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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의 지능형공정시스

템연구실에서는 공정 설계, 모델링 및 최적화 기법

을 다양한 공정에 적용하여 에너지, 환경, 경제성 측

면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

히,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 관련 물질의 제조, 액화, 저장, 수

송 공정에서 에너지를 저감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

키는 새로운 설계를 제안하여 에너지 시장의 지속가

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크

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각각 (i) LNG 가치

사슬 및 공정, (ii) 수소 액화 공정, (iii) 암모니아 생산 

공정, (iv) 공정 디지털 트윈 및 머신러닝 연구이다.

주요 연구분야

(1) LNG 가치사슬 및 공정

본 연구실에서는 LNG 냉열을 회수하여 LNG 가

치사슬 내에서 에너지 재순환을 통해 버려지는 엑서

지(Exergy)를 최소화 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새

로운 가치사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기

존의 LNG 가치사슬은 크게 LNG 시추, 액화, 수송, 

재기화, 사용의 5단계로 구분된다. 이 때 액화 및 재

기화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 천연가

스는 상압에서 –163℃까지 냉각하여야 액화되기 때

문에 극저온의 특성을 가지며, 극저온 냉각 사이클

은 에너지 집약적인 동시에 버려지는 엑서지가 많다

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LNG가 포함하고 있는 상

당량의 냉열이 재기화 단계에서 해수 등과의 열교환

을 통해 버려진다. 액화와 재기화 두 단계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기화 단계에서 

LNG 냉열을 회수하여 공기를 액화시키고, 액화 공

기를 LNG 수출국으로 다시 수송하여 천연가스 액화

공정의 냉매를 일부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새

로운 가치사슬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액화공기를 냉열저장매체로 활용하는 

LNG 가치사슬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LNG 수입국은 액화 공기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둘째, LNG 수출국은 

액화 공기를 천연가스 액화공정에 도입함으로써 에

너지 소모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LNG를 

수송 한 후 귀항하는 배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하면 액화 공기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넷

째, 공기는 원료비가 들지 않으며 생태계 교란 역시 

일으키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기대효과를 규명하고 가

치사슬 각 단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점을 평가하

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설계, 모델링, 최적화 및 경제

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수소 액화 공정

현재 수소를 수송/저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는 공정 측면에서 

수소 액화 및 암모니아 전환을 통한 저장 기술을 대

상으로 공정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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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수소는 대기압에서 약 20K (-253℃)까지 

온도를 낮춰야 액화되며, ortho-/para- 전환 역시 필

요하다. Ortho-/para- 전환은 잠열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촉매 하에서 전환시키는 것이 유리

하다. 때문에 단순히 천연가스 액화공정과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했을 때 1kg을 액화시키는데 약 10~20

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수소 액화 공정에 소모되는 에너

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경제적 실현성(economic 

feasibility)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레이/블루 수소 생산 

및 액화 공정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수

소 생산 및 액화 공정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첫째, LNG를 수소 생산 원료 및 수소 예

냉 냉열원으로 활용하여 그레이/블루 수소를 생산하

고 액화하는 공정을 설계함으로써 기존 단일 수소 액

그림 1.   (a) 기존 LNG 가치사슬 및 엑서지 손실량 (b) 액화공기를 냉열저장매체로 활용하는 LNG 가치사슬: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27, 113611 (2021).

그림 2.   (a) 기존 수소 액화 공정 모식도 (b) LNG를 원료 및 수소 예냉의 냉열원으로 활용하는 수소 액화 공정 모식도: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59(2),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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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정 대비 에너지 소모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앞서 기술한 액화공기를 냉열저장매

체로 활용하는 LNG 가치사슬과 같이, 액화공기를 냉

열저장매체로 활용하는 액화수소 가치사슬을 제안하

고 필요한 요소 공정을 설계 및 평가 하는 연구를 진

행 중이다. 이 때, 시스템은 호주와 같이 태양에너지

가 풍부한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액화하여 수입하는 가치사슬을 대상으로 

하여 실현성 및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암모니아 생산 공정

암모니아는 전통적으로 하버-보슈(Haber-Bosch)

법을 바탕으로 생산되어왔다. 현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공정은 메탄을 원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MtA(Methane to Ammonia)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 암모니아 생산 기법으로는 바이오매스를 원료

로 하는 BtA(Biomass to Ammonia) 및 PtA(Power to 

Ammonia) 공정이 있다. 각 공정을 설계하고 평가하

여 에너지 및 경제성 측면에서 성능 향상의 기회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BtA 및 

PtA 공정은 각각 잉여질소 및 잉여산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두 공정을 통합함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

키고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기존 하버-보슈법에 사용되는 고온, 고압 하에서 

운전되는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촉매의 운전 

조건을 적용하여 기술경제성 분석(techno-economic 

analysis)를 수행하여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수행 중이다. 

(4) 공정 디지털 트윈 및 머신러닝

공정의 디지털 트윈 모델은 가상의 공정 모델을 

구현하여 실제 공정이 어떻게 운전되고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

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

구실에서는 공정의 제어에 따른 동적 모사(dynamic 

simulation)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연구와, 개발

한 디지털 트윈을 머신러닝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데이터 기반(data-driven) 기법인 머신러닝은 내삽

(interpolation)에는 매우 뛰어난 예측 결과를 보여주

지만, 외삽(extrapolation)에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공정은 일반적으로 매

뉴얼 화 된 좁은 운전 조건 하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운전 범위에서의 운전 데이터만 확보 가능

하다. 따라서 실제 운전 데이터로 넓은 범위의 운전 

조건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이론 기반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

그림 3. (a) Methane to Ammonia 공정 흐름도 (b) Biomass to Ammonia 공정 흐름도 (c) Power to Ammonia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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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운전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 

한 뒤, 디지털 트윈 모델로부터 넓은 범위의 운전조

건에 대한 빅 데이터(big data)를 생성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면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 할 수 있

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적 제어 변수 도출, 최적 운전 

조건 도출, 이상 진단, 커미셔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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