Acetylene Converter



 

 17 

 

 

Figure 3-3. Ethylene Fractionator 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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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ebutanizer 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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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물성 검증 

4.1   조성 설정 

일반적인 공정 조건을 대표하기 위해 가능한 ppm 단위까지 다중 조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조성 및 공급 조건은 Deethanizer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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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조성 설정 기준 

Component ID Component name 
Boiling Point 

(℃) 

H2 HYDROGEN -252.76 

CH4 METHANE -161.49 

ETHYLENE ETHYLENE -103.74 

NC2 ETHANE -88.6 

ACET ACETYLENE -83.95 

PROPYLEN PROPYLENE -47.7 

PROPANE PROPANE -42.04 

PD PROPADIENE -34.5 

MA METHYL-ACETYLENE -23.21 

IC4 ISOBUTANE -11.72 

ISOBUTEN ISOBUTYLENE -6.9 

BUTENE1 1-BUTENE -6.24 

13BD 1,3-BUTADIENE -4.41 

NC4 N-BUTANE -0.5 

TBUTEN2 TRANS-2-BUTENE 0.88 

CBUTEN2 CIS-2-BUTENE 3.72 

VA VINYLACETYLENE 5.1 

PENT-2E 1,4-PENTADIENE 25.96 

PENT-1E 1-PENTENE 30.07 

ISOPRENE 2-METHYL-1,3-BUTADIENE 34.055 

NC5 N-PENTANE 36.07 

CPD CYCLOPENTADIENE 41.5 

CYPENTE CYCLOPENTENE 44.23 

HEXENE1 1-HEXENE 63.48 

NC6 N-HEXANE 68.73 

BENZENE BENZENE 80.09 

WATER WAT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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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공급 조건 (Deethanizer) 

From Demethanizer BTM 

To Deethanizer Upper Deethanizer Lower 

wt%   

H2 0.0000% 0.0000% 

CH4 0.0003% 0.0003% 

ETHYLENE 50~53% 50~53% 

NC2 10~12% 10~12% 

ACET 0.6~08% 0.6~08% 

PROPYLEN 20~23% 20~23% 

PROPANE 0.7~0.9% 0.7~0.9% 

PD 0.3~0.6% 0.3~0.6% 

MA 0.3~0.6% 0.3~0.6% 

IC4 0.05~0.12% 0.05~0.12% 

ISOBUTEN 2~4% 2~4% 

BUTENE1 0.5~1.5% 0.5~1.5% 

13BD 4~5% 4~5% 

NC4 0.3~0.6% 0.3~0.6% 

TBUTEN2 0.3~0.6% 0.3~0.6% 

CBUTEN2 0.3~0.6% 0.3~0.6% 

VA 0.05~0.12% 0.05~0.12% 

PENT-2E 0.3~0.6% 0.3~0.6% 

PENT-1E 0.05~0.12% 0.05~0.12% 

ISOPRENE 0.1~0.3% 0.1~0.3% 

NC5 0.1~0.3% 0.1~0.3% 

CPD 0.3~0.6% 0.3~0.6% 

CYPENTE 0.05~0.12% 0.05~0.12% 

HEXENE1 Trace Trace 

NC6 Trace Trace 

BENZENE Trace Trace 

WATER Trace Trace 

Total Flow kg/hr 30,000 130,000 

Temperature C -23.95 3.61 

Pressure kg/sqcmg 22.2 22.1 

Vapor Frac 0 0.58 

Liquid Frac 1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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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열역학 모델식 선정 

열역학 모델식 선정 지침(Guide)에 따라 고압에서 기상의 비 이상성을 

보정한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을 적용하였으며, 액상에서 극성(Polar) 

성분은 없으므로 활동도 계수 모델(Activity Coefficient Model)을 복합적으

로 반영한 상태방정식은 적용하지 않았다.  

 

① 운전 압력 : 15 ~ 20 kg/cm2G 

② 물질 : 비극성(Nonpolar) 

③ 상태방정식 선정 : Peng Robinson cubic equation of state with the 

Boston-Mathias alpha function (PR-BM) [9-13] 

 

PR-BM Method는 일반적으로 가스 공정(Gas-Processing), 정제 공정

(Refinery), 석유화학 공정(Petrochemical Applications)에 추천되며, 대표적인 

공장은 Gas Plants, Crude Towers, Ethylene Plants이다. PR-BM은 임계 영역에

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나 결과의 신뢰성은 낮으며, 비극성

(Nonpolar)에서 약간의 극성(Mildly Polar) 혼합물까지 적용할 수 있다. 

PR-BM Method는 Peng-Robinson EOS를 기반으로 하며 Boston-Mathias Alpha 

Function과 Standard Mixing Rules를 사용한다.  

 

  
𝑃 =

𝑅𝑇

𝑉m − 𝑏
−

𝑎

𝑉𝑚(𝑉𝑚+𝑏) + 𝑏(𝑉𝑚 − 𝑏)
 

 
(4.1) 

 

where, 

b =  ∑ 𝑥𝑖𝑏𝑖

𝑖

 

a = a0 + a1 

a0 =  ∑ ∑ 𝑥𝑖𝑥𝑗(𝑎𝑖𝑎𝑗)
0.5

(1 − 𝑘𝑖𝑗)

𝑗𝑖

     

kij = 𝑘𝑖𝑗
(1)

+ 𝑘𝑖𝑗
(2)

T +
kij

(3)

𝑇
    kij = 𝑘𝑗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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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 𝑥𝑖(∑ 𝑥𝑗
𝑛
𝑗=1

𝑛
𝑖=1 ((𝑎𝑖𝑎𝑗)

1

2𝑙𝑖,𝑗)

1

3

)3   

lij = 𝑙𝑖𝑗
(1)

+ 𝑙𝑖𝑗
(2)

𝑇 +
𝑙𝑖𝑗

(3)

𝑇
     lij ≠ 𝑙𝑗𝑖 

 

ai = 𝑓𝑐𝑛(𝑇, 𝑇𝑐𝑖 , 𝑃𝑐𝑖 , 𝑤𝑖) 

   ai = 𝛼𝑖0.45724
𝑅2𝑇𝑐𝑖

2

𝑃𝑐𝑖
 

   αi(𝑇) = [1 + 𝑚𝑖 (1 − 𝑇
𝑟𝑖

1

2 )]

2

    αi(𝑇𝑐𝑖) = 1.0 

      mi = 0.37464 + 1.54226𝑤𝑖 − 0.26992𝑤𝑖
2 

 

bi = 𝑓𝑐𝑛(𝑇𝑐𝑖 , 𝑃𝑐𝑖) 

   bi = 0.07780
𝑅𝑇𝑐𝑖

𝑃𝑐𝑖
 

 

높은 환산온도(Reduced Temperature, >5)에서 Peng-Robinson의 αi(T) 는 비

현실적인 값을 도출한다. 이것은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분자 간의 인력은 

사라지고, α는 점진적으로 0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Boston과 

Mathias는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대안 함수를 유도하였다.  

즉, 온도가 임계온도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인 Peng-Robinson αi(𝑇) 가 사용

되고, 임계온도보다 높을 경우 Boston-Mathias Extrapolation이 사용된다. 

 

  αi(𝑇) = [exp[𝑐𝑖(1 − 𝑇𝑟𝑖
𝑑𝑖)]]2   (4.2) 

 

where, 

di = 1 +
𝑚𝑖

2
 

ci = 1 −
1

𝑑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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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열역학 모델식의 일반적인 선정 지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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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열역학 모델식 적절성 검증 

열역학 모델식을 선정한 이후에는, 각 다중 조성 간에 적용된 이성분 매

개변수(Binary Parameter)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설정되어 있는지 Binary 

Parameter Pair Table[Table 4-3]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중 주성분

(Main Components) 간의 이성분 매개변수는 전체 공정 모사 결과에 큰 영

향을 주게 되므로 반드시 공정 모사 수행 전 공정 조건과 유사한 실험 자

료를 확보하여 열역학 모델식이 실험 자료를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지 평

가(Evaluation)하여야 한다.  

평가(Evaluation)를 수행하여 정확한 모사가 되지 않을 경우, 이성분 매개변

수 회귀분석(Binary Parameter Regression)을 진행하여 기본 이성분 매개변수

(Default Binary Parameter)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한 이후에도 실험 자료

와의 편차가 높을 경우 열역학 모델식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Deethanizer와 Ethylene Fractionator에서의 주 이성분

(Main Binary Components)간의 PTxy 실험 자료에 대한 평가(Evaluation) 결

과를 나타내었다.  

Deethanizer에서의 주 이성분은 에탄과 프로필렌이며, Ethylene Fractionator

에서는 에틸렌과 에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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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Binary Parameter Pair Table  

 

  

Component  i/j H2 CH4 ETHYLENE NC2 PROPYLEN PROPANE PD MA IC4 ISOBUTEN BUTENE1 13BD NC4 NC5 NC6 BENZENE

WATER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H2 D X X X X X D D D D D D X D X D

CH4 X D X X X X D D X D D D X X X X

ETHYLENE X X D X D D D D D D D D X D D X

NC2 X X X D X X D D X D D D X X X X

ACET D D X D D D D D D D D D D D D D

PROPYLEN X X D X D X D X X X X X D D D D

PROPANE X X D X X D D X X D D D X X X X

PD D D D D D D D D X X X X D D D D

MA D D D D X X D D X X X X D D D D

IC4 D X D X X X X X D D D D X D D D

ISOBUTEN D D D D X D X X D D D D D D D D

BUTENE1 D D D D X D X X D D D X X D D D

13BD D D D D X D X X D D X D X D D D

NC4 X X X X D X D D X D X X D X X D

NC5 D X D X D X D D D D D D X D D X

NC6 X X D X D X D D D D D D X D D X

BENZENE D X X X D X D D D D D D D X X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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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Deethanizer 이성분 매개변수 평가:에탄-프로필렌 

[Table 4-4]에서 볼 수 있듯이, 증류 공정 운전조건을 포함하는 실험 자료

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4. 실험 자료 (Deethanizer) [15] 

No. 
x NC2 

(mol%) 

Temperature 

(℃) 

y NC2 

(mol%) 

Pressure 

(kg/cm2) 

1 5.14% 10.00 14.12% 9.09 

2 11.77% 10.00 28.60% 10.53 

3 19.30% 10.00 41.20% 12.11 

4 26.00% 10.00 49.70% 13.51 

5 31.60% 10.00 56.30% 14.68 

6 36.80% 10.00 60.90% 15.65 

7 42.50% 10.00 65.70% 17.02 

8 57.30% 10.00 76.80% 20.17 

9 61.50% 10.00 79.80% 21.20 

10 63.80% 10.00 81.03% 21.78 

11 75.60% 10.00 87.73% 24.40 

12 78.40% 10.00 89.10% 25.22 

13 91.01% 10.00 95.69% 28.45 

14 97.36% 10.00 98.72% 30.12 

 

실험 자료가 확보되면 열역학적 일관성 검토(Consistency Test)를 수행하

여, 실제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확인하여야 한다. 활동도 계수 모델

(Activity Coefficient Model)이 적용되는 Herington test (Area Test)나 Van Ness 

Test의 경우, 고압에서 기상의 비 이상성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③ 특히 Area Test의 경우, 수식 내에서 압력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반

영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된 압력 실험 자료(Isothermal, T-xy)의 오류가 많

더라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 [16, 17] 

따라서, 고압에 대한 기상 물성 보정을 위해 상태방정식과 활동도 계수 모

델이 동시에 적용된 검토[19] 진행이 필요하며, 현재는 Aspen Plus 내 평가

                                                   

③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TDE(ThermoData Engine)에서는 

압력이 임계 압력(Critical Pressure)의 1/2 보다 높을 경우, Herington test (Area Test)

나 Van Ness Test 계산을 수행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18] 



 

 28 

(Evaluation) 기능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NIST TDE를 통해 개별 계산 수행

이 필요하다.  

에탄-프로필렌 일관성 검토 결과는 [Figure 4-2]와 같으며, 혼합물에서의 

기포점/이슬점(Bubble / Dew Point) 실험 자료와 계산된 값은 열역학적 일관

성(부합성)을 나타내고 있어 실험 자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Figure 4-2. 일관성 검토 결과(EOS Test) : 에탄-프로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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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Evaluation) 수행 결과는 [Figure 4-3]과 같으며, 설정된 열역학 모델

식 및 이성분 매개변수는 실험 자료를 잘 모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3.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 비교(Evaluation) : 에탄-프로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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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thylene Fractionator 이성분 매개변수 평가:에틸렌-에탄 

[Table 4-5], [Table 4-6]에서 볼 수 있듯이, 증류 공정 운전조건을 포함하는 

실험 자료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5. 실험 자료 (1/2) (Ethylene Fractionator) [20] 

No. 
x NC2 

(mol%) 

Temperature 

(℃) 

y NC2 

(mol%) 

Pressure 

(kg/cm2) 

1 0.00% -17.77 0.00% 27.17 

2 3.15% -17.77 2.30% 26.79 

3 11.10% -17.77 8.30% 25.91 

4 35.10% -17.77 27.10% 23.20 

5 36.40% -17.77 29.10% 22.99 

6 57.30% -17.77 47.50% 20.56 

7 66.20% -17.77 56.40% 19.62 

8 82.90% -17.77 75.70% 17.51 

9 90.70% -17.77 85.90% 16.52 

10 96.65% -17.77 95.00% 15.85 

11 100.00% -17.77 100.00% 15.43 

12 0.00% -39.97 0.00% 14.73 

13 4.15% -39.97 2.80% 14.48 

14 8.10% -39.97 5.60% 14.17 

15 20.80% -39.97 14.70% 13.39 

16 37.40% -39.97 27.10% 12.37 

17 59.20% -39.97 46.50% 10.93 

18 80.60% -39.97 69.60% 9.42 

19 86.70% -39.97 78.40% 8.96 

20 96.30% -39.97 93.40% 8.26 

21 100.00% -39.97 100.00%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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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실험 자료 (2/2) (Ethylene Fractionator) [21] 

No. 
x NC2 

(mol%) 

Temperature 

(℃) 

y NC2 

(mol%) 

Pressure 

(kg/cm2) 

1 0.00% -10.00 0.00% 33.00 

2 6.08% -10.00 4.84% 32.08 

3 15.24% -10.00 12.23% 30.85 

4 21.06% -10.00 16.80% 30.07 

5 38.62% -10.00 31.86% 27.71 

6 60.18% -10.00 51.77% 24.76 

7 74.39% -10.00 66.76% 22.76 

8 85.54% -10.00 79.64% 21.16 

9 95.38% -10.00 92.94% 19.69 

10 100.00% -10.00 100.00% 18.95 

 

실험 자료에 대한 일관성 검토 수행은, 에탄-프로필렌과 동일하게 고압

에 대한 기상 물성 보정을 위해 상태방정식과 활동도 계수 모델이 동시에 

적용된 검토 진행이 필요하다.  

에틸렌-에탄 일관성 검토 결과는 [Figure 4-4], [Figure 4-5]와 같으며, 혼합물

에서의 기포점/이슬점 실험 자료와 계산된 값은 열역학적 일관성(부합성)

을 나타내고 있어 실험 자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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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일관성 검토 결과(EOS Test) (1/2) : 에틸렌-에탄 

 

 

Figure 4-5. 일관성 검토 결과(EOS Test) (2/2) : 에틸렌-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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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Evaluation) 수행 결과는 [Figure 4-6]과 같으며, 설정된 열역학 모델

식 및 이성분 매개변수는 실험 자료를 잘 모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6.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 비교(Evaluation) : 에틸렌-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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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 검토 

Deethanizer를 기준으로 증류탑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5.1   운전 조건 설정 

5.1.1   상부 및 하부 생성물 규격 설정 

제품/공정 필요성에 의해 고정되는 제품 규격을 제외한, 분리 목적에 맞

게 임의의 규격을 설정한다. 여기서 설정되는 생성물 규격(Product 

Specification)은 Shortcut Method(DSTWU④)에서의 최소 단수 및 최소 환류

비를 계산하여 운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가능한 엄격(Tight)

하게 설정을 진행한다. 

최종 생성물 규격은 상세 계산(RadFrac⑤) 단계에서 경제성 최적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Deethanizer의 목적은 C2’s(에틸렌/에탄/아세틸렌)과 C3’s(프로필렌/프로

판 등)를 분리 하는 것이다. 상부 생성물 규격의 경우 운전비와 제품가격

의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수적으로 C3’s 10 ppm으로 임의의 값을 설

정하였으며, 하부 생성물 규격에서는 C2’s 조성이 증가할 경우 하부 설비

에서의 배기(Vent) 처리를 통한 C3 제품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능한 

최소화 처리를 위해 C2’s 1 ppm으로 고정하였다.  

 

  

                                                   

④ Aspen Plus에서 Shortcut Method를 계산하기 위한 블록(Block) 이름이다. 

⑤ Aspen Plus에서 Rigorous Method를 계산하기 위한 블록(Block)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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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운전 온도 설정 

일반적으로 저가의 냉각원(냉각수 or 공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 온

도를 결정한다. 하지만, Deethanizer의 경우 상부에서 끓는점(Boiling Point)

이 -104℃인 에틸렌을 응축하는 공정이므로, 저가의 냉각원(Cooling Source) 

적용 시 용기 설계 압력 상승 및 분리 조성의 상대 휘발도 감소에 따른 투

자비가 증가하므로 저온의 냉매를 사용하여야 한다. [Table 5-1] 

또한, 상부 생성물이 Acetylene Converter에서의 촉매 활성 반응 온도 

(60 ℃)를 고려해 기상으로 배출되어야 하므로, 압축기 추가에 의한 투자

비/운전비의 급격한 상승 방지를 위해 Ethylene Fractionator 대비 높은 압력 

설정⑥이 필요하다. 즉, Ethylene Fractionator에서 저온에 의한 고가의 재질 

사용으로, 투자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최저 온도 설

정이 필요하다.  

 

Table 5-1. 공정 온도별 냉각원 적용 지침 [1-3] 

공정 온도 (℃) Cooling Source Remark 

T > 60 Air 
대기 조건에 따라 

조정 필요 40 < T < 60 Cooling Water 

0 < T < 40 Chilling Water 
전체 공정에 따라  

조정 필요 0 < T Refrigerant 

 

높은 온도(High Temperature) 제한은 냉매 온도 상승 시, 운전 압력 증가

에 의한 상대 휘발도 감소로 인한 운전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Low Temperature) 제한은 저온 운전에 의한 고합금강(High 

Alloy Steel) 선정으로 투자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⑦ 

[Table 5-2]   

                                                   

⑥ 장치 및 배관에서의 압력 강하와 조절 밸브의 운전 유동성을 고려 
⑦ Carbon Steel 대비 Austenitic Stainless Steel 적용시, 일반적으로 투자비는 약 3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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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재질별 사용 가능 온도 (ASTM Plate 기준) 

Material 
사용 온도 범위 

(℃) 

Silicon(or Aluminium) Killed Carbon Steel (A516) -46~427 

Austenitic Stainless Steel (18Cr-8Ni, A240) -254~816 

 

증류탑 전/후단 공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온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Deethanizer의 전단에서 공급되는 압력보다 낮아야 하며(P < 20 kg/cm2G), 

후단 공정인 Ethylene Fraction보다 높은 압력(P > 15.7 kg/cm2G)을 유지하여

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는 -28 ℃의 프로필렌 냉매 압축기 2단 

냉매이므로 응축기에서의 온도 접근(Temperature Approach) 3 ℃를 반영하

여 상부 용기(Overhead Receiver)의 운전 온도는 -25 ℃로 결정된다.  

 

Figure 5-1. 증기압 곡선 : 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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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운전 압력 설정 

증류탑 운전 압력은 상부 용기(Overhead Receiver) 운전 온도가 결정되면, 

[Figure 5-1]에서와 같은 상부 생성물 증기압(Vapor Pressure)에 의해 자동으

로 결정된다. 응축기 압력 강하(Pressure Drop), 증류탑 압력 강하는 일반적

인 설계 지침을 따른다. 

 

Table 5-3. 증류탑 운전 압력 설정 (Deethanizer) 

Relation Description Unit Value 

Set 상부 용기(Overhead receiver) kg/cm2G 19.5 

+ 
응축기 압력 강하(Condenser 

Pressure Drop) 
kg/cm2 0.6 

= 증류탑 상부 압력(Top pressure) kg/cm2G 20.1 

+ 증류탑 압력 강하(Pressure Drop)  kg/cm2 0.7 

= 증류탑 하부 압력(Bottom pressure) kg/cm2G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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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hortcut Method 계산 수행  

일반적인 증류탑 최적화 절차에 따라, Shortcut Method를 통해 최소 단수, 

최소 환류비 및 운전 범위를 계산하고, 결과의 신뢰성 및 불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5.2.1   최적 단수 설정 기준 (초기치) 

주성분(Main Components)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단수 및 최소 

환류비를 확인하여 Rigorous Method 계산 시 초기치 설정에 활용한다.  

일반적인 지침(General Guide) [1, 4, 5]은 식 (5.1), (5.2)와 같으며, 2개의 경험 

법칙 중 높은 단수를 선정한다.  

 

  단수 = 최소 단수 × 2  (5.1) 

 

  환류비 = 최소 환류비 × 1.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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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주성분 및 규격 설정 

혼합물 조건에서의 K(휘발도) 계산을 위해, 기 설정된 운전 압력에서 간

단한 증류탑 공정 모사를 통해 조성 간의 휘발도는 확인이 가능하다.  

[Table 5-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벼운 주성분(Light Key Component)은 

에탄이며, 무거운 주성분(Heavy Key Component)은 프로필렌이다.  

 

Table 5-4. 조성별 끓는점 및 휘발도 (Deethanizer) 

Component name Boiling Point (℃) K Value 

ETHYLENE -103.74 1.992 

ETHANE -88.6 1.504 

ACETYLENE -83.95 1.676 

PROPYLENE -47.7 0.642 

PROPANE -42.04 0.581 

PROPADIENE -34.5 0.515 

METHYL-ACETYLENE -23.21 0.501 

 

Aspen Plus에서의 DSTWU 설정을 위해서는, [Table 5-5]와 같은 생성물 규

격에 따른 공급 흐름에서 상부로 회수되는 주성분(Key Component)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Shortcut Method 결과, 최소 단수는 27단(Net 25단), 최소 환류비는 0.698이 

계산되었다. Rigorous Method의 초기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증류탑 단수

에 따른 환류비에 대한 개념 분석(Conceptual Case Study)을 수행하여 식 

(5.2)에서의 증류탑 단수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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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Shortcut Method 규격 설정 (Deethanizer) 

Description OVHD BTM 

Total Flow Rate (kmol/hr) 3,652  1,249  

Specification 
  

   Components C3's C2's 

   Mole Fraction 1.00E-05 1.00E-06 

Key Comp' Flow Rate (kmol/hr) 0.03652  0.00125  
 

Ethane Propylene 

Feed Flow Rate (mol/hr) 595.236 863.957 

Recovery in Distillate 
  

   Flow Rate (mol/hr) 595.235  0.037  

   Mole Fraction 0.999998  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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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개념 분석 

상세 계산에 적용할 초기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Shortcut 

Method를 통해 대략적인 운전 범위를 확인하고 식 (5.2)에서의 증류탑 단

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Shortcut Method에서는 다중 공급 흐름(Multi-Feed Streams), 부분 기/액 생성

물(Partial Vapor/Liquid Product)의 복잡한 구성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Deethanizer와 같은 복잡한 증류탑의 경우에는 단지 운전 범위 확인 목적으

로만 활용할 수 있다. 

추가로 Shortcut Method에서의 개념 분석(Conceptual Case Study) 결과를 

Rigorous Method 결과와 비교하여 신뢰성 및 계산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계산 결과는 [Figure 5-2]와 같으며, 식 (5.2)에서 60단의 증류탑 단수가 

계산되었으며, 식 (5.1) 대비 증류탑 단수가 높아 Rigorous Method의 초기치

로 60단을 적용한다. 

 

  



 

 42 

 

 

 

Figure 5-2.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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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Shortcut Method 개념 분석 필요성 검토 

Rigorous Method 계산 결과는 최적화 검토 이후 도출할 수 있으나,  

내용 전개의 일관성을 위해 금번 단락에 내용을 포함하였다. 

 

Rigorous Method에서의 환류비 감소 폭이 더 높으며, 전반적으로 Shortcut 

Method에서 환류비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응축기/리보일러에서의 소

요 열량(Heat Duty)은 더 낮은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Shortcut 

Method에서는 환류비가 감소함에도 응축기 소요 열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계산 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Shortcut Method 계산 결과 중 최소 단수 만을 활용하여, Rigorous Method 계

산 진행을 위한 증류탑 단수의 초기치 산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 (5.2)를 초기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를 

Gilliland Correlation 방법을 통해 개념 분석(Conceptual Case Study) 진행하여

야 하나, 계산 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분석 작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최적화 절차 반영 사항을 정리하면, Shortcut Method에서 개념 분석

(Conceptual Case Study) 절차를 배제하고, 최소 환류비 결과를 미반영하여 

Rigorous Method에서의 증류탑 단수 초기치는 식 (5.1)로만 결정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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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생성물 규격(C3’s, ppm)에 따른 환류비 

 

(b) 상부 생성물 규격(C3’s, ppm)에 따른 응축기/리보일러 소요 열량 

Figure 5-3. Shortcut과 Rigorous Method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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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5.3.1   공급 단수 최적화  

개별 공급 단수에 따른 환류비를 민감도(Sensitivity) 분석 진행하여, 최소 

환류비에서의 단수를 기준으로 공급단수비율 식 (5.3)을 도출한 후 생성물 

규격 및 증류탑 단수 최적화 분석 시 공급 단수 설정에 활용한다. 공급 단

수 최적화 분석 진행 시, 증류탑 단수 설정의 초기치는 Shortcut Method 분

석에서 도출된 60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급단수비율(Feed Ratio) = 
공급 단수

증류탑 단수
  (5.3) 

 

계산 결과는 [Figure 5-4]와 같다. Demethanizer 하부 생성물에서의 공급 

흐름 중 액상 흐름(-24 ℃)은 16단에서, 2상 흐름(3.6 ℃)은 28단에서 최소 

환류비를 보인다. 또한, GreenOil Absorber에서 재순환되는 공급 흐름은 2단

에서 최소 환류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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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ethanizer 하부 생성물 (액상, -24 ℃) 

 

(b) Demethanizer 하부 생성물 (2상, 3.6 ℃) 

 

(c) GreenOil Absorber 

Figure 5-4.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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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증류탑 구성이 다중 공급 흐름(Multi-Feed Stream) 이더라도, 

개별 공급 단수(Feed Stage) 분석⑧만 진행하고, 공급 흐름 간의 영향을 고

려한 동시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다중 공급 흐름 모두를 동시에 변화시켜, 단일 공급 흐름 최적화 

결과와 동일한지 비교하여 다중 공급 흐름(Multi-Feed Stream) 동시 최적화 

검토의 필요성에 관해 확인 하였다.  

 

각 공급 흐름을 동시에 변수로 설정하게 되면 계산의 경우의 수가 과도

하게 많아져 컴퓨터 부하 및 계산 시간의 증가로 진행이 불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Deethanizer의 경우, 3개의 공급 흐름, 증류탑 단수 58단(Net, 응

축기/리보일러 단수 제외)에서 58 × 58 × 58 = 195,000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개별 공급 단수 분석을 통해 기준값을 선정한 후, 

일정 범위로 경우의 수를 제한하여 민감도(Sensitivity) 분석을 진행 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공급 단수 분석과 다중 공급 흐름

(Multi-Feed Stream) 동시 최적화 결과의 편차를 확인하여 적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계산 결과는 [Table 5-6]와 같으며, 분석 시 경우의 수는 5 × 5 × 4 = 100

가지 였다. 단일 공급 단수 분석 결과 대비, Demethanizer 하부 생성물에서

의 공급 흐름 중 2상 흐름의 최적 공급 단수가 28단에서 27단으로 변경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급 흐름 간 서로의 영향성으로 다중 공급 

흐름의 동시 최적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영향성의 크기는 높지 

않으므로 적정 범위는 현재 분석 시 적용된 단일 공급 최적화 결과에서 하

한(Low Limit)은 -2, 상한(High Limit)은 +2 로 설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단일 공급 최적화 대비 다중 공급 흐름 동시 최적화의 반복 작

업 횟수가 2회 줄어들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검토 측면에서도 동시 최적

화 진행이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⑧ 다른 공급 흐름(Feed Streams) 단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변수 1개만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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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다중 공급 흐름 동시 최적화 결과 (Deethanizer) 

Description Range 

From Demethanizer BTM (Full Liquid, -24 ℃)  14 ~ 18 

From Demethanizer BTM (2 Phase, 3.6 ℃)  26 ~ 30 

From GreenOil Absorber  2 ~ 5 

(a) 공급 단수 분석 범위 설정 

 

From 

Demethanizer  

(Full Liquid) 

From 

Demethanizer 

(2 Phase) 

From GreenOil 

Absorber 
Reflux Ratio 

16 27 2 0.591456 

16 27 3 0.591504 

16 28 2 0.59152 

16 27 4 0.591531 

16 28 3 0.591575 

16 27 5 0.591579 

16 28 4 0.591596 

16 28 5 0.591634 

(b)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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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생성물 규격 최적화 (Option) 

생성물 규격(Product Specification) 최적화는 상부/하부 생성물 모두가 제

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규격에 의해 운전 변수가 고정되므로, 분석 

진행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부나 하부 생성물 중 1개의 규격은 제품 혹은 공정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생성물의 경우 경제성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공급 단수 최적화 분석과 동일하게, 증류탑 단수 설정의 초기치는 

Shortcut Method 분석에서 도출된 60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Deethanizer의 상부 생성물은 고정된 제품 규격이 없기 때문에 운전 비용

과 제품 손실⑨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변수로써 설정된다. 

하부 생성물은 C2’s(에탄/에틸렌) 조성 증가 시 하부 설비에서의 배기량

(Vent) 증가로 인해 C3 성분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최소값인 C2’s 1 ppm으

로 고정된다. 

 

경제성 분석 시 적용단가는 [Table 5-7]과 같으며, 계산 결과는  

[Figure 5-5]와 같다. 증류탑 단수 60단 기준, 상부 생성물은 C3’s 농도 262 

ppm에서 에너지 및 제품 손실 비용이 최소화된다. 

 

  

                                                   

⑨ 프로필렌 성분이 에탄 내 포함되어 재순환을 통한 처리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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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 (Deethanizer) 

Description Value 

스팀 열량가 (원/MMkcal)⑩ 85,115  

냉매 단가 (원/MMkcal)⑪ 44,907  

프로필렌 단가(원/MT)⑫ 994,000  

프로필렌 열량가 (원/MT)⑬ 745,045  

  

                                                   

⑩ B-C유 기준 80% 효율 적용 (18년 평균단가) 
⑪ 프로필렌 냉매 압축기 2단 축일 인자(Shaft Work Factor) 490 kW/MMkcal,  

전력단가 91.6 원/kW 적용 
⑫ 2017년~2019년 평균단가, 환율 1,000 원/$ 적용 
⑬ 프로필렌 LHV (Low Heating Value) 10.9 MMkcal/MT, B-C유 열량 단가  

(18년 평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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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생성물(C3’s, mole fraction)에 따른 응축기/리보일러 소요 열량 및 

상부 생성물 유량⑭ 

 

 

(b) 상부 생성물(C3’s, mole fraction)에 따른 유틸리티/제품손실비용 

Figure 5-5. 생성물 규격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Deethanizer) 

 

  

                                                   

⑭ 목적 변수의 기준을 선정 한 후, 변수 변화에 따른 목적 변수의 편차를 분석 진

행하였으며,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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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n Plus 내 Optimization⑮ 기능을 활용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형식 및 

계산 로직(Logic)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민감도(Sensitivity) 분석을 위한 각 

변수 설정 및 최적 생성물 규격(Product Specification) 분석을 위한 수동 계

산(Excel 작업)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허용값(Tolerance)을 엄격

(Tight)하게 설정하여 도출값의 신뢰성 향상, 민감도(Sensitivity) 분석 진행 

시 반복 계산의 수를 최소화 함으로써 컴퓨터 부하 감소 및 분석 소요 인

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 진행은 최적화 절차 분석 이후 진행되었으나, 내용 전개의 일관성 

관계로 금번 단락에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민감도(Sensitivity) 분석 

시 적용된 증류탑 단수는 60단 이나, 여기서는 72단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

행되었다. 

목적 함수는 식 (5.4)로 매출액(원/hr)을 나타내며, 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생성물 규격의 최적값이 된다. Optimization의 조작 변수는 상부 생성물 내 

C3’s의 함량(mole fraction)이다.  

 

  
TOPC3*745+BTMC3*994-(QREB*85115.1-

QCOND*44907.5 
 (5.4) 

 

where,  

TOPC3 : 상부 생성물 중 프로필렌 유량 (kg/hr) 

BTMC3 : 하부 생성물 중 프로필렌 유량 (kg/hr) 

QREB : 리보일러 소요 열량 (MMkcal/hr) 

QCOND : 응축기 소요 열량 (MMkcal/hr) 

745 : 프로필렌 연료 판매가 (원/kg) 

994 : 프로필렌 제품 판매가 (원/kg) 

                                                   

⑮ Optimization 블록은 MINLP(Mixed-Integer NonLinear Programming)을 지원하지 않

기 때문에 증류탑 단수, 공급 단수 최적화 등 정수 변수가 적용될 경우에는 활용

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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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5.1 : 스팀 단가 (원/MMkcal) 

44907.5 : 냉매 단가 (원/MMkcal) 

 

계산 결과는 [Figure 5-6]과 같으며, 최적 상부 생성물 규격은 140 ppm이 

계산되었다. 적용된 공급 단수 및 증류탑 단수가 민감도(Sensitivity) 분석 

기준과 상이하여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단적으로 증류탑 단수 

및 공급 단수 변경 시 최적 생성물 규격은 재계산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Figure 5-6. 상부 생성물 규격(ppm)에 따른 목적 함수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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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증류탑 단수 최적화  

증류탑 단수 변화에 따른 환류비나 응축기/리보일러 소요 열량 분석을 

진행하여 에너지 비용 관점에서 증류탑 단수를 최적화하였다. 나머지 증류

탑 설계 변수는 공급 단수 및 생성물 규격 최적화 분석 결과를 적용하였

다.  

 

계산 결과는 [Figure 5-7]과 같다. 환류비 및 에너지 비용은 증류탑 단수 

50단 이후에는 단수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담

당하는 공정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50단 이후 어떠한 단수를 선

택하더라도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에너지와 반대되는 목적 변수 없이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설계의 품질은 담당 엔지니어의 지식이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Figure 5-7.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에너지 및 환류비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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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투자비 분석 및 증류탑 단수 설계 기준 검토 

본 연구보고서에는 APEA(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s)를 활용한

Model Based Estimation을 적용하여 Factor Based Estimation 대비 투자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APEA 활용 절차를 최적화하여 투자비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반복 계산 수행 시, 분석 부하를 고려할 경우 증류탑 단수 최적화 단계

마다 투자비 분석 수행이 불가하므로, 증류탑 단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

수를 정의하여 설계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또

한, 설계 변수에 대한 범위를 검증하여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할 경우 투자

비 검토를 배제하더라도 최적화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을 찾고

자 다양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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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APEA를 활용한 투자비 분석 

APEA V10.0을 사용하여 분석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내 투자비 산출 

연도 기준은 2016년도이므로, 에너지 단가 기준과 일관된 가격 기준을 적

용하기 위해 화학공장 비용추산(Chemical Plant Cost Estimation)에 주로 이용

되는 CEPCI (Chemical Engineering Plant Cost Index)를 사용하여 기간에 따른 

투자비 상승16을 보정하였다.  

 

 

Figure 5-8. CEPCI (Chemical Engineering Plant Cost Index) [22] 

  

                                                   

16 CEPCI는 2016년에 541.7, 2018년에 603.1이므로 비례식으로 산출된 1.113 

(= 603.1 / 541.7) 인자(Factor)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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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A 활용 절차 검토를 통해, 증류탑 단수에 따른 투자비 산출 방법을 

최적화하여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였다.  

 

① Case 1 : APEA 단독 사용 검토 

APEA 내에서 증류탑 단수 등을 직접 변경할 수 있으나, 설비 크기 산정

을 위해서는 아래의 최소 입력값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탑(Towers) : 단별 온도, 압력, 유량, 단수, 입구 흐름, 출구 흐름 

열교환기 : 입구와 출구 공정 흐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내용이 많아, 소요 인력의 증가 및 인적 오류

(Human Error)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류탑 단수 최적화 시에는 비효율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Case 2 : Aspen Plus & APEA 자동 연동 계산 방법 검토  

Aspen Plus 내 민감도(Sensitivity) 블록을 활용하여 증류탑 단수에 따른 

반복 계산을 APEA 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현 프로그램으로는 불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③ Case 3 : Aspen Plus & APEA 수동 연동 계산 방법 검토 

  APEA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저장/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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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Aspen Plus & APEA 수동 연동 계산 방법 

 

Case 3 (a) [Figure 5-9 (a)] : Column 단수별 APEA 개별 시나리오 저장 

Aspen Plus Run 진행 시 자동으로 경제성(Economic) 분석을 진행하는 

“Auto-Evaluation” 기능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17 반복적인 Economics Active 

기능을 On/Off 수행하여야 한다. 

 

Case 3 (b) [Figure 5-9 (b)] : Column 단수별 Excel 파일만 저장 

APEA 개별 시나리오 저장을 위해 Economics Active를 Off 하지 않을 경

우, “Auto-Evaluation” 기능이 On 되어 있더라도 이전에 개별 설비에 설정된 

내용이 재설정 되지 않으므로 Case3 (a) 대비 단순 반복 작업을 2단계 줄일 

                                                   

17 Economics Active On 진행 시, Auto-Evaluation이 설정되어 있으면 Process 

Mapping이 자동으로 기본 설정치(Default)로 진행되어, 이전 장치 설계 시 설정된 

내용(재질 변경, 설비 대수 설정 등)이 모두 재설정(Reset)된다.  

  
Economics Active Off

Scenario      

Column       

Aspen Plus Run

     Utility        

Economics Active On

        /    Excel   

Aspen Plus Save

  APEA New Scenario   

 Economics Active On

  Auto-Evaluation On

Column       

Aspen Plus Run

Economics Analysis    Excel   

(a) APEA 개별 시나리오 저장  (b) Excel 파일 추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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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단계의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증류탑 단수별 투자비 산출과 같

은 많은 사례 연구(Case Study)가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 인력 및 인적 오류

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 프로그램 기준 증류탑 단수 별 투자비 산출을 위한 APEA 최적 

절차는 Case3 (b)가 추천되어 진다.  

 

APEA 상세 설정 내용은 [Table 5-8]과 같다.  

Table 5-8. APEA 설정 (Deethanizer) 

Description Set Value 

Template US Metric18 

Overall Tray Efficiency 80%19 

Column Tray Type Valve Tray 

Reflux Pump 2기 반영20 

Material Carbon Steel 

 

투자비 분석 기준은 APEA 에서 도출된 투자비 산출 결과에서 전체 직

접 비용21(Total Direct Cost)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 비용22(Indirect Cost)은 

프로젝트별 편차가 높기 때문에 산출된 투자비 결과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전체 직접 비용이 설비 투자(Fixed Capital Investment)의 65~85%를 차지하

고, 투자비에 대한 사례 연구(Case Study)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분

석 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투자비의 연간 비용(Annual Cost) 환산 기간은, 일반적인 투자 회수 기간

(Payback Period)의 투자 적절성 판단 기준인 3년을 적용하였다.  

경제성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투

자 수익률(Rate of Return on Investment)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제시되고 있

                                                   

18 일반적인 투자비와 운전비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위한 목적이므로, 기본 견본

(Template)을 적용하였다. 

19 실제 공장 운전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된 값이다. 
20 1 운전(Operation), 1 대기(Stand-by) 반영 
21 장치비, 설치비, 계기비, 배관비, 전기비 등 

22 기술비(Engineering), 감독비(Supervision), 예비비(Contingenc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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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때의 연간 비용 환산 기준은 장치 수명(Equipment Life Cycle)을 적

용하고 있다. 즉, 고정자본 비용(Fixed Capital Cost)에서 잔존가치(Salvage 

Value)를 제외한 비용을 장치 수명(Economic Life Cycle) 기간 동안 감가상

각하여 현금흐름(Cash Flow)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본 연구에 적용할 

경우 경제성 분석 변수의 많은 가정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23 분석 결

과에 대한 신뢰도의 편차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분석의 결과가 초기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프로젝트에도 모두 적용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투자 회수 기간(Payback 

Period) 방법을 적용하였다 

  

                                                   

23 예를 들어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일반적으로 정액법(Straight Line Depreciation 

Method) 대비 정률법(Double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Method)이 높은 경제성

을 보임.[8]), 적용 지역별 세율(Tax Rate), 프로젝트별 필요 부대시설(Auxiliary 

Facilities), 예비비(Contingency), 계약비(Contract Fee), 미래 판매에 대한 예측, 원료/

제품 가격 변동, 건축 일정 등에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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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A 계산 결과는 [Figure 5-10]과 같다.  

[Figure 5-10]의 (a)(b)(c)로부터 최소 단수에서 증류탑 단수가 증가하더라

도, 최적 단수까지는 연간 투자비는 도리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증류탑 단수가 증가하면 증류탑 용기가 길어지지만, 환류비의 감소로 

용기 직경 및 응축기/리보일러 전열 면적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증류탑 

길이의 증가 영향보다, 증류탑 직경(Diameter) 및 열교환기 전열 면적

(Surface Area)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투자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증류탑 단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환류비의 감소 경향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열교환기의 비용 감소 폭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환류비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정 증류탑 단수 이상에서는, 증

류탑 길이는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지만 증류탑 직격 및 열교환기 전열 면

적 감소 폭은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이때 투자비는 최소점에 도달한 이

후, 증류탑 길이 상승 영향으로 투자비의 지속적인 상승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5-10]의 (d)를 보면 전체 비용에서 응축기가 차지하는 투자비 비

율이 높다. 이는 열교환기에서의 온도 접근(Temperature Approach)을 초기 

3 ℃로 설정하였으나, 냉동 압축기 시스템에서 Deethanizer 응축기 소요 열

량에 해당하는 투자비 부분만 개별 추출하여 반영하기 어려워 보수적인 

접근으로 온도 접근(Temperature Approach)을 2 ℃ 반영하여 투자비 산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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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탑 단수에 따른 증류탑 직경 및 길이 (m) (b) 증류탑 단수에 따른 응축기/리보일러 전열 면적 (m2) 

  

(c) 증류탑 단수에 따른 설비별 투자 비용 (USD) (d) 증류탑 단수에 따른 설비별 투자비 비율 (%) 

Figure 5-10. APEA 계산 결과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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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증류탑 단수 최적화 설계 변수 및 기준 검토 

[Figure 5-11]의 (a)(b)(c)를 보면 에너지 비용이 연간 총비용(Total Annual 

Cost)의 대부분인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총비용 변화가 음수의 

범위 내에서 0에 가장 근접한 단수가 연간 총비용의 최소점이며, 이때의 

단수가 최적 단수가 된다. 따라서, Deethanizer에서의 최적 단수는 70단이 

계산되었다.  

 

[Figure 5-11]의 (d)에서 증류탑 단수 증가 시 일관된 감소 경향을 가지고 

있는 환류비의 허용값(Tolerance)을 최적화 설계 변수로 정의하고자 하며, 

최적 증류탑 단수 산정을 위한 변수 범위를 다양한 사례 연구(Case Study)

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Reflux Ratio Tolerance = 
(𝑅(𝑛+𝛼)− 𝑅𝑛)

𝑅(𝑛+𝛼)× 𝛼
 (5.5) 

 

where, 

R(n+α) : n+α단에서의 환류비 

Rn : n 단에서의 환류비 

α : 증류탑 단수 증가폭 (정수) 

 

증류탑 최적 단수(70단)에서의 환류비 허용값(Reflux Ratio Tolerance)은 

0.2% (Fraction 0.002)이며, 이를 다른 증류탑 적용 검증 시 설계 변수의 초

기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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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연간 총비용에서의 에너지/투자비 비율 (%) (b) 증류탑 단수에 다른 에너지/투자비/연간 총비용 (MM USD/년) 

  

(c)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연간 총비용 변화 편차 (MM USD/단수) (d) 증류탑 단수에 따른 응축기/리보일러 소요 열량 및 환류비 변화 (%/단수) 

Figure 5-11. 연간 총비용 분석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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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n Plus내 NQ Curve24는 목적 함수에 대한 허용값(Tolerance)을 설정하

면, 그 값에 일치하는 증류탑 단수 및 최적 공급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민감도(Sensitivity) 분석을 위한 각 변수 설정 

및 수동 계산(Excel 작업)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소요 인력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NQ Curves 기능을 사용하면서 발견한 결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

았다.  

① 공급 단수 최적화의 경우, 단일 공급 흐름에 대한 최적화만을 지원

하며, 다중 공급 흐름 적용 시 나머지 공급단에 대해 상대적인 위

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 반영하고 있다. 즉, 나머지 공급단의 설

정에 따라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설정에 대한 엔

지니어의 검토가 요구된다. 

② NQ-Curve 에서 분석 진행하는 증류탑 단수의 최대값은 Rigorous 

Method(RadFrac Block)에서 설정된 증류탑 단수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으므로, Rigorous Method의 증류탑 단수를 최대한 높게 설정한 

후 계산 진행이 필요하다.  

③ 공급단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 설정(NQ-Fopt-Meth)을 Hybrid 

(Default)에서 Case Study로 변경 설정이 요구된다.  

Hybrid는 1st 계산 시 에만 QP Search를 적용하며, 나머지 반복 계산

에서는 Case Study 적용하는 것인데, QP Search의 경우 계산 범위 내

에서 결과(Solution)를 얻지 못하더라도 잘못된 계산 결과를 경고

(Warning) 없이 결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24 RadFrac 블록 내부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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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 Curve의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는 환류비(Reflux Ratio)로, 허용

값(Objective Tolerance25, NQ-Tolobj)은 0.2%(Default : 1%)로 설정하였다.  

 

계산 결과는 [Figure 5-12]와 같다. 환류비 허용값 0.2% 내에 수렴하는 증

류탑 단수는 71단(응축기/리보일러 포함)으로 민감도(Sensitivity) 분석 결과

와 1단의 편차는 있으나,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다. 만약, NQ Curve의 기본 

허용값 (Default Objective Tolerance, 1%)를 적용하였을 경우 60단 이하로 계

산될 것이며, 총괄 단 효율(Overall Tray Efficiency)을 고려할 경우 최적 증

류탑 단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Figure 5-12. NQ Curve 계산 결과 (Deethanizer) 

  

                                                   

25 공급 단수 최적화에 대한 허용값은 이 값의 1/10이 자동 연계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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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최소 단수 대비 실제 단수 인자 검증  

실제 적용 단수 인자(Factor)는 2.72로 계산되었으며, Shortcut Method로 

계산된 최소 단수에서 2.5~3 사이의 인자를 Rigorous Method의 초기치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타 증류탑에서도 최소 단수의 

적정 인자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이다. 

Shortcut Method에서 계산된 최소 환류비 계산 결과는, 최적 증류탑 단수

에서 Rigorous Method에 의해 계산된 결과보다 높으므로 계산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Table 5-9. 최소 단수 대비 실제 단수 인자 

Description Value 

Minimum Number of Stage 27 

   Condenser + Reboiler 단수 배제 25 

Minimum Reflux Ratio  0.7 

실제 적용 단수 70 

   Condenser + Reboiler 단수 배제 68 

실제 적용 Reflux Ratio 0.577 

실제 적용 단수 Factor 2.72 

실제 적용 Reflux Ratio Factor 0.824 

 

  



 

 68 

5.4.4   투자비 분석의 필요성 검토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와 허용값 변화는 [Figure 5-13]과 같다. 최소 

단수에서 증류탑 단수가 증가하면서 환류비는 급격히 감소한 후, 50단 이

상에서는 그 감소 폭이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투자비 분석에 의한 환

류비 설정의 기준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류비

가 일정 부분 줄어든 시점에서의 최소 증류탑 단수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단순히 환류비가 급격히 줄어든 시점에서는 증류탑 단수가 증가하

면 전체 투자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공정 엔지니어들의 일반적인 관념에 

기인하는 것이며, 응축기/리보일러에 대한 투자비 감소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Figure 5-13. 증류탑 단수에 따른 환류비 및 허용값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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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thanizer의 경우, 이론단수 기준 50단과 70단(최적단수) 설정에 의한 

운전 비용 차이는 [Table 5-10]에서 볼 수 있듯이 연간 14억 이상이 발생한

다.26 따라서, 매번 반복 계산 시 마다 투자비 산출은 어려움이 있으나, 2회

의 반복 계산 진행 후 최적 공급단 및 생성물 규격이 수렴 오차 범위에 들

어오게 되면 최소 1번의 투자비 분석에 의한 최적 환류비 수렴 기준을 확

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5-10.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연간 운전비 변화 (Deethanizer) 

Column 단수 

Heat Duty 운전비 27 

Rebiler 

(MMkcal/hr) 

Condenser 

(MMkcal/hr) 
천원/hr 억원/년 

50단(48단) 9.689 5.964   

70단(68단) 8.392 4.667   

차이 -1.297 -1.297 -168.6 -14.5 

  

                                                   

26 총괄 단 효율을 고려할 경우, 실제 단수 차이는 25단이다. 

27 생성물 규격 최적화 검토 시와 동일한 유틸리티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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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투자비 변화에 대한 증류탑 최적 단수 영향 검토 

증류탑 최적 단수 설정의 기준은 투자비와 운전비를 Trade-Off 하여, 연

간 총비용의 최소점을 찾는 것이다.  

설비의 재질(Material)이 C.S(Carbon Steel) 에서 S.S(Stainless Steel)로 변경되

어, 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Figure 5-14]에서 보면 투자비는 C.S 대비 S.S 적용 시 평균적으로 2배 

수준의 증가가 발생하나, 투자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은 60단으로 동일하다.  

연간 총비용에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C.S 12% 에서 S.S 23% 수준으

로 11% 증가하게 되어, 투자비에 대한 영향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비가 최소화(60단)된 이후 증류탑 단수 증가에 의한 투자비 

증가 폭은 높지 않으며, 여전히 운전비에 대한 영향이 8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적화 단수는 C.S 적용과 동일하게 70단이 계산

된다. 즉, 환류비 허용값(Reflux Ratio Tolerance)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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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탑 단수에 따른 Carbon Steel / Stainless Steel 투자비 

 

 

(b)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에너지/투자비/연간 총비용 (Stainless Steel 기준) 

Figure 5-14. 재질 변화에 따른 투자비 변화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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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운전비 변화에 대한 증류탑 최적 단수 영향 검토 

에너지 단가를 현 기준 대비 120% 적용하더라도, 연간 총비용에서 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90%로 상승하나, 연간 총비용이 최소화되

는 최적 단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5-15. 에너지 단가 120% 적용, 연간 총비용 변화 (Deeth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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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반복 계산 수행 필요 여부 검토 

5.5.1   설계 변수와 최적화 변수 간의 연관 관계 

순차적인 최적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계 변수들은 서로 간의 목적 함

수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타 설계 변수 변경에 의한 목적 함수의 변경이 

최적 설계 변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복 계산의 필

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Figure 5-16. 설계 변수와 목적 함수 간의 상호 연관도 

  

Feed   

   Specifica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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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일반적으로 증류탑 단수 변경 시, 최적 공급 단수는 증류탑 단수 변화와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거나, 공급 조성과 상부/하부 생성물 조성이 

변화하지 않으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3, 24]  

 

초기에 설정된 최적 공급단수비율(Feed Ratio)을 Column 단수 변경 시 

동일하게 유지하였을 경우와, 최적 공급단수비율을 재계산하여 

적용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증류탑 단수 변경 시의 공급단수비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증류탑 단수 변경 시 공급단수비율의 

재계산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Table 5-11]에서 볼 수 있듯이, 증류탑 단수 변화에 따라 최적 공급단수

비율도 동시에 변화된다. 따라서, 증류탑 단수 변경 시 최적 공급단수비율

도 재계산 되어야 한다.  

Deethanizer에서 최적 공급단수비율을 재계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0.3 억원의 추가 운전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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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Column 

단수 

Reboiler/ 

Condenser 

제외 

Feed 

Stage 
이론단수 Ratio 

Simulation 

설정 

60 58 

① 15 0.259 16 

② 26 0.448 27 

③ 1 0.017 2 

72 70 

① 18.10  20 

② 31.38  33 

③ 1.21  3 

(a) Column 단수 변경(72단)시, 이전 최적 공급단수비율(60단)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을 경우의 공급 단수 계산 

 

From 

Demethanizer 

(Full Liquid, ①) 

From 

Demethanizer  

(2 Phase, ②) 

From GreenOil 

Absorber 

(③) 

Reflux Ratio 

18 36 2 0.575326 

18 36 3 0.575375 

18 36 4 0.575376 

17 36 2 0.575382 

18 36 5 0.575384 

17 36 3 0.575426 

(b) 증류탑 단수 변경시(70단), 최적 공급단수비율 재계산 

 

단수 
Feed 별 Ratio 

① ② ③ 

58 0.259 0.448 0.017 

70 0.243 0.500 0.014 

(c) 최적 공급단수비율 변화 비교 

 

구분 

Heat Duty 운전비 28 

Rebiler 

(MMkcal/hr) 

Condenser 

(MMkcal/hr) 
천원/hr 억원/년 

변경전 (A) 8.404 4.679   

변경후 (B) 8.379 4.654   

차이 (B-A) -0.025 -0.025 -3.23 -0.3 

(d) 운전비 변화 

                                                   

28 생성물 규격 최적화 검토 시와 동일한 유틸리티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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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생성물 규격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증류탑 72단, 상부 생성물 규격 C3’s 230 ppm에서 계산된 최적 공급단수

비율(5.5.2 참조)을 상부 생성물 규격 C3’s 10 ppm으로 변경 시에도 동일하

게 유지하였을 경우와, 재계산 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생성

물 규격 변경 시 공급단수비율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공급단수비율의 

재계산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Table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생성물 규격 변화에 따라 최적 공급단수

비율도 동시에 변화된다. 따라서, 생성물 규격 변경 시 최적 공급단수비율

도 재계산 되어야 한다.  

Deethanizer에서 최적 공급단수비율을 재계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11 억원의 추가 운전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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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2. 생성물 규격 변경에 따른 최적 공급단수비율 영향 

 Column 단수 Product Specification (ppm) 

변경 전 72 230 

변경 후 72 10 

(a) 검토 기준 

 

From 

Demethanizer 

(Full Liquid) 

From 

Demethanizer (2 

Phase) 

From GreenOil 

Absorber 
Reflux Ratio 

22 35 5 0.610 

22 34 5 0.613 

22 35 4 0.615 

22 33 5 0.615 

22 34 4 0.617 

22 32 5 0.619 

22 33 4 0.620 

(b) 생성물 규격 변경시 (10 ppm), 최적 공급단수비율 재계산 

 

Product Specification 

(ppm) 

Feed 별 Ratio 

① ② ③ 

230 0.243 0.500 0.014 

10 0.300 0.486 0.057 

(c) 최적 공급단수비율 변화 비교 

 

Description 

Heat Duty 운전비 29 

Rebiler 

(MMkcal/hr) 

Condenser 

(MMkcal/hr) 
천원/hr 억원/년 

변경전 (A) 9.608 5.886   

변경후 (B) 8.652 4.930   

차이 (B-A) -0.956 -0.956 -124.35 -10.7 

(d) 운전비 변화 

(증류탑 단수 72단, 생성물 규격 10 ppm, 공급단수비율만 변화) 

 

  

                                                   

29 생성물 규격 최적화 검토시와 동일한 유틸리티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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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생성물 규격 영향 

이전 증류탑 단수에서 계산된 최적 생성물 규격을 증류탑 단수 변경 시

에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을 경우와 재계산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증류탑 

단수 변경 시의 생성물 규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증류탑 

단수 변경 시, 생성물 규격의 재계산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Deethanizer를 기준으로 최적화 변수 및 설계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

한 관점에서 수많은 계산/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계산 결과 간의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중 공급 흐름의 경우 공급 흐름 간의 영향으

로 동일한 증류탑 단수 및 생성물 규격에 대한 목적 함수 결과치가 공급 

단수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검토의 일

관성 및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증류탑 단수 변화에 따라 최적 생성물규

격도 동시에 변화된다. 따라서, 증류탑 단수 변경 시 최적 생성물 규격도 

재계산 되어야 한다.  

Deethanizer에서 최적 생성물 규격을 재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0.2 억원의 추가 운전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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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3. 증류탑 단수 변경에 따른 최적 생성물 규격 영향 

Column 단수 최적 Specification (ppm) 

52 209 

70 105 

(a) 증류탑 단수 변화에 따른 최적 생성물 규격 변화 

 

Product Spec' 

(ppm) 

Product Utility 

TOPC3 

(kg/hr) 

BTMC3    

(kg/hr) 

QREB     

(MMkcal/hr) 

QCOND   

(MMkcal/hr) 

209 (A) 32  36,324  8.40  -4.68  

105 (B) 16  36,340  8.42  -4.69  

차이 (B-A) -15.9  15.9  0.02  -0.02  

(b) 공정 변화  

(증류탑 단수 70단, 공급단수비율 고정, 생성물 규격만 변경) 

 

Product Spec' 

(ppm) 

Objective Function 30 

천원/hr 억원/년 

209 (A) 35,205 3020.56 

105 (B) 35,207 3020.73 

차이 (B-A) 1.91 0.17 

(c) 수익성 변화 

  

                                                   

30 생성물 규격 최적화 검토시와 동일한 목적 함수 식 (5.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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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반복 계산 필요 횟수 및 최적화 순서 검증 

지금까지 설정된 절차를 기준으로 반복 계산 필요 횟수, 설계 변수 

최적화 순서에 따른 영향 및 설계 절차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반복 계산 수행을 통해 각 설계 변수의 적정 수렴 범위를 설정하고, 

증류탑 최적화 절차를 확정하였다.   

 

반복 계산을 각 사례 연구(Case Study)별 진행한 결과는 [Table 5-14]과 

같다. 각 사례 연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① 최적화 순서31는 동일하나, 증류탑 단수 초기치가 다른 Case 1과 

2를 비교하여 보면, Case 2의 경우 최적 단수(69단)보다 편차가 

높은 지점(50단)에서 반복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Case 1 대비 

2회의 반복 횟수가 추가된다. 

② 증류탑 단수 초기치는 동일하나, 최적화 순서가 다른 Case 1과 

3을 비교하여 보면, 증류탑 단수 초기치가 동일할 경우, 최적화 

순서를 변경하더라도 반복 횟수에 차이가 없다. 

③ 최적화 순서32는 동일하나, 증류탑 단수 초기치가 다른 Case 3과 

4를 비교하여 보면, Case 4의 경우 초기치가 최적 단수(69단)에서 

편차가 높은 지점(63단)에서 시작하지만, Case 3과 유사한 

반복횟수를 얻는다. 

④ 증류탑 단수 초기치는 동일하나, 최적화 순서가 다른 Case 2와 

5를 비교하여 보면, Case 5의 경우 Case 2와 동일하게 최적 

단수(69단)보다 편차가 높은 지점(50단)에서 반복 계산을 

시작하지만, 반복 횟수는 2회 줄어든다. 즉, 설계 변수 최적화 

순서가 “생성물 규격(Product Spec') - 공급(Feed) 단수 - 증류탑 

                                                   

31 공급 단수(Feed Location) - 생성물 규격(Product Spec’) - 증류탑 단수 

32 생성물 규격(Product Spec’) - 공급 단수(Feed Location) - 증류탑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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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로 진행될 경우, 증류탑 단수 초기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반복 횟수로 수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증류탑 단수 초기치 및 최적화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반복 

횟수 6회 이내에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14. 증류탑 최적화 반복 계산 수행 (Deethanizer) 

Case 1. 

최적화 순서 : 공급 단수 - 생성물 규격 - 증류탑 단수 

증류탑 단수 초기치 : 최소 단수 × 2.75 = 25 × 2.75 = 69단  

 

  

① ② ③

1 Feed Location 10 69

   ① 18

   ② 35

   ③ 2

   Spec' (ppm) 148 0.25 0.49 0.01 69

Column   69 0 0.0% 0.25 0.51 0.01 148

2 Feed Location 148 69

   ① 19 1 1.4%

   ② 36 0 0.0%

   ③ 2 0 0.0%

   Spec' (ppm) 118 26.1% 0.26 0.51 0.01 69

Column   69 0 0.0% 0.26 0.51 0.01 118

3 Feed Location 118 69

   ① 19 0 0.0%

   ② 36 0 0.0%

   ③ 5 3 4.3%

   Spec' (ppm) 113 4.3% 0.26 0.51 0.06 69

Column   69 0 0.0% 0.26 0.51 0.06 113

4 Feed Location 113 69

   ① 20 1 1.4%

   ② 36 0 0.0%

   ③ 5 0 0.0%

   Spec' (ppm) 113 0.2% 0.28 0.51 0.06 69

Column   69 0 0.0% 0.28 0.51 0.06 113

고    

Feed    Ratio    Spec'

(ppm)
Column   

No 최적화   검토  
  

편차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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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최적화 순서 : 공급 단수 - 생성물 규격 - 증류탑 단수 

증류탑 단수 초기치 : 최소 단수 × 2 = 25 × 2 = 50단  

 

 

  

① ② ③

1 Feed Location 200 50

   ① 15

   ② 24

   ③ 3

   Spec' (ppm) 254 0.28 0.46 0.04 50

Column   64 14 21.9% 0.28 0.48 0.04 254

2 Feed Location 254 64

   ① 17 2 3.1%

   ② 32 0 0.0%

   ③ 2 -1 -1.6%

   Spec' (ppm) 197 28.9% 0.25 0.48 0.02 64

Column   67 3 4.5% 0.25 0.49 0.02 197

3 Feed Location 197 67

   ① 18 1 1.5%

   ② 34 0 0.0%

   ③ 2 0 0.0%

   Spec' (ppm) 154 27.8% 0.25 0.49 0.01 67

Column   69 2 2.9% 0.25 0.51 0.01 154

4 Feed Location 154 69

   ① 19 1 1.4%

   ② 36 0 0.0%

   ③ 2 0 0.0%

   Spec' (ppm) 118 30.9% 0.26 0.51 0.01 69

Column   69 0 0.0% 0.26 0.51 0.01 118

5 Feed Location 118 69

   ① 19 0 0.0%

   ② 36 0 0.0%

   ③ 5 3 4.3%

   Spec' (ppm) 113 4.4% 0.26 0.51 0.06 69

Column   69 0 0.0% 0.26 0.51 0.06 113

6 Feed Location 113 69

   ① 20 1 1.4%

   ② 36 0 0.0%

   ③ 5 0 0.0%

   Spec' (ppm) 113 0.2% 0.28 0.51 0.06 69

Column   69 0 0.0% 0.28 0.51 0.06 113

고    

Feed    Ratio    Spec'

(ppm)
Column   

No 최적화   검토  
  

편차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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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최적화 순서 : 생성물 규격 - 공급 단수 - 증류탑 단수 

증류탑 단수 초기치 : 최소 단수 × 2.75 = 25 × 2.75 = 69 단 

 

 

 

  

① ② ③

1    Spec' (ppm) 134 0.26 0.47 0.02 69

Feed Location 134 69

   ① 19

   ② 36

   ③ 2

Column   68 -1 -1.5% 0.26 0.50 0.01 134

2    Spec' (ppm) 125 7.6% 0.26 0.50 0.01 68

Feed Location 125 68

   ① 19 0 0.0%

   ② 35 -1 -1.5%

   ③ 5 3 4.4%

Column   69 1 1.4% 0.26 0.51 0.06 125

3    Spec' (ppm) 96 30.1% 0.26 0.51 0.06 69

Feed Location 96 69

   ① 20 1 1.4%

   ② 36 1 1.4%

   ③ 5 0 0.0%

Column   68 -1 -1.5% 0.28 0.50 0.06 96

4    Spec' (ppm) 106 9.0% 0.28 0.50 0.06 68

Feed Location 106 68

   ① 20 0 0.0%

   ② 35 -1 -1.5%

   ③ 5 0 0.0%

Column   68 0 0.0% 0.28 0.50 0.06 106

No 최적화   검토  
  

편차
Tolerance

고    

Feed    Ratio    Spec'

(ppm)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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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최적화 순서 : 생성물 규격 - 공급 단수 - 증류탑 단수 

증류탑 단수 초기치 : 최소 단수 × 2.5 = 25 × 2.5 = 63 단 

 

 

  

① ② ③

1    Spec' (ppm) 177 0.26 0.47 0.02 63

Feed Location 177 63

   ① 18

   ② 31

   ③ 4

Column   68 5 7.4% 0.27 0.50 0.05 177

2    Spec' (ppm) 105 69.0% 0.27 0.50 0.05 68

Feed Location 105 68

   ① 20 2 2.9%

   ② 35 4 5.9%

   ③ 5 1 1.5%

Column   68 0 0.0% 0.28 0.50 0.06 105

3    Spec' (ppm) 105 0.1% 0.28 0.50 0.06 68

Feed Location 105 68

   ① 20 0 0.0%

   ② 35 0 0.0%

   ③ 5 0 0.0%

Column   68 0 0.0% 0.28 0.50 0.06 105

No 최적화   검토  
  

편차
Tolerance

고    

Feed    Ratio    Spec'

(ppm)
Column   



 

 85 

Case 5.  

최적화 순서 : 생성물 규격 - 공급 단수 - 증류탑 단수 

증류탑 단수 초기치 : 최소 단수 × 2 = 25 × 2 = 50단 

 

 

설계 변수의 편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력이 소요되므로, 결과에 대한 오차를 무시할 수 있

는 수렴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기 범위 내의 편차에서는 수익성

에 대한 차이가 높지 않고, 최대 6회의 반복 횟수 내에서 수렴이 가능하므

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급(Feed) 단수, 증류탑 단수 ≤ 1단 

생성물 규격(Product Specification) ≤ 상대 오차(Relative Error) 10%  

  

① ② ③

1    Spec' (ppm) 209 0.26 0.47 0.02 50

Feed Location 209 50

① 15

② 23

③ 3

Column   64 14 21.9% 0.28 0.48 0.04 209

2    Spec' (ppm) 145 43.6% 0.28 0.48 0.04 64

Feed Location 145 64

① 18 3 4.7%

② 32 9 14.1%

③ 4 1 1.6%

Column   68 4 5.9% 0.27 0.50 0.05 145

3    Spec' (ppm) 105 38.7% 0.27 0.50 0.05 68

Feed Location 105 68

① 20 2 2.9%

② 35 3 4.4%

③ 5 1 1.5%

Column   68 0 0.0% 0.28 0.50 0.06 105

4    Spec' (ppm) 105 0.1% 0.28 0.50 0.06 68

Feed Location 105 68

① 20 0 0.0%

② 35 0 0.0%

③ 5 0 0.0%

Column   68 0 0.0% 0.28 0.50 0.06 105

No 최적화   검토  
  

편차
Tolerance

고    

Feed    Ratio    Spec'

(ppm)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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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수에 대한 최적화 순서를 정리하면, [Table 5-15]와 같다.  

투자비 확인 절차는 다른 설계 변수가 설정 범위 이내로 수렴된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비와 연계된 증류탑 단수 최적화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Case A와 B로 압축된다. 

Case B의 경우, 단일 공급 흐름에서 NQ-Curve를 통해 공급 단수와 증류탑 

단수를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으며, 다중 공급 흐름에서 Case A 대비 

증류탑 단수 초기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반복 횟수를 얻을 수 있어 설계 

변수의 최적 순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15. 설계 변수 최적화 순서 

순서 Case A (1/2) Case B (3/4/5) Case C 

1 Feed 단수 Product Spec'  Feed 단수 

2 Product Spec'  Feed 단수 Column 단수 

3 Column 단수 Column 단수 Product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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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증류탑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 검토 결과 

향후 증류탑 최적화를 위한 반복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순서도(Flow Chart)로 결과를 정리([Figure 5-17], [Figure 

5-18]) 하였다. 

또한, 각 설계 변수별 활용 수단(Tool)을 [Table 5-16]과 같이 정리하였다.  

 

 

Figure 5-17. 증류탑 최적화 절차 순서도 (Flow Chart) - 1/2 

  

Shortcut Method(DSTWU)   

 -    Boundary    
 - Rigorous Method(RadFrac)          
   Minimum Number of Tray × 2.75 
   (Range 2~3)

Rigorous Method(RadFrac) 

      Loop   

Product Specification   

     /   조    

YES

Component List   

Property Package    / 검 

Number of Feed 
Streams > 1

개별 Feed Stream 최적화

 Multi-Feed 동시 최적화시, 초기치 설정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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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8. 증류탑 최적화 절차 순서도 (Flow Chart) - 2/2 

A 

(YES = 1, NO = 0)

B 

(YES = 1, NO = 0)

C

(YES = 1, NO = 0)

Feed       
: Sensitivity Block   

 - Single Feed : Column    최적화  NQ-Curve  
                          
 - Multi-Feed : Feed Stream      최적화   
   Range   Low :     – 2, High :     + 2

Product Specification    
: Optimization Block   

Column       
: NQ-Curve Block   

 - Reflux Ratio (*) Relative Tolerance : 0.2% (   )
  (*) Condenser or Reboiler        System   
               Utility     적 

NO

 차   10%

Column       
: APEA   

 - Column         vs     
   Trade-Off       
    최적 Reflux Ratio Relative 
      Tolerance    

Iteration No Count
: n = n+1

n = 2

n > 10

YES

NO

Iterative Calculation Stop 
Warning Messange 

A & B & C
= 1

 차   1 

 차   1 

END

YES

NO

Y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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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6. 각 설계 변수별 활용 수단(Tool) 정리 

설정 변수 활용 Tool 활용 결과 

Feed 단수 최적화 Sensitivity Study Recommend 

Product Specification 

최적화 

Sensitivity 분석 부하 증가 

Optimization Recommend 

Column 단수 최적화 
Sensitivity & Calculator 분석 부하 증가 

NQ Curve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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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증류탑 최적화 설계 변수 및 절차 검증 

Deethanizer에서 설계 변수 및 절차 검증을 위한 상세 계산 과정을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절차 적용을 위한 설정 내용과 검증 결과만

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6.1   Ethylene Fractionator 설계 변수 및 절차 적용 

Ethylene Fractionator의 분리 목적은 에틸렌(Ethylene)과 에탄(Ethane)을 분

리하는 것이다. 상부 생성물은 판매 제품 규격에 의해 에틸렌 99.95 mol%

로 고정되며, 하부 생성물은 운전비와 제품가격의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므

로 보수적으로 에틸렌 100 ppm으로 임의의 값을 설정하였다.  

 

6.1.1   운전 조건 설정 

저온에 의한 고합금강 사용으로 투자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46℃에서의 에틸렌 증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는 -40 ℃의 프로필렌 1단 냉매이므로 응축기에서의 온도 접

근 3℃를 반영하여 공정 온도는 -37℃로 결정된다. 

 

운전 온도가 결정되면 운전 압력은 Deethanizer와 동일하게 [Table 6-1]과 

같이 설정된다.  

Table 6-1. 증류탑 운전 압력 설정 (Ethylene Fractionator) 

Relation Description Unit Value 

Set 상부 용기(Overhead receiver) kg/cm2G 15.7 

+ 
응축기 압력 강하(Condenser 

Pressure Drop) 
kg/cm2 0.5 

= 증류탑 상부 압력(Top pressure) kg/cm2G 16.2 

+ 증류탑 압력 강하(Pressure Drop)  kg/cm2 1.5 

= 증류탑 하부 압력(Bottom pressure) kg/cm2G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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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Shortcut Method 계산 수행  

Shortcut Method에서 주성분(Key Component)을 설정하기 위해, 각 성분의 

K(휘발도)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6-2]와 같다. 에틸렌과 휘발도 차이가 가

장 근접한 아세틸렌의 경우, Acetylene Converter에서 수소와 반응하여 에틸

렌과 에탄으로 모두 전환되어 Ethylene Fractionator 내에서는 미량(Trace)으

로만 존재한다.33 따라서, 휘발도 기준 가벼운 주성분(Light Key Component)

은 에틸렌이, 무거운 주성분(Heavy Key Component)은 에탄이 된다. 

 

Table 6-2. 조성별 끓는점 및 휘발도 (Ethylene Fractionator) 

 

Shortcut Method 설정을 위해 상부로 회수되는 주성분에 대한 계산 결과

는 [Table 6-3]과 같다.  

  

                                                   

33 Acetylene Converter 후단에 아세틸렌이 존재하게 될 경우, 상대 휘발도 차이에 

의해 (에틸렌/아세틸렌 = 1.14, 아세틸렌/에탄 = 1.3) 대부분 에틸렌 제품으로 가게 

되며, 아세틸렌의 경우 폴리머(Polymer) 공정의 촉매 독으로 작용하므로 Off-Spec’

의 주요 원인이 된다. 

Component name Boiling Point (℃) K Value 

ETHYLENE -103.74 1.166 

ETHANE -88.6 0.784 

ACETYLENE -83.95 1.019 

PROPYLENE -47.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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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hortcut Method 규격 설정 (Ethylene Fractionator) 

Description OVHD BTM 

Total Flow Rate (kmol/hr) 2,973 644 

Specification   

Components Ethylene Ethylene 

Mole Fraction 0.9995 0.0001 

Key Comp' Flow Rate (kmol/hr) 2973 0.064 

 Ethylene Ethane 

Feed Flow Rate (mol/hr) 2,973 641.427 

Recovery in Distillate   

Flow Rate (kmol/hr) 2,973 1.49 

Mole Fraction 0.999978 0.002319 

 

Shortcut Method 결과 최소 단수는 42단(Net 40단), 최소 환류비는 2.678이 

계산되었다.  

 

6.1.3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Ethylene Fractionator의 상부 생성물은 판매 제품 규격에 의해 에틸렌 

99.95 mol %로 고정되며, 하부 생성물은 고정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운전 

비용과 제품 손실34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변수로써 설정된

다. 배기량(Vent)은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응축기 내에서의 조성 변화에 의

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여, 일정한 대수평균 온도차(LMTD, 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유지를 통한 과도한 냉매 사용을 방지하기 위

해 조절된다. 

 

여기서 배기량(Vent)을 생성물 규격 최적화 검토 시의 목적 함수에 반영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thylene Fractionator 배기(Vent)의 경

                                                   

34 에탄 내 에틸렌이 포함되어 재순환을 통한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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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부분의 조성이 에틸렌 97.95 mol%으로써, 실제 연료로 판매되지 않

으며 Demethanizer로 재순환되어 수소 및 메탄을 분리한 후 에틸렌 성분은 

다시 회수된다. 에틸렌을 재순환하기 위해 Demethanizer, Cold Box, 

Deethanizer, Acetylene Converter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정확한 

에너지 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전체 공정에 대한 최적화 프로젝

트를 진행한다면, “배기량 × (에틸렌 제품가 – 에너지 비용)”을 수식에 반

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단일 증류탑에서의 최적

화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에틸렌 제품가 – 에너지 비용 = 연료 단가”

로 가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부 생성물 에틸렌 조성 변화에 따른 하부 생성물 유량 및 배기량 변화는 

[Figure 6-1]과 같다. 배기량은 하부 생성물 에틸렌 조성 변화에 따라 하부 

생성물 유량 대비 3~4%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배기량을 목적 함

수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총괄질량수지(Overall Mass Balance) 차이에 의한 

전체 수익을 증가하기 위해 배기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35 계산은 진행하

게 된다. 즉, 배기량을 목적 함수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하부 생성물 에틸

렌 규격이 실제 대비 증가하게 될 것이다. 

 

 

                                                   

35 측면 생산량과 하부 생성물 유량 합계의 증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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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하부 생성물 규격(에틸렌, ppm)에 따른 유량 변화 (Ethylene 

Fractionator)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는[Table 6-4]과 같으며, 배기량을 반영한 목적 

함수는 식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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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 (Ethylene Fractionator) 

Description Value 

응축기 냉매 단가 (원/MMkcal)36 64,154 

리보일러 냉매 회수 단가 (원/MMkcal)37 18,971 

에틸렌 가격 (원/MT)38 1,200,000 

에틸렌 열량가 (원/MT)39 769,440 

 

  
TOPF*1200+BTMF*769.4+VENT*769.4+ 

QREB*18971+QCOND*64154 
 (6.1) 

 

 where, 

TOPF : 측면 생성물 유량 (kg/hr) 

BTMF : 하부 생성물 유량 (kg/hr) 

VENT : 배기량 (kg/hr) 

QREB : 리보일러 소요 열량 (MMkcal/hr) 

QCOND : 응축기 소요 열량 (MMkcal/hr) 

1200 : 에틸렌 제품 판매가 (원/kg) 

769.4 : 에틸렌/에탄/배기(Vent) 연료 판매가 (원/kg) 

18971 : 냉매 (0 ℃) 회수 단가 (원/MMkcal) 

64154 : 냉매 (-40 ℃) 단가 (원/MMkcal) 

 

  

                                                   

36 프로필렌 냉매 압축기 1단 축일 인자(Shaft Work Factor) 700 kW/MMkcal,  

전력단가 91.6 원/kW 적용 
37 프로필렌 냉매 압축기 0℃ 냉매 회수 축일 인자(Shaft Work Factor)  

207 kW/MMkcal, 전력단가 91.6 원/kW 적용 
38 2017년~2019년 평균단가, 환율 1,000 원/$ 적용 
39 에틸렌 LHV (Low Heating Value) 11.3 MMkcal/MT, B-C유 열량 단가  

(18년 평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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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계산 수행 시, 증류탑 단수 초기치는 Shortcut Method에서 계산된 

최소 단수 40단에 2.75 인자를 곱한 110단을 적용하였으며, 환류비 허용값

은 0.2%를 적용하였다.  

반복 계산 결과는 [Table 6-5]과 같다. 반복 횟수는 Deethanizer 대비 증가하

였으나, 단일 공급(Single Feed) 증류탑이므로 공급 단수와 증류탑 단수 최

적화가 NQ Curve를 통해 동시에 계산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 산출에 소

요된 시간 및 인력은 Deethanizer 대비 50% 수준이었다. 

 

Table 6-5. 증류탑 최적화 반복 계산 수행 (Ethylene Fractionator) 

 

 

  

Feed    Ratio    Spec' Column   

1    Spec' (ppm) 3 0.41 100 110

Feed Location 69

Column   116

2    Spec' (ppm) 70 96% 0.60 114

Feed Location 76 7 6% 70

Column   116 0 0%

3    Spec' (ppm) 224 69% 0.66 114

Feed Location 76 0 0% 224

Column   112 4 4%

4    Spec' (ppm) 431 48% 0.68 110

Feed Location 76 0 0% 431

Column   110 2 2%

5    Spec' (ppm) 601 28% 0.69 108

Feed Location 77 1 1% 601

Column   110 0 0%

6    Spec' (ppm) 706 15% 0.70 108

Feed Location 75 2 2% 706

Column   107 3 3%

7    Spec' (ppm) 827 15% 0.70 105

Feed Location 75 0 0% 827

Column   107 0 0%

8    Spec' (ppm) 827 0% 0.70 105

Feed Location 75 0 0% 827

Column   107 0 0%

No 최적화   검토  
  

편차
Tolerance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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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투자비 분석을 통한 환류비 허용값 적절성 검증 

 

APEA 설정 기준은 [Table 6-6]와 같으며, 연간 총비용(Total Annual Cost) 

분석 결과는 [Figure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비 최소 단수는 95단, 연

간 총비용 최소 단수는 110단으로 계산되었다.  

Deethanizer와 유사하게 투자비 최소화 단수로부터 15단 범위내에서 최적 

단수가 계산된다. 또한, 최적 단수인 연간 총비용 최소점에서의 환류비 허

용값은 Deethanizer와 동일하게 0.2%가 도출되었다. 즉, 현재 설정된 증류

탑 단수 최적화를 위한 환류비 허용값은 신뢰성이 있음이 증명된다.  

Deethanizer와 Ethylene Fractionator는 모두 프로필렌 냉매를 사용하는 저온/

고압 공정의 증류탑이며, 일반 상온/상압 공정의 증류탑에서도 동일한 환

류비 허용값이 도출되는지 Debutanizer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Table 6-6. APEA 설정 (Ethylene Fractionator) 

Description Set Value 

Template US Metric 

Overall Tray Efficiency 80%40 

Column Tray Type Valve Tray 

Reflux Pump 2기 반영41 

Material Carbon Steel 

  

                                                   

40 실제 공장 운전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된 값이다. 

41 1 운전(Operation), 1 대기(Stand-by)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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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에너지/투자비/연간 총비용 (MM USD/년) 

 

 

(b) 증류탑 단수에 따른 응축기/리보일러 소요열량, 환류비 변화 (%/단수) 

Figure 6-2. 연간 총비용 분석 (Ethylene Fracti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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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ebutanizer 설계 변수 및 절차 적용 

지금까지 프로필렌 냉매를 사용하는 저온/고압 공정의 증류탑에 대한 최

적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편적으로 냉각수와 스팀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상온/상압 공정의 증류탑에도 최적 증류탑 단수에서 동일한 환류비 허용값

(Reflux Ratio Tolerance)가 도출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Debutanizer의 경우 모든 생성물이 제품으로 판매되어 생성물 규격이 고

정되므로, 생성물 규격 최적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단일 공급

(Single Feed)로 구성되어 있어, 최적 증류탑 단수 분석 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가장 적합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증류탑 단수의 설계 변수 검증을 위한 목적이므로, 운전 조건 설

정, Shortcut Method 계산 과정은 생략하였으며, 중요 설정 기준과 검증 결

과만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6.2.1   설정 기준 

Debutanizer에서 유틸리티는 응축기에서 냉각수, 리보일러에서 스팀을 

사용한다. 생성물 규격은 상부에서 C5 이상 조성이, 하부에서 C4 혼합물이 

최대 700 ppm을 초과하면 안 된다. 모두 제품으로 판매되므로 생성물 규격

은 고정된다. 

 

6.2.2   Rigorous Method 계산 수행 

생성물 규격이 고정되고, 단일 공급 흐름이므로 반복 계산 수행이 불필

요하다. 즉, 환류비 허용값만 설정하면 NQ-Curve를 통해 바로 최적 증류탑 

단수 및 공급 단수가 계산된다. 

환류비 허용값을 0.2%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최적 증류탑 단수는 60단, 

최적 공급 단수는 42단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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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투자비 분석을 통한 환류비 허용값 적절성 검증 

경제성 분석 시 적용 단가는 [Table 6-7]과 같으며, APEA 설정 기준은 

[Table 6-8]과 같다.  

 

Table 6-7. 경제성 분석시 적용 단가 (Debutanizer) 

Description Value 

냉각수 단가 (원/MMkcal)42 3,000 

스팀 단가 (원/MMkcal)43 85,115 

 

Table 6-8. APEA 설정 (Debutanizer) 

Description Set Value 

Template US Metric 

Overall Tray Efficiency 75%44 

Column Tray Type Valve Tray 

Reflux Pump 2기 반영45 

Material Carbon Steel 

 

  

                                                   

42 전력단가 91.6 원/kW, 보충수(Make-Up Water) 150원/m3 적용 
43 B-C유 기준 80% 효율 적용 (18년 평균단가) 
44 실제 공장 운전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된 값이다. 

45 1 운전(Operation), 1 대기(Stand-by)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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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비용(Total Annual Cost) 분석 결과는 [Figure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비 최소 단수는 35단, 연간 총비용 최소 단수는 60단으로 계산되

었다.  

투자비 최소 단수로부터 연간 총비용 최소점은 저온 공정에서 15단 범위 

대비 넓은 25단 범위내에서 최적 단수가 계산된다. 

이는 환류비 감소 대비 투자비 감소 속도가 저온 공정 대비 더 높아, 투자

비 최소 단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Debutanizer의 경우, 응축기와 리보일러에서의 온도 접근(Temperature 

Approach)이 저온 공정46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47, 환류비가 일정부분 감소

하게 되면 응축기와 리보일러에서의 투자비 비중은 감소하고, 증류탑 단수 

증가에 따른 투자비 비중이 증가하여 투자비 최소점은 저온 공정 대비 상

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연간 총비용 최소점인 최적 단수에서 환류비 허용값은 저온 공정과 동

일한 0.2%가 산출된다. 

  

                                                   

46 저온 공정의 경우, 냉매 비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접근

(Temperature Approach)인 2~3℃를 적용한다. 

47 응축기에서 온도 접근 5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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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탑 단수에 따른 에너지/투자비/연간 총비용 (106 USD/년) 

 

 

(b) 증류탑 단수에 따른 응축기/리보일러 소요열량, 환류비 변화 (%/단수) 

Figure 6-3. 연간 총비용 분석 (Debut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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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대부분의 경우 증류탑 설계는 복잡하고 최적화되어야 할 다중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 변수의 최적 조건에 도달하는 과정은 수많은 반복 계

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및 환

경에 대한 규제 증가 경향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 간의 

상호 통합 구성을 요구함으로 인해 증류탑 구성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증류탑 최적화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납사 분해공정 내 최적화의 난이도가 높은 3개의 

다중 공급 흐름(Multi-Feed Streams)을 가진 C2 분리공정의 Deethanizer를 기

준으로 최적화 변수 및 설계 절차를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를 단일 공급

(Single Feed)/측면 생산(Side Product)을 가진 Ethylene Fractionator와 가장 일

반적인 단일 공급, 상부/하부 제품 생산(Top/Bottom Product)으로 구성된 

Debutanizer에 적용하여 검토된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일반적인 증류탑 최적화 절차 대비 변경/체계화된 최적화 변수 

및 설계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Shortcut Method를 통한 개념 분석(Conceptual Study)의 불필요한 절

차를 배제하였다.  

② Shortcut Method를 통한 Rigorous Method 초기치 선정에 대한 기준

을 검증 및 제시하였다.  

Shortcut Method를 통한 최소 환류비 계산 결과의 신뢰성이 없어, 

검토 시 배제하여 Rigorous Method 증류탑 단수 초기치 산출 변수

를 최소 단수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초기치 선정의 인자(Factor)에 

대해 2.5~3.0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를 도출하였다. 

③ 다중 공급 흐름의 경우, 각 공급 흐름 간의 영향성 및 분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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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동시 최적화 진행 필요성과 과도한 계산 부하 방지를 

위한 적정 범위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전 최적 공급 단수 결과에서 하한(Low Limit)은 -2, 상한(High 

Limit)은 +2로 설정 범위를 도출하였다. 

④ 증류탑 설계 변수(공급 단수 - 생성물 규격 - 증류탑 단수) 간의 상

관관계를 고려한 반복 계산의 수행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⑤ 수익성 편차 및 반복 계산 횟수 검증을 통해, 반복 계산 진행 시 

설계 변수 확정을 위한 수렴 범위를 제시하였다. 

공급 단수, 증류탑 단수 ≤ 1단 

생성물 규격 ≤ 상대 오차 10% 

⑥ 각 설계 변수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공정 모사 프로그램(Aspen 

Plus)에서의 구체적인 기능 활용을 제시하였다. 

생성물 규격 최적화에서는 Optimization 블록 사용을, 증류탑 단수

와 단일 공급 단수 동시 최적화 시에는 NQ Curve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⑦ 증류탑 단수 최적화 검토 시, 신뢰성 있는 투자비 분석을 위한 

APEA 프로그램 도입 및 최적 절차를 수립하였다. 

⑧ 반복 계산 수행 시, 증류탑 단수 최적화 단계마다 투자비 분석  

수행이 불가하므로, 최적 단수 판단을 위한 “환류비 허용값” 변수

를 도입하고 수렴값 0.2%를 도출 및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 진행 시 특히 괄목할 만한 발견은, 공정/운전비에 

상관없이 모든 공정에서 증류탑 단수 최적화를 위한 환류비 허용값이 동

일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투자비 분석 없이 일관된 환류비 허용값 설정만

으로도 투자비와 운전비 간의 Trade-Off 최적화가 형성되는 증류탑 단수를 

설정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토는 투자비/운전비 변경에 대한 사례 연구 2회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증류탑 3개, 총 5가지의 사례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

며, 앞으로 다양한 공정에 대한 추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예외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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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한 추가 검증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류탑 최적화 검토 시 담당자의 확인 차원에서 최소 1회의 투자

비 검증 작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절차에서 투자비 수행에 대한 부분

은 유지하였다. 그러나, 촉박한 프로젝트 일정으로 투자비 검토에 대한 시

간이 부족할 경우, 기본 환류비 허용값으로써 0.2%를 설정하더라도 최적 

단수에서의 오차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증류탑 최적화를 위한 과정을 담당자가 수동으로 진행하여, 각 반복 계

산 시 마다 결과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산 결과의 수치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 설계 품질 및 프로젝트의 검증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지

만, 검토해야 하는 증류탑이 많고 단기적으로 증류탑 최적화 과정에만 공

정 엔지니어가 참여할 경우, 증류탑 최적화를 위한 반복 계산 작업은 단순 

작업의 연속이며 시간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증류

탑 최적화 반복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위해 

설계 변수 및 절차를 순서도(Flow Chart)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ASW(Aspen 

Simulation Workbook) 48  및 Excel Visual Bas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류탑 

최적화 자동 반복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많은 공정 엔지니어들

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48 Excel 프로그램 내에서 Aspen Plus 및 APEA의 모든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Aspen Tech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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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Distillation Column 

HyunYeob Chae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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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llation columns are one of the main equipment used for the 

separation of chemical components in petrochemical process due to 

wide operation range and the advantage of data collection for 

equipment verification. However, the distillation columns are 

inherently known for high energy consumption and capital cost. 

Hence, the trade-off analysis needs to be done between investment 

cost and operation cost to develop the most economical distillation 

columns. But, many engineers have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 

analysis because of the absence of systematic optimization 

procedures, which easily leads to waste of time and human resources. 

This might bring to the inconsistent and poor quality of engineering 

outcomes in spite of the many trials, eventually the total investment 

budget and overall schedule will be damaged and altered owing to the 

design change in the middle of the project. 

 

In this work, optimization parameters and design procedures were 

set up using deethanizer of C2 separation in naphtha cracking center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is distillation column consi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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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multi-feed streams, which makes the optimization process 

relatively more complex, whereas the result drawn can be more 

reliable and feasible in many other cases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were subsequently applied to the case of ethylene 

fractionator which has single feed / side product, and to debutanizer 

consisting of single feed and top/bottom stream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spen Plus, a popular process 

simulation program, so that as many process engineers could apply 

in their design work. In this thesis, design variables for optimization 

of distillation columns were defined to improve emphatically the 

design quality with reducing erratic practice of many engineers. In 

addition, by eliminating unnecessary reviewing step and establishing 

systematic and efficient procedures, the amount of time for design 

and human resources were expected to be reduced. 

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s (APEA) program was introduced 

in order to calculate the investment cost reliably, and the efficient 

systematic procedure for utilization of APEA was established.  

 

The remarkable discovery dur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that reflux ratio tolerance for achieving the most optimized number 

of stages was so identical in all distillation columns regardless of the 

types of process and operation cost. This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get the number of stages which attains trade-off optimization of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 only by assuming constant reflux ratio 

tolerance without investment cost analysis. However, the results 

were proved by only five case studies, in this respect,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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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s in various processes are required to confirm whether 

this assumption can be applicable as general rule. Nevertheless, in 

case that the tight project schedule does not allow the enough time 

to review the investment cost, it is still suggested to determine the 

number of stages by setting the reflux ratio tolerance as 0.2%, 

because the deviation from the hypothetically optimal value is 

expected to be negligibl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automatically performs iteration calculations for optimization of 

distillation columns by using the ASW(Aspen Simulation Workbook) 

and excel visual basic programs for the benefit of review time 

minimization. 

 

Keywords : Distillation, Optimal Design, APEA  

Student Number : 2018-2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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