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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그린동은 하루 10만톤의 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폐수처리 시설입

니다. 그린동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다 함

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캠퍼스의 FAB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하루 430ton의 폐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동 또한 안정적인 FAB 운영과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탈수기를 상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발생된 폐수 슬러지는 “무기 탈수기” 설비를 통해 탈

수된 이후 시멘트 제조 부원료로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무기탈수기란, 사업장 내에서 발

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여 이동 및 재

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그 동안 무기탈수기는 협력사 담당자분들의 운영하

에 있었으며, 담당자분들은 고 소음, 추락, 협착 등의 환경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탈수기의 자동화와 무인화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

니다. 그린동의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1. 평택 캠퍼스 무기 탈수기 현황] 

 

기존의 무기탈수기는 Cake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사 작업자분들이 상주 및 수작업을 진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업자는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고 탈수기 운영

에 교대인력 等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는 탈수기 운영시에 발생되는 Risk를 제

거하기 위해 수작업이 필요한 설비/부품 단위의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

선을 진행하였습니다.  

 탈수기 무인화 및 자동화 개선 사례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슬러지 건조를 위한 Air Line의 증설입니다. 

Air Line 이란, 탈수된 슬러지 Cake의 표면을 2차로 건조 시키기 위한 Air 배관으로써 기

존에는 1개의 Air Line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Air량과 접촉면적으

로 인해 건조 취약부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개의 Air Line을 추가로 증설함과 동

시에 공급 배관의 확관(15A→25A) 및 충분한 Air 공급량(2kgf/cm2→ 5kgf/cm2) 을 확보하였습니

다. 

 해당 개선을 통해 Cake의 건조 효율 및 탈리력 강화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림 2. Air 공급 단면도]     [그림 3. 개선 전 Air 공급]       [그림 4. 개선 후 Air 공급] 

 

두번째, 탈리 공정 강화를 위한 타격 장치의 개선입니다. 

탈리 공정 이란, 슬러지 Cake의 탈수 공정이 끝난 이후 여과판 사이의 Cake를 하부의 

Cakebox에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탈리 공정에서 떨어지지 않은 Cake의 잔량을 제거를 

하는데 근무자들이 상주하며 수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무자들은 협착, 추락, 소

음 등의 환경안전 Risk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리 공정에 주요 부품인 타격 장치를 개선하였습니다. 타

격 장치는 Air로 구동되는 실린더로 적절한 Air 공급량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

어 가동 Test를 통해 최적의 Air 공급 Fitting Hole을 선정하였습니다. (직경 2mm → 5mm)  

개선된 공급량에 맞춰 타격 Hammer의 크기와 길이도 개선을 진행하여 기존 대비 75% 

증가된 타격 효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5. 탈리 공정 및 타격 장치] 

 

세번째, 여과포 품질 확보를 위한 워싱(Water Washing) 장치의 개선입니다. 

워싱 공정 이란, Cake의 탈수에 주요 인자인 여과포를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공정을 통해 잔여 Cake 없이 세척이 잘 이루어져야 Cake 탈수 능력 및 여과포의 품

탈수(압착) 탈리 타격장치 



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워싱 공정에는 세척 노즐 사이에 중첩이 발생하여 여

과포 세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Cake 탈수 능력 저하, 함수율 

상승으로 탈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존 1단 구성의 Washing Bar를 2단 구성으로 변경하여 세척수의 중첩을 최소화 

하였고, 워싱 노즐의 수량을 최적화하여 여과포 세척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

다. 그로 인하여 안정적인 Cake 탈수 능력과 여과포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림 6. 개선 전 Washing 장치_1단]          [그림 7. 개선 후 Washing 장치_2단] 

 

네번째, 운영 자동화 구현을 위한 PLC Program의 개선입니다. 

기존에 탈수기 운영시에는 불가피한 부분에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자들의 업무 

Loss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설비 가동 시에는 현장에 있는 Panel로만 제어가 가능하거

나, Cake box의 Level을 파악하기 위해 box 상부에 올라가는 등의 많은 현장 작업이 필

요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설비와 FMCS 간의 Cable을 포설하여 on/off 등의 반드시 필

요한 제어를 현장에 찾아가지 않고 FMCS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Cake Level을 

Counting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작업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Level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선을 통해 무기 탈수기의 설비 단위 부품과 PLC 프로그램의 개선을 진행하여 운

영의 자동화 및 무인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작업자들이 겪고 있던 환경 

안전 잠재 위험에 대해서 근본적인 Risk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 Loss 및 

공수 절감을 통해 연간 9억원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탈수기 무인화 

및 자동화 개선에 멈추지 않고 더욱 안전한 평택 캠퍼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DS부문 Infra기술센터 Facility팀 그린파트]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