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을 위한 준비
천연 가스 처리 시설의 효율성 및 최적화 기회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스 처리 산업

천연 가스 시장이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크게 성장하고 모든 에너지 수요의 4 분의 1을 차지하게 되면서 204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믹스(Energy mix)가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마진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장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업계 선도적인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존 장비를 활용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처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업체가 정보 기술(IT) 및 운영 기술(OT)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비교적 최소한의 투자로 오늘날의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  ExxonMobil 2017 Outlook to Energy: A View to 2040 Highlights

가스 처리 시설은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장 이외에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요 장비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제한된 가시성 | PG 3

전체 시설의 생산 속도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장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열악한 장비 
성능과 완전한 장비 고장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최종 
판매 제품에서 다운스트림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키드 통합의 결여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려움 | PG 4

지난 10년 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모듈형 구조 기술은 제어 및 
보고 시스템을 고립화함으로써 
공장 전반에 걸친 생산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생산 및 출하량이 원래 
공장의 설계와 불일치 | PG 5

공장에는 더욱 큰 잠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고급 공정 
제어를 통해 갭(gap)을 
해소하십시오. 아민 처리, 분할 
및 황 회수는 공정에서 MPC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3가지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공장의 
물리적인 안전과 실제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어려움 | PG 6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를 따라 잡는 일은 끝없는 
과제이며, 사이버 공격의 
발생률과 심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략적 안전 및 
보안 방침의 개발입니다.

가스 처리 시설 전체에 정보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운영 결정을 돕는 생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가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신뢰성

감소 
가동 중단  
위험

최소화 
에너지  
소비량

달성 
기존 장비로  
처리량 향상

숙련된 인력 감소 | PG 7

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스 처리 시설은 
항상 좋은 인재를 찾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이나 
원격으로 운영할 추가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자산 활용의 극대화

자산 관리 프로세스 맞춤화 

많은 신규 공장이 초기 구축 중에 장비 공급을 위해 다수의 벤더를 참여시킴으로써 자산 
전반에서 문서화 및 자산 관리 기술 구현에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중앙 집중식 자산 관리 툴을 구현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 
유지보수 전략

공장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장비 
유지보수 전략을 구현하면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상당한 
재정적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교체 가능한 
장비조차도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동'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유지보수 전략에서 탈피하여 예측적 및 
처방적 유지보수 전략으로 전환하는 
가스 처리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장의 한 
영역에서의 가동이 중단되면 운영 
전반에 걸쳐 생산량 및 최종 제품 사양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태 감시 모니터링은 장비 및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감지되는 경우 알람을 통해 
운영자는 문제를 발생 전에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감시 모니터링 솔루션은 간단한 
센서와 휴대용 데이터 수집기부터 
표준 제어 시스템과 장비 보호 기능을 
통합한 포괄적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적절한 자산 관리 기술은 원래 제조업체와는 상관 없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운영을 신속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자산 관리 기술을 통해 기존에는 장비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했던 자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가스 처리 장비에 대한 
경험에 관계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스캔해서 연결된 장치 및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검색

추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장치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 가능

계측기 캘리브레이션 일정 및 인증서 관리 지원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모든 버전 재고 관리

효율적인 감사 및 보고를 위해 사용자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 유지

실시간 정보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 제공

데이터 보안 유지

http://ab.rockwellautomation.com/Condition-Monitoring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software/products/factorytalk-assetcentre.page


공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성과로 전환

통합에 영향을 주는 패키지 빌드 전략 

셰일(shale) 붐으로 기업들이 고유가에 힘입어 수압 파쇄 및 수평 시추와 같은 새로운 생산 기술을 
경쟁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스 처리 산업에 건설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난 5~10년간 모든 기업은 
새로운 공장을 온라인화하기 위한 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공장을 설계할 때 기존의 스틱 빌드(stick-build) 설계 방식을 
버리고 모듈형 방식을 선호하면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복수의 스키드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 전략을 모듈형 빌드, 모듈형 스키드 설계 및/또는 패키지 빌드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은 유연성, 확장성 및 프로젝트 완료 시간 단축의 효과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심각한 통합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건설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최대 30개의 
스키드 제조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키드 통합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엔지니어링 회사, OEM 및 스키드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일정을 
개선하고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어 시스템과의 간편한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 사양을 
구축합니다.   PlantPAx® 최신 분산 제어 시스템(DCS)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CENTERLINE® MCC 및 
PowerFlex®와 같은 전원 장비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세스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FD) 및 모터 제어 
센터와 같은 전력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DCS의 프로세스, 전력 및 에지 장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EtherNet/IP™ 및 61850과 같은 프로토콜을 
통합함으로써 최적화 활동을 지원하여 운영상의 의사 결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을 통한 
비용 절감

FactoryTalk® VantagePoint® EMI는 복수의 
시스템 및 플랫폼에 걸쳐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제품 개봉 즉시" 로크웰 
오토메이션 통합 아키텍처® 소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한 커넥터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FactoryTalk VantagePoint EMI는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의 수집 
이외에도 FactoryTalk Historian 또는 제
3자 히스토리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여 트렌딩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데이터 통합을 위한  
고려 사항:

• 공통 네트워크 프로토콜: EtherNet/IP

• 알람: 알람을 실행할 사항 및 시점을 
비롯하여 알람을 실행하지 않을 사항도 
결정 

• 표준화된 HMI 보안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 문서화 표준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pp/ftalk-pp028_-en-p.pdf


모델 예측 제어를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운영 

고급 프로세스 제어를 위한 기술인 모델 예측 제어(MPC) 기술은 현재 및 예상 작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를 원하는 결과와 
비교하고, 실시간 관리 셋포인트 목표를 계산하고 다운로드합니다.

현재의 생산량 및 출하량이 원래 공장의 설계와 불일치하는 경우, MPC가 그 차이를 줄이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MPC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증류탑의 공정 안정성 향상 및 편차 감소, 수율 증가, 생산 능력 증가,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배출량 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민 처리, 분할 및 황 회수는 생산 프로세스에서 MPC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3가지 단계입니다. 가스 처리 시설의 
MP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스 처리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가스 처리 작업 최적화

아민 처리 
고객 과제:
• 여름에는 장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임

•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 장비가 잠재적인 최대 생산율에 미치지 
못함

MPC 혜택:
• 공장 처리량이 최대 4% 증가

• 아민 처리 공장의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20% 감소

• 세일즈 파이프라인의 가동 중단을 
예방하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가스 품질

• 배출 가스 위반의 원인이 되었던 Claus 
반응기에 대한 산성 가스 공급 변동의 감소

분할 
고객 과제:
• 오프스펙(off-spec) 분할 생산

• 여름 생산량 감소

• 공급 성분이 변경되는 경우 장비 가동 
중단

• NGL 운영 마진의 극대화 기회 상실

MPC 혜택:
• 가장 중요한 NGL 성분의 수율이 최대 3% 
향상

• 여름철 생산량 증대

• 재비등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10% 감소 

• 생산 능력이 최대 5% 증가

황 회수

고객 과제:
• 높은 SO2 배출량

• 산성 가스 성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 주변 온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MPC 혜택:
•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SO2 배출량 감소

• 황 회수율이 최대 4% 증가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industries/oil-gas/overview.page?pagetitle=Gas-Processing&docid=0b73539844c3aebcedb64b8aff75e9c1


안전 

가스 처리 산업의 기능적 안전은 지속적인 표준 업데이트와 기술 발전에 따라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든 상관 없이, 안전 위험 완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장형 안전 장치 장착 시스템(SIS)은 가스 처리 시설에서 특정 수요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수준의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분산된 안전성, 유연한 아키텍처 및 
다양한 안전 무결성 수준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 사전 엔지니어링 SIS 솔루션을 사용해서 용량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공장의 특정 사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노후화 또는 비표준 안전 시스템을 교체할 때 리드 
타임을 줄이고 설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가스 처리 시설은 안전 표준과 규정뿐만 아니라 엄격한 환경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현대식 DCS, 가상 센서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스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측정이 
까다로운 지역에서도 배출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자동화된 규정 
준수 보고서와 예외 사항 실시간 조치 절차를 작성함으로써 시장 출시 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유해 배출물을 규제 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커넥티드 운영이 많아질수록 자산 활용을 개선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지만 보안 위험도 커집니다. 
가스 처리 시설은 지적 재산, 인력 및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안 접근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심층 방어 방식은 하나의 보안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복수의 
방어선을 사용합니다. 

시스코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단일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가스 처리 시설을 위한 공통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시스코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십시오.

안전, 규정 준수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감소 6개 레벨의 위험 대상:

심층 방어 
보안

정책:

물리적

네트워크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장치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products/safety-instrumented-systems/overview.page?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ales-partners/overview.page?pagetitle=Cisco-Strategic-Alliance&docid=a82707efda45ac3e50dee263a578f44c


유지보수 및 지원 간소화

간소화된 유지보수 

특히 신입 작업자는 오늘날의 가스 처리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자동화 기술을 지원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구축할 때 이러한 기술을 
표준화 또는 통합함으로써 유지보수 기술자 및 지원 팀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시스템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수리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퇴직하는 직원과 함께 "트라이벌 지식"이 사라지기 
전에 이러한 핵심 지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작업자는 장비 학습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 중인 가스 프로세스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운영 

가스 처리 공장은 원격 지원을 구현함으로써 작업자 안전, 공장 가동 시간 및 장비 
유지보수와 관련된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거나 고장이 발생한 공장으로 보내는 대신, 공장 관리자는 원격 
액세스를 사용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타사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생산 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 직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POHOKURA 
원격 운영을 위한  
표준 정립

Pohokura는 뉴질랜드 천연 가스를 45%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North Island 
주변으로 그물망처럼 산업 및 국내 
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

원격으로 운영되는 Pohokura 공장의 
성공에 힘입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동일한 확장형 솔루션을 사용해 다른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400V MCC의 전원 스위치기어와 
공장 11kV 주 배전반은 원격 
제어실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MCC는 지능형 네트워크 상에서 
주 공장 제어 시스템에 통합되어 
주유소에서 얻은 정보를 
제어실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

완전 무인 현장 구축: DCS를 
사용하여 원격 제어실에서 공장 
운영 수행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capabilities/industrial-maintenance-support/overview.page?pagetitle=Remote-Asset-Monitoring-%26-Analytics&docid=54efdf4b327826bba40b1497821bff54


데이터 변환은 가스 처리 작업을 회사 전체의 전문가와 연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가스 처리 업체는 구식 장비의 제약으로부터 즉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키드 사이에 연결성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구현의 이점:

가스 처리의 변화

실시간 통찰력: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활용도, 가동 중단 시간 및 제품 품질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

이해 개선: 안전, 환경 및 보안 위험에 대한 이해 
개선

간소화: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지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간소화된 문제 해결 및 유지보수

향상된 전략적인 기회: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처럼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

새로운 통찰력: 향상된 에너지 사용 전략을 지원하도록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많아진 기회: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을 통한 최적화 및 
효율 향상을 위해 더욱 많아진 기회



PlantPAx, Integrated Architecture, FactoryTalk Historian, FactoryTalk VantagePoint EMI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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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구현을 통해 가스 처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Rockwell Automation®, Inc. (NYSE: ROK)는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 브
랜드인 Allen-Bradley®와 Rockwell Software® 제품은 뛰어난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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