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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생산, 운송, 정제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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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모터나 펌프, 밸브에도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오일이나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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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및 생산
활용 가능 솔루션

해저 시추
광학 가스 이미징(OGI) 기술을 이용한 노후화된 해저 시추 설비 검사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모래 수준 측정 및 배출

해저 오일/가스 시추 산업의 경우,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며,
지질학과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미 노후화된 시추 시설의 상당수가
현재 기존 설계 시에 염두에 두었던 사용 연한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저 시추 시설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메탄 가스 배출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배출 수준
평가를 위해 시추 시설을 대상으로 메탄 가스의 배출량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저 시추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누출되는 가스를 빠르게 감지하고
원인 지점을 파악하여 문제가 시추 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압 파쇄법을 거치면서 생산된 오일과 물은 미터계로 운송이 되는
반면, 가스는 수송용 트럭에 공급된 후, 즉시 수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전열선에 모래가 과도하게 쌓이면,
분리기에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쌓인 모래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보통 10만 달러에 달하는 전열선 전체를 단행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전문가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청소를 요하는
분리기와 우수한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리기를 식별하면 시설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자한 것보다 더욱 큰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작업에 열화상 기술을 더하면,
탱크 압력, 각종 탱크의 수위, 분리기 누출 여부, 이상징후 감지 및
해결, 환경오염 예방, 설비 또는 인력 대상 위험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Fx320

QL320

FLIR

활용 가능 솔루션

천연 가스 분리기

GFx320

FLIR

T530

FLIR

E8-XT

FLIR

천연 가스 규정 준수

활용 가능 솔루션

업스트림/미드스트림 보안

광학 가스 이미징(OGI)를 이용한 규정 준수

가스 이용시설/설비 인근 및 주변 보안

세계 각국 정부는 천연 가스 기업을 대상을 대상으로 각종 연방 또는 현지 규정을
적용하여 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가스 누출 검사를 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스 누출 검사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나 기법, 기기 등(“스니퍼”라
불리는 독성 가스 분석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들은 대체로 노동 집약적인 것이 많고 시설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을 여러 지점을 이동하며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FLIR OGI 카메라는 천연 가스 업계 전문가들이 검사 업무를 최대 9배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 냄으로써 관련 규정 준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일/가스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운송, 판매 등을 위해
긴 가스 파이프 등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손쉬운 것은 아닙니다. FLIR 열화상 보안용
솔루션을 활용하면 파이프로 수송되는 가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
경보를 통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구역을
감시함으로써 주변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FLIR만의
분석 기술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추가적인 경계책이나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은
FLIR 열화상 보안용 솔루션의 강점입니다.

G300A

FLIR

FLIR

오일/가스 산업과 관련된 FLIR 솔루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flir.com/
oilandgas/extraction-production)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GF320

활용 가능 솔루션

FC-Series

FLIR

Saros™ DH-390 Dome

F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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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운송
활용 가능 솔루션

탱크 레벨 측정

모터, 펌프, 밸브 검사

열화상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 고체, 거품 수준 측정

열화상 기술을 이용해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 사태 예방

오일/가스 산업에서 탱크 레벨 측정은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유지보수팀은
탱크가 넘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를 비워야 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탱크의 현재 수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한 수압 파쇄 용액을
모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탱크 유량을 산출해야 하는데, 유량은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열화상 기술을 이용하면 탱크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탱크 레벨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의 열특성을 이용하면, 다양한 밀도를 가진
액체와 고체의 작은 온도 변화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모터 고장, 펌프 고장, 밸브 누출 등은 오일 및 가스 공급망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장이나 누출이 발생하면,
각종 오염, 제품 또는 에너지 자원 손실, 장비 또는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예방 정비를 실시할 때
FLIR 열화상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모터나 펌프,
밸브를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GFx320

FLIR

VS70

활용 가능 솔루션

DM93

FLIR

FLIR

천연 가스 압축기

E8-XT

FLIR

활용 가능 솔루션

광학 가스 이미징(OGI) 또는 실화상 보어스코프 검사를 통해
가스 누출 감지
압축기의 경우, 내구성이 떨어지는 기밀용 실(seal)이나, 내부 부품의
결함, 과도한 마모, 열응력으로 인한 손상 등으로 인해 설비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스의 누출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압축기를 외부에서
검사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설비의 내부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압축기는 미국 EPA OOOOa와 같은 규정에서 필수 검사 구성 요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어스코프, 또는 OGI 카메라를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에 도입할 경우, 천연 가스 기업은 안전성 향상, 비용 경감, 압축기
수명 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천연 가스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 충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송유관/가스관 등 검사

활용 가능 솔루션

광학 가스 이미징(OGI) 기능을 통한 누출 가스 감지

E75

FLIR

오일/가스 산업과 관련된 FLIR 솔루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flir.com/
oilandgas/transmission-transportation)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NE® Pro

FLIR

오일/가스관의 경우, 그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많고 종종 다양한 소재나 자재를 운송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스관에 결함이 발생하면 오일/가스 등 배출물이
주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관 누출은 대체로 처음에는
소량의 가스만 누출이 되다가 빠른 속도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오일/가스 기업들은 자동화된
원격 검사와 현장 검사를 통해 가스관 누출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FLIR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나 드론에
탑재한 열화상 기기를 이용하면 주야간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손쉽게
상시 감시함으로써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GF620

FLIR

M210 V2

F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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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정제
활용 가능 솔루션

용광로 검사

중요 설비 모니터링

가스 화염을 통과하여 용광로 관의 금속 온도 측정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자동 상시 모니터링

화실에 있는 관의 경우, 과열로 인한 파열 사고가 발생하여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화재 및 기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화물 손상과
잘못된 버너 정렬 또한 과열 및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비 가동이
중단되거나 임직원의 안전에 문제(특히, 검사 포트 및 사다리 근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열화상 기능을 갖춘 검사 카메라를
사용하여 외부의 강철 화실, 튜브 및 지지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검사관이 가스 화염 뒤편의
구역을 조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지적인 내부 코킹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외부 스케일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실제
핫 스팟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운영팀에 권장하여 퍼니스의 점화율을 낮추고
예상치 못한 튜브 파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일/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용기(가스 화기 등)는 내부 온도가
500°C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온도가 제어되지 않으면
열이 상승하여 위험한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안정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비는 표면
(대부분 철로 구성)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고
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도 정보가 기록/관리됩니다.
열화상 기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해줄 수 있는 최적의 기술입니다.
FLIR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특히,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열전대 문제)의 데이터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GF309

FLIR

활용 가능 솔루션

A310ex

FLIR

T840

FLIR

전기 검사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모니터링
활용 가능 솔루션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배전 시스템 결함 및 고장 예방
배전판은 일반적으로 캐비닛 등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을 예비해줄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기 접속단자나 부품에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면,
작업 계획에서 없던 설비 가동 중지, 수리 비용 소요, 생산 손실 및
화재 위험도 상승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전반에
과열의 징후(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전조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전기 배선 시스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LIR 열화상 기술을 사용하여 전기 검사를 수행하면,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응력 요소를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열화상 기술은 특히,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위험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계획에 따른 정비 작업 수행 시에 전기 관련 이상 여부를 찾아내어
해당 문제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플레어 시스템은 위험한 탄화수소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선일 때가 많습니다.
플레어 모니터링에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연소 과정에서 연기 배출을 최소화(연소 효율에 매우 중요한 요건)
하는 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파일럿 프레임 없는 플레어는
가스를 대기 방출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나 환경 오염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화상 기술을 활용하면
플레어 스택 불꽃과 주변 배경(주로 하늘이나 구름)의 열 특성
차이를 인식합니다.

E95

FLIR

DM285

FLIR

자동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플레어 스택 모니터링

CM275

활용 가능 솔루션

A310

FLIR

FLIR

T540

FLIR

오일/가스 산업과 관련된 FLIR 솔루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flir.com/
oilandgas/processing-refining)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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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

적외선 교육 센터 (ITC)

FLIR Tools 소프트웨어 제품군과 Android/iOS 기기용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열화상의 가치

소프트웨어
FLIR Thermal StudioTM 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첨단 처리 역량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FLIR Thermal Studio를 이용하면 수천 장의 열화상 이미지(사진), 영상을
분석할 수 있고 전문가에 걸맞은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과
활용 자료를 자동으로 선정해줍니다.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한
FLIR Thermal Studio는 현재 20여 개의 언어로 출시되어 있으며,
홈페이지(flir.com/thermal-studio)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C 또는 Mac OS용 FLIR ToolsⓇ 소프트웨어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해
검사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FLIR Tools를 사용하면 이미지 설정 사항을 변경, 새로운 온도 포인트를
추가, 표준화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FLIR Tools+
Advanced Thermal Analysis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
이미지 그룹화, 라디오메트릭 파노라마 제작, 동영상 녹화,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고급 제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flir.com/tools 또는 flir.com/toolsplus)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FLIR InSiteTM 검사 관리 앱은 검사 작업을 효율화하고 데이터 수집과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문 워크플로우 툴입니다. Insite 앱을 활용하면
검사 작업 계획 및 준비, 검사 데이터 수집, 보안 포털을 통해 팀원 또는 고객에
결과 전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최적화 된 Android/iOS용 FLIR Tools 모바일 앱은
데스크톱 PC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FLIR Tools는 Apple
App 및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관련 지식 수준을 끌어 올릴수록 소속 기업의 발전과 개인의 커리어 신장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FLIR 카메라는 사용법이 상당히 직관적인 편이지만, 보유 중인 기기의 기능을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외선 교육 센터(ITC)는
오일/가스 산업과 관련하여, 적외선 기술 활용법을 다루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좌부터 고급 자격 인증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좌부터 고급 자격 인증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교육 센터 (ITC)는 다음과 같은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광학 가스 이미징(OGI) 인증 과정(I & II)
• OOOOa 비산 배출물 모니터링(미국 전용)
• 서모그래피(열화상 측정) I급, Ii급, III급
• 적외선 전기 검사
• 적외선 기계 검사
적외선 교육 센터 (ITC)는 다음과 같은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계 최고, 고품질 양방향 교수 방식
• 최고 수준 및 역량의 국제 강사
• 가장 다양한 실습 강좌
• ISO 9001 등록이 완료 된 강좌
•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각 지역 소재 교육 센터에서 현지 과정을 직접 이수하거나 사업장에서 출장 서비스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교육 센터 (ITC)가 제공하는 모든 강좌 및 현행 일정 관련 정보는 infraredtraining.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FLIR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FLIR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ATLAS SDK)는 각 기업이 자사 컴퓨터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CMMS)을 이용하여 열화상 측정 정보를 확인하고
측정한 이미지에 METERLiNKⓇ 데이터, GPS, 나침반 기능, 기타 주요 변수들을 적용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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