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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한다
* 1,4-부탄디올. 폴리우레탄을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됨

그런데 업체의 기존 증류 설비로 높은 순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폐유를 가열하고 냉각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
야했다.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과다 소모되어 제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울산지역본부 친환경재료공정그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
델 기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공정을 최적화하고 사업장 내
시설 개선을 지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사용된 기법은 생산현장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실제
중소기업 ㈜네오는 버려지는 폐유를 증류해 화학제품에 들
어가는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화학 업체다.
* 1,4-부탄디올. 폴리우레탄을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됨

그런데 업체의 기존 증류 설비로 높은 순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폐유를 가열하고 냉각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
야했다.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과다 소모되어 제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울산지역본부 친환경재료공정그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
델 기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공정을 최적화하고 사업장 내
시설 개선을 지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사용된 기법은 생산현장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실제
에너지 공정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고 개선
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도출된 최적 개선안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필요한 설비
가 도입됐고, 생기원이 해당 설비의 구매와 설치, 운영까지
지원했다.
실무를 총괄한 친환경재료공정그룹 김정환 선임연구원은
최적화의 성패가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모델 검증에 주력했다.
부족한 현장 데이터는 작업자의 경험과 수학적 가정으로 보
완했고, 구현된 모델의 예측 값은 기업의 실제 공정 데이터
와 비교해중소기업 ㈜네오는 버려지는 폐유를 증류해 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화학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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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해 검증했다.
모델의 신뢰도가 검증되면,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활용
해 설비 설계를 최적화하고 그 경제성을 평가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해냈다.
* 유체의 동적인 움직임을 컴퓨터를 이용해 해석하고 계산해내는
소프트웨어

기존 설비의 효율성이 문제됐던 ㈜네오는 시뮬레이션 모델
의 최적화 방안에 따라 13단의 증류탑을 신규 설치해 공정
을 개선했다.
그 결과 수율이 60%에서 83%로 크게 향상됐고, 공정시간
도 43.3시간에서 33시간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매출은 설비 설치 1년 만에 전보다 2.5배 이상 증가해 기업
설립 이후 최초로 50억 원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