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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PG is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clean energy source due to the con-
tinuous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emand of pro-
pane which is the basic compound for petrochemicals is increasing for propylene 
production. In the study, a divided wall column was used as de-propanizer and de-bu-
tanizer, which is expected to save large amount of energy among the four conven-
tional distillation columns used for processing LPG.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a
decrease of energy duty with ESI by 30.30% using two divided wall columns. 
Furthermore, simulation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with respect to design and op-
eration condition. The main column tray and withdrawal tray were determined from 
the design case studies while the internal liquid flow and vapor flow were decided 
from the operating case studies. Also, ESI of 1.06% could be achieved from the case
stu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imulation method used showed that it is great-
ly helpful to the design and evaluate a highly efficient divided wall column. 

Key words : Divided wall column(분리벽형 증류탑), LPG process(LPG 공정), Case study
as design aspect(설계측면 사례연구 ), Case study as operating aspect(운
전측면 사례연구 ), High efficiency(고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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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 환경 문제를 포함

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기 질 유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산업 및 

환경부에서는 대책의 일환으로 LPG를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LPG 연료의 가격이 가솔린 또

는 경유보다 낮아 차량유지비 절감과 연소시 기화되

는 특성으로 입자상물질 배출도 낮기 때문에 친환경

적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1). 따라서 가솔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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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umn Thermodynamic Inefficiency for separating 
midpoint component in indirect sequence (component B: 
mid-point component)6)

료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연소

성능에 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LPG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1/93, 휘

발유의 1/3 수준으로 낮으며, 전국적인 충전망이 갖

춰져 있다. 조선에서는 LPG 추진 엔진을 선보이기도 

하고,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1톤 차량을 출시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LPG는 환경적, 사업적 장

점으로 대표적 대체 연료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프로판을 이용하여 프로판 탈수소공정을 통

한 생성물인 프로필렌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기초유

분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 석유화학 분야

에서 프로판의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LPG를 생산하는 공정은 연속증류탑 구조로 탈메

탄 증류탑, 탈에탄 증류탑, 탈프로판 증류탑, 탈부탄 

증류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LPG 연속증

류탑의 공정 모사를 통하여 생성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4). 

연속 증류탑 구조는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을 제어

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5) 있는 반면, 중간 비점 물

질의 재혼합 과정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증류탑 

높이에 따라 재혼합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을 Fig. 1

에서 볼 수 있다. 이 단점은 재혼합된 물질을 다시 분

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비하여 증류탑의 효율을 

열역학적으로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6).

재혼합 과정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류탑 구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7). 연속증류

탑의 기존 구조보다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자 열적

으로 통합된 증류탑, Petlyuk column이 제안되었다
8). 

이는 열적으로 통합된 증류탑으로 에너지가 소비되

는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는 Petlyuk 

column의 예비분리기이다. 혼합물이 예비분리기의 

공급단으로 유입되면, 예비분리기에서 고비점 물질

과 저비점 물질로 분리한다. 공급단으로 유입된 혼합

물을 미리 분리해주기 때문에 기존 연속 증류탑 구

조의 재혼합 과정을 억제할 수 있다. 재혼합 과정이 

없어지면서 재혼합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9).

이와 같이 Petlyuk column은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정의 설계 및 운

전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증류탑의 압력 균형을 맞

추기 어렵다는 점은 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와 같은 Petlyuk column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분리벽형 증류탑이 제안되었다
10).

분리벽형 증류탑은 압력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Petlyuk column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11). Petlyuk 

column은 예비분리기가 주분리기에서 따로 분리되

어 있는 반면, 분리벽형 증류탑은 예비분리기와 주분

리기를 1기의 증류탑에 결합시켜 증류탑의 열효율을 

증가시켰다
12).

분리벽형 증류탑의 다른 장점으로는 1기의 증류탑

으로 통합된 구조를 가짐으로써 투자비용을 크게 절

감할 수 있다. 또한 증류탑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증류탑 증설시 부지가 협소할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한 연구로는 4개 혼합물 

분리 증류탑
7), 탄화수소 생성물 분리 증류탑

14), 벤젠-

톨루엔-자일렌 분리 증류탑
15) 등 생성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양하나 실제 운용되는 LPG 공정 규모 용

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16) 프로판

과 LPG를 생산하는데 적용되는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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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LPG process

Total feed
De-methanizer 

feed

Temperature [Deg.C] 35.1 71.8

Pressure [Bar.G] 36.1 38.6

Total flowrate 
[KG-MOL/HR]

40,096 40,055

C1 0.7312 0.7319

C2 0.1470 0.1472

C3 0.0656 0.0657

iC4 0.0067 0.0067

nC4 0.0137 0.0138

iC5 0.0015 0.0016

nC5 0.0018 0.0018

nC6 0.0003 0.0003

nC7 0.0001 0.0001

Table 1. Total feed & de-methanizer feed conditions

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한 후에 운전에 따른 분리벽형 

증류탑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PG 공정의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

부탄 증류탑에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였다. 프로

판의 경우에는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기 전 탈프

로판 증류탑 상부에서 회수되는 제품특성과 동일해

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분리벽형 증

류탑을 적용한 이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

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설계변수

와 운전변수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을 나타내었다. 

2. LPG 공정 분석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할 증류탑을 결정하기 위

해 LPG 공정 분석과 모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LPG 

공정 모사는 LPG를 생산하는 4기의 증류탑(탈메탄 

증류탑, 탈에탄 증류탑, 탈프로판 증류탑, 탈부탄 증

류탑)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2.1 공정 설명

LPG 공정의 연속증류탑은 4기의 증류탑을 거치면

서 증류탑 상부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을 회수한

다. LPG 연속증류탑 공정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가스분리기를 통하여 생성된 산성수, 응축수, 가스

등이 최초원료 물질로 사용된다. 원료물질은 여과기

를 통과하면서 슬러그 및 고체를 제거한다. 수은 같

은 나머지 불순물 및 N2, O2, H2S, CO2, H2O는 탈수

공정과 수은 제거층을 거쳐 처리된 후 원료로 투입

된다. 이와 같이 전처리된 원료물질을 LPG 공정 모

사 및 설계를 위한 선행연구 원료 조건으로 사용하

였다
17). 원료물질과 유입되는 공급 흐름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탈메탄 증류탑은 -72℃ 이하에서 운용된다. 공급

가스는 탈메탄 증류탑과 극저온 시스템을 통과하게 

된다. 프로판 냉매를 사용하여 가스 흐름을 저온으로 

만들고, 터보 팽창기는 극저온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

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팽창기를 통하여 빠르게 온도

를 강하시키면, 가스 흐름에서 메탄은 가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화수소를 응축시킬 수 있다. 탈에탄 증

류탑은 에탄을 탑 상부로, 탑 하부로 에탄보다 무거

운 탄화수소를 회수한다. 탈에탄 증류탑의 공급단으

로 들어오는 흐름은 탈메탄 증류탑의 탑 하부 혼합

물이다. 또한 각 공정을 지나며 일부 회수되는 탄화

수소와 프로판 등이 공급단으로 유입된다. 혼합물은 

메탄보다 무거운 탄화수소로 구성된다. 탈프로판 증

류탑은 프로판을 탑 상부로, 탑 하부로 프로판보다 

무거운 탄화수소를 생산한다. 탈프로판 증류탑의 공

급단으로 들어오는 흐름은 탈에탄 증류탑의 탑 하부 

혼합물이다. 혼합물은 에탄보다 무거운 탄화수소로 

구성된다. 탈부판 증류탑도 탈프로판 증류탑과 유사

하게 부탄을 탑 상부로, 탑 하부로 부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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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head & bottom product
(stream No.)

DeC1
OVHD
(240)

DeC1
BTM
(260)

DeC2
OVHD
(304)

DeC2
BTM
(305)

DeC3
OVHD
(401)

DeC3
BTM
(403)

DeC4
OVHD
(500)

DeC4
BTM
(501)

Temperature [Deg.C] -72.34 13.07 -1.42 96.14 51.32 114.35 50.17 105.81

Pressure [Bar.G] 27.6 25.50 24.50 25.40 16.70 17.20 4.50 5.30

Total flowrate [KG-MOL/HR] 31,900 9,278 6,066 9,807 5,373 4,434 3,507 927

C1 0.9176 - - - - - - -

C2 0.0525 0.4930 0.8341 0.0043 - - - -

C3 0.0032 0.2964 0.0191 0.5316 0.9700 0.0004 - -

iC4 0.0001 0.0320 0.0000 0.1198 0.0216 0.2387 0.3018 0.0001

nC4 0.0001 0.0659 0.0000 0.2482 0.0005 0.5484 0.6927 0.0022

iC5 0.0000 0.0076 0.0000 0.0374 0.0000 0.0828 0.0050 0.3769

nC5 0.0000 0.0087 0.0000 0.0394 0.0000 0.0098 0.0000 0.0467

nC6 0.0000 0.0015 0.0000 0.0148 0.0000 0.0328 0.0000 0.1570

nC7 0.0000 0.0005 0.0000 0.0044 0.0000 0.0872 0.0000 0.4171

Table 2. Material balance of LPG process  

Fig. 3. Comparing simulated product mole fraction to refer-
ence4,18)

탄화수소를 생산한다. 탈부탄 증류탑의 공급단으로 

들어오는 흐름은 탈프로판 증류탑의 탑 하부 혼합물

이다. 혼합물은 프로판보다 무거운 탄화수소로 구성

된다. 

2.2 공정 모사 및 검증

LPG 공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Fig. 2 공정의 

각 증류탑 상부에서 회수되는 각 생성물을 Aspen 

HYSYS (ver. 10)로 모사하였다. 탈메탄 증류탑에서 

메탄을 회수하는 흐름(240번), 탈에탄 증류탑에서 에

탄을 회수하는 흐름(304번),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

탄 증류탑에서 각각 프로판을 회수하는 흐름(401번), 

부탄을 회수하는 흐름(500번)의 모사 결과는 참고문

헌 결과
4)
와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으며, 각 증

류탑의 물질 수지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공정 모사 결과로 탈메탄 증류탑에서 메탄 91.76 mol%, 

탈에탄 증류탑에서 에탄 83.41 mol%, 탈프로판 증류

탑, 탈부탄 증류탑에서는 각각 프로판 97 mol%, 부

탄 99.45 mol%를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의 연구 결과에서는 각 증류탑에서 메탄 90 mol% 이

상, 에탄, 프로판, 부탄은 각각 75 mol%, 97 mol%, 

99 mol% 회수를 보인다
18).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모두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몰분율을 보였다. 특히 에탄은 

기존 연구 결과보다 10.67% 높은 몰분율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본 연구 대비 에탄 회수율 기

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모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4기 증류탑 공정의 모사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만

족할만한 수준에서 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 모사가 타당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배경으로 LPG 증류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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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sign flow diagram for a divided wall columnFig. 4. Schematic diagram of a divided wall column

3. 분리벽형 증류탑 공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LPG 공정의 연속증류탑 결과와 비

교하여 프로판과 LPG를 생산하는 탈프로판 증류탑

과 탈부탄 증류탑의 열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LPG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증류탑을 대체하여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분리벽형 증류탑 공정 모사

공정 모사 진행을 위한 분리벽형 증류탑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분리벽형 증류탑의 구조는 원료 공급

단이 유입되는 예비분리기, 주분리기 상부, 주분리기 

하부, 주분리기 분리벽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비분리기의 공급단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저비

점 물질과 고비점 물질로 분리된다. 예비분리기의 탑 

상부는 저비점 물질과 중간비점 물질로 구성되고, 예

비분리기의 탑 하부는 중간비점 물질과 고비점 물질

로 구성된다. 예비분리기의 탑 상부와 탑 하부에 있

는 물질들은 분리벽 끝단에 의하여 다시 분리된다. 

분리벽 상부에서는 저비점 물질과 중간비점 물질이 

분리되고, 분리벽 하부에서는 중간비점 물질과 고비

점 물질로 분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LPG 공정 증류탑 4기 중 탈메탄 

증류탑과 탈에탄 증류탑 대비 고에너지 효율 향상이 

기대되는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에 분리

벽형 증류탑을 적용하였다. 

탈메탄 증류탑은 극저온 시스템(-72.34℃)을 포함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탈메탄 증

류탑은 측류를 통하여 탈메탄 증류탑으로 순환되는 

흐름이 많다. 기존 공급흐름과 순환흐름을 모두 포함

하여 총 6개의 흐름이 공급단으로 유입된다. 이미 기

존 냉각시스템에 다수의 내부 순환흐름이 있기 때문

에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면 내부 액상분기흐름

과 내부 기상분기흐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다량의 

순환흐름이 발생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증류탑은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열 부하가 증가한다. Table 1에서 탈메탄 증류탑의 

공급흐름 중 메탄은 29,316.47 kmol/h, 공급흐름의 

73.11%에 해당하는 값이기에 메탄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메탄 증류탑은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탈에탄 증류탑의 상부온도는 -1.4℃로, 탈에

탄 증류탑도 탈메탄 증류탑과 온도측면에서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이유는 탈메탄 증류탑의 

하부의 온도가 15.34℃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하

부 흐름이 탈에탄 증류탑의 공급단으로 유입되고, 그 

흐름과 상부온도와의 차이가 근소하다. 이는 적은 에

너지로도 탈에탄 증류탑의 상부온도를 설정된 온도

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

용하여 큰 효율 증가를 얻기 어렵다.

반면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의 경우는 

탑 상부 온도가 51.32℃, 50.17℃로 유사하여, 본 연

구 주제인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였을 때 에너지 

패털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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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quivalent simple column configuration to divided wall 
column

Fig. 7. Schematic of a divided wall column diagram for simu-
lation 

프로판과 LPG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생성물을 생산할 수 있는 증류탑에 적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증가에 따라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서 운전되어 분리벽

형 증류탑 적용이 어려운 탈메탄 증류탑과 탈에탄 

증류탑을 제외하고,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

탑에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였다. 분리벽형 증류

탑 모사의 순서는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낸 분리벽형 증류탑의 설계 시작단

계는 최소 이론단수의 결정이다. 분리벽형 증류탑의 

최소 이론단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에 나타낸 

Fenske-Underwood식을 사용하였다. 

log

log

d b

d b

avg

LK HK

HK LK
N



   
   
                                   (1)

  log avg t b                       (2)

위 식을 사용하여 결정된 최소단수를 바탕으로 분

리벽형 증류탑을 설계한다. 분리벽형 증류탑 모사 완

료 후, 설계변수와 운전변수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분리벽형 증류탑의 에너지 소요량은 다양한 변수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설계측면과 운전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측면 - 예비

분리기의 공급단, 주분리기의 측류단, 예비분리기의 

단수, 주분리기의 단수 등, 2) 운전측면 - 주분리기 

환류량, 내부 액상분기흐름, 내부 기상분기흐름 등.

설계변수의 경우 가장 적은 열부하를 보이는 주분

리기의 단수와 측류 단수를 결정하는 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열부하가 최소가 되는 주분리기의 단수와 

측류 단수를 결정하여 분리벽형 증류탑에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운전변수의 경우 내부 액상분기흐름과 내부 기상

분기흐름에 따라 분리벽형 증류탑의 최초 열부하 수

치보다 더 낮은 수치를 도출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

였다. 위 사례연구들의 결과, 설계와 운전변수에 따

라 열부하를 최소화하여 분리벽형 증류탑의 효율 증

가를 도모하였다.

공정 모사 프로그램 HYSYS에는 분리벽형 증류탑

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중 short cut

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enske-Underwood식

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최소 이론

단수를 결정하였다. 분리벽형 증류탑의 최소 이론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3기의 short cut 기능의 column

으로 설계하였다
19). 분리벽형 증류탑을 위하여 3기의 

column 설계 모형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분리벽형 증류탑의 최소 이론단수는 3개의 단일  

column의 조합으로 환원하여 결정할 수 있다. Fig. 6

에서 A column은 분리벽형 증류탑의 예비분리기에 

해당한다. B column과 C column은 각각 주분리기 

증류부, 주분리기 회수부 역할을 한다
20). 

분리벽형 증류탑의 공정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Pre-DWC는 예비분리기이고, DWC는 분리벽형 증류

탑이다. 최초 공급흐름에서 메탄과 에탄이 회수되고, 

보다 무거운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급흐름

(307번)은 기존 LPG 공정의 탈프로판 증류탑의 공급 

흐름과 동일하다. 604번 흐름에서 분리벽형 증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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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600 601 602 603 604 605 606

Temperature [Deg.C] 77.60 75.43 77.71 52.17 129.86 50.71 95.54 182.88

Pressure [Bar.G] 17.20 16.70 17.20 16.50 23.67 16.50 18.86 25.40

Total flowrate [KG-MOL/HR] 9,807 1,915 7,963 51.67 20.47 4,309 4,593 893

C3 0.5316 0.6944 0.4938 0.9514 0.0000 0.9700 0.2231 0.0000

iC4 0.1198 0.0964 0.1244 0.0169 0.0006 0.0093 0.2469 0.0000

nC4 0.2482 0.1683 0.2678 0.0244 0.9369 0.0108 0.5047 0.0762

iC5 0.0374 0.0151 0.0425 0.0017 0.0338 0.0004 0.0132 0.3408

nC5 0.0394 0.0137 0.0453 0.0014 0.0245 0.0003 0.0104 0.3780

nC6 0.0148 0.0025 0.0177 0.0002 0.0036 0.0000 0.0011 0.1571

nC7 0.0044 0.0004 0.0053 0.0000 0.0006 0.0000 0.0001 0.0478

Table 3. Operating result in a divided wall column

상부에서 프로판이 회수된다. 605번 측류에서 LPG

가 회수되며, 606번 흐름에서 고비점 물질이 회수된

다. Fig. 4의 분리벽형 증류탑 구조에서 액상분기흐

름과 기상분기흐름을 불 수 있다. 액상분기흐름은 

Fig. 7에서 602번 흐름에 해당하고, 기상분기흐름은 

603번 흐름이다. 

Fig. 7의 공정 모사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프로판 순도는 97 mol%로 기존 공정의 탈프로판 증류

탑과 동일하다. 분리벽형 증류탑의 측류로 94.76 mol% 

LPG가 회수된다. 분리벽형 증류탑 하부로는 펜탄을 

포함하여 보다 무거운 탄화수소가 99.76 mol%로 회

수된다. 기존 연속 증류탑 중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

부탄 증류탑의 열부하는 각각 12.011×104 KW와 

15.604×104 KW로 2기의 총 열부하는 27.615×104 

KW이다. 반면 분리벽형 증류탑 공정 모사 결과, 분

리벽형 증류탑의 총 열부하는 19.246×104 KW이다. 

분리벽형 증류탑이 기존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에 비하여 30.3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이전에 연구되었던 분리벽형 증류탑 관

련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1). 

에너지 절감, 즉 Energy Saving Index (ESI)는 다

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i total i con i reboq q q                     (3)

. . .dp total dp con dp reboq q q                 (4)

. . .db total db con db reboq q q                      (5)

. . .conv total dp total db totalq q q                    (6)

. . .dwc total dwc con dwc reboq q q               (7)

 

   (8)

모사 결과 ESI가 30.30%로 나타나는 것은 분리벽

형 증류탑을 이용하여 열적으로 통합된 구조적 차이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절감이 가능하였던 주요

인은 예비분리기에 있다. 예비분리기에서는 고비점 

물질과 저비점 물질을 분리하여 열역학적 분리효율

을 증가시킨다. 이는 연속증류탑에서 발생하는 재혼

합 현상을 억제시킴으로서 증류 효율이 향상된 것이

다. 예비분리기에 의한 전체 증류 효율 향상은 에너

지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분리벽형 증류탑의 특징

을 나타내고 있다. 

3.2 설계변수 사례연구

본절에서는 설계변수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3.3절에서는 운전변수의 사례연구 결과를 나타

내었다. 설계측면에서는 주분리기의 단수와 주분리

기의 측류단에 대하여 최소 열부하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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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Reboiler Total

Case 
(tray)

Duty 
(KW)

Gap 
(%)

Duty 
(KW)

Gap 
(%)

Duty
 (KW)

Gap 
(%)

Base A 
(110)

95,722 - 96,722 - 192,444 -

Case 1 
(99)

95,556 -0.17 96,472 -0.26 192,028 -0.22

Case 2 
(105)

96,361 0.66 97,167 0.46 193,528 0.56

Case 3 
(116)

96,361 0.66 97,139 0.43 193,500 0.55

Case 4 
(121)

96,333 0.63 97,194 0.49 193,528 0.56

Base B 
(99)

95,556 - 96,472 - 192,028 -

Case 1 
(81)

95,806 0.26 96,778 0.32 192,583 0.29

Case 2 
(90)

95,611 0.06 96,556 0.09 192,167 0.07

Case 3 
(95)

95,750 0.20 96,750 0.29 192,500 0.25

Case 4 
(104)

95,722 0.17 96,694 0.23 192,417 0.20

Case 5 
(108)

95,806 0.26 96,694 0.23 192,500 0.25

Case 6 
(126)

95,667 0.12 96,611 0.14 192,278 0.13

Table 4. Case study result in efficient number of tray (case 
study 1: base A, case study 2: base B)

Fig. 8. Composition by tray position in a divided wall column

주분리기의 단수와 주분리기의 측류단을 각각의 

사례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열부하는 응축기와 

재비기 등과 같은 열교환장치의 에너지소모량 및 자

본비용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3.2.1 주분리기 단수 결정

주분리기의 단수를 변화시키면서 열부하 감소량

이 큰 단수를 찾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

의 범위는 Fig. 8에 나타내었듯이 프로판의 몰분율이 

97 mol% 이상이 되는 80단 이상에서 진행하였다. 프

로판의 순도는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인 

단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사

례연구에서 기준사례 base A (110단)보다 열부하 감

소폭이 큰 단수를 찾고, 검증을 위하여 첫 번째 사례

연구의 결과단수를 기준 사례로 base B (99단)보다 

적은 열부하 값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사례연구의 조

건 및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Case 1은 -10% (99단), case 2는 -5% (105단), case 

3는 +5% (116단), case 4는 +10% (121단)이다. 사

례연구 결과, 99단인 case 1에서의 열부하는 총 

192,027.72 KW로 가장 적은 열부하를 보였으며, 이

는 기존 base A보다 166.67 KW 절감을 나타낸다.

Case 1의 결과인 99단에서 더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가적인 사례연구

를 수행하였다. Base case 2 (99단)를 기준으로 case 

1은 -20% (81단), case 2는 -10% (90단), case 3은 

-5% (95단), case 4는 +5% (104단), case 5는 +10% 

(108단), case 6는 +20% (126단)이다. 상기 99단에서 

192,027.72 KW와 비교 결과, case 2 (90단)에서 가장 

작은 폭 0.07% 증가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례연구에

서 열부하가 더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99단에서 

최소 열부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측류 단수 결정

67단에서 이소부탄의 몰분율이 최대치(24.74 mol%)

에 도달하는 것을 앞 절의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LPG의 몰분율 설정이 용이한 구간을 고려

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67단을 중심으로 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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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Reboiler Total

Case 
(tray)

Duty 
(KW)

Gap 
(%)

Duty 
(KW)

Gap 
(%)

Duty 
(KW)

Gap 
(%)

Base  
(27)

95,930 - 97,220 - 192,950 -

Case 1 
(65)

95,700 -0.03 94,800 -2.49 195,700 -1.27

Case 2 
(66)

95,400 -0.34 94,630 -2.66 190,030 -1.51

Case 3 
(67)

95,430 -0.31 94,530 -2.77 189,960 -1.55

Case 4 
(68)

95,980 -0.30 94,980 -2.30 190,960 -1.03

Case 5 
(69)

95,990 -0.14 94,990 -2.29 190,980 -1.02

Table 5. Case study result in withdraw tray

Fig. 9. Three-dimensional plot of duties between operation 
variables of vapor flow and liquid flow

Table 6. Case study result in internal liquid flow

Condenser Reboiler Total

Case 
(kmol/h)

Duty 
(KW)

Gap 
(%)

Duty 
(KW)

Gap 
(%)

Duty
 (KW)

Gap 
(%)

Base  
(48.67)

95,210 - 95,210 - 190,420 -

Case 1 
(41.37)

96,200 1.04 95,260 0.05 191,460 0.55

Case 2 
(43.80)

96,190 1.03 95,260 0.05 191,450 0.54

Case 3 
(46.24)

95,270 0.06 94,320 -0.93 189,590 -0.44

Case 4 
(51.10)

95,160 -0.05 95,160 -0.05 190,320 -0.05

Case 5 
(53.54)

95,750 0.57 95,750 0.57 191,500 0.57

Case 6 
(55.97)

95,790 0.61 94,810 -0.42 190,600 0.09

단수를 결정하기 위한 사례연구 결과를 Table 5에 나

타내었다. 

측류 흐름이 추출되는 단수에 따라서 응축기와 재

비기의 열부하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열부하 감소량

이 큰 단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 단수 결정을 위하여 

27단부터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47단부터 노말부탄이 감소하고 있고, 68단부

터 이소부탄도 감소한다. 따라서 68단보다 높은 단수

는 열부하의 증가뿐만 아니라 LPG 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단수 선정이다. 

Base case (27단)를 시작으로 case 1은 65단, case 

2는 66단, case 3는 67단, case 4는 68단, case 5는 69단

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사례인 base case 

27단의 열부하는 192,950 KW이다. 기존 사례 대비 

case 5 (67단)의 열부하는 189,960 KW로 나타나는 

것을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총 열부하

를 1.55% 절감하고, 높은 LPG 순도 94.76 mol%를 

생산하는 67단을 측류 단수로 결정하였다.

3.3 운전변수 효율 향상

 

분리벽형 증류탑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최소 열부

하 값을 갖는 액상분기흐름과 기상분기흐름을 결정

하였다. 두 흐름을 결정하여 응축기와 재비기의 열부

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는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1 액상분기흐름 결정

액상분기흐름은 주분리기 상부에서 예비분리기로 

유입되는 흐름을 말한다. 이는 Fig. 4에서 액상분기

흐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Fig. 7에서는 602번 흐름

이다. 액상분기흐름의 base case 값은 48.67 kmol/h

이며, 해당 값을 기준으로 ±5%, ±10%, ±15% 범위에

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Base case 대비 case 1은 -15% (41.37 kmo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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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Reboiler Total

Case 
(kmol/h)

Duty 
(KW)

Gap 
(%)

Duty 
(KW)

Gap 
(%)

Duty 
(KW)

Gap 
(%)

Base 
(17.47)

95,220 - 94,330 - 189,550 -

Case 1 
(2.62)

95,290 0.07 94,330 0 189,620 0.04

Case 2 
(3.49)

95,290 0.07 94,320 -0.01 189,610 0.03

Case 3 
(4.37)

95,280 0.06 94,320 -0.01 189,600 0.03

Case 4 
(5.24)

95,160 -0.06 94,220 -0.12 189,380 -0.09

Case 5 
(6.11)

95,160 -0.06 94,230 -0.11 189,390 -0.08

Case 6 
(6.99)

95,170 -0.05 94,240 -0.10 189,410 -0.07

Case 7 
(7.86)

95,170 -0.05 94,250 -0.08 189,420 -0.07

Table 7. Case study result in internal vapor flow

Fig. 10. Case study results for efficient liquid flow

Fig. 11. Case study results for efficient vapor flow

case 2는 -10% (43.80 kmol/h), case 3는 -5% (46.24 

kmol/h), case 4는 5% (51.10 kmol/h), case 5는 10% 

(53.54 kmol/h), case 6는 15% (55.97 kmol/h)의 액상

분기흐름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결과는 Table 6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Base case의 총 열부하는 190,420 KW이며, case 3 

(46.24 kmol/h)의 총 열부하는 189,590 KW로 에너지

를 830 KW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base case 

대비 -0.44%에 해당하는 값이다. 따라서 최적의 액

상분기흐름은 46.24 kmol/h로 나타났다.

3.3.2 기상분기흐름 결정

가장 적은 열부하 값을 보이는 액상분기흐름인 

46.24 kmol/h에서 기상분기흐름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액상분기흐름과 동일하게 ±5%, ±10%, 

±15% 범위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범위에서 부

하의 최소값을 찾을 수 없었으며, Fig. 11에 나타내었듯

이 사례연구 중 가장 높은 범위인 +15% (20.09 k/mol)

부터 열부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범위를 5%씩 감

소시켜 가면서 열부하의 최소값을 도출하는 사례 연

구를 진행하였다. Table 7에서는 최적의 기상분기흐름

을 포함한 7개의 범위를 볼 수 있다. 그 결과 case 4 

(5.24 k/mol) 이후에 열부하가 증가하는 것을 Table 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se 1은 2.62 kmol/h, case 2는 3.49 kmol/h, case 

3은 4.37 kmol/h, case 4는 5.24 kmol/h, case 5는 6.11 

kmol/h, case 6는 6.99 kmol/h, case 7은 7.86 kmol/h

이다. Case 4 (5.24 k/mol)의 총 열부하는 189,380 

KW로 가장 낮은 열부하 값을 가졌다. 따라서 5.24 

k/mol를 최적의 기상분기흐름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base case 대비 0.09% 에너지 절감효과를 나타

낸다.

4. 결 론

본 연구는 LPG 공정 중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

탄 증류탑에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여 효율 향상

을 도모하는 공정 설계를 목표로 공정 모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탈프로판, 탈부탄 증류탑에 분리벽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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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탑을 적용한 후 열부하를 감소시키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리벽형 증류탑 적용 범위인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LPG 공정

을 모사하였다.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

의 열부하는 27.615×104 KW로 나타났으며, 2기의 

증류탑에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는 경우 열부하 

19.246×104 KW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I 30.30%로서 분리벽형 증류탑이 기존 연속

증류탑 중 탈프로판 증류탑과 탈부탄 증류탑 대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측면과 운전측면의 각 변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열부하 1.06% 추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최종 

ESI는 31.36%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분리벽형 증류탑 설계

시 열부하를 감소시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시킨 후 본 연구

에서 진행한 설계 및 운전 측면의 변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에너지 효율을 보다 증가시키는데 

적용 가능한 중요한 방법론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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