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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흔히 추가적인 프로세스 파라미

터를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실행 비용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높다. 하지

만 에머슨은 무선 센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는 효율성을 보장하고, 대기 중인 장비 문제를 

확인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더 많은 유량, 압력, 온도, 진동 및 기타 계기들이 주요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에 이를 추가하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유선 계기를 추가하는 데는 추가 케이블, 전원 장치, I/O 장치 및 안전성 장

비를 포함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레거시 제어와 전력 감시 제어 및 데이

그림 1. 중앙집권식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끔은 수천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도 있다.

무선 업그레이드 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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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취득(SCADA) 시스템은 부족한 아날로그 입력 포인

트나 최신 필드버스 프로토콜을 통한 통신의 불가로 인

해 최신 계기를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본고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의 모니터링 문

제를 들여다 보고, 파이프라인 회사가 무선 센서로의 

전환을 통해 어떻게 더 큰 이익을 얻고 장비 신뢰성을 

높이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정확한 상거래용으로 비용 절약

가끔은 거래용 미터링으로 불리는 상거래용은 유체

나 가스가 각 사이에서 교환될 때 나타난다. 비용은 이

송되는 유체나 가스 양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측정 내 작은 에러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

에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알라스카 파이프라인의 펌프 스테이션 2

는 분당 60,000갤런(227m3/분)의 석유를 퍼낼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0.1%의 작은 측정 오류도 24시간 내 

약 86,400 갤런(330m3/일)의 부정확한 계산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는 약 2070bpd의 석유에 달한다. 현물 

가격 $44/bbl에서 0.1%의 에러는 $91,000/일에 이르

며, 1년에 걸쳐 0.1%의 오류는 330억 달러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오류는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하

이 사이드일 수도 있고,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로우 사이드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자동화 부품처럼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기 및 관련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어왔다. 유량계는 

더욱 스마트해졌고, 최신 전자,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연결에 따라 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알

람 및 프로세스 변수와 같은 기타 정보를 디지털 방식

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량계 또는 유량 컴퓨터 내의 진단 펌웨어에 내장된 

전문 시스템은 가스 증기 내 액상률이나 액체 유동 내 

혼입된 가스, 또는 파이프라인 침전물 형성층과 같은 

문제나 오류를 유발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 증기 내 액상률은 액상 응축액의 누

출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이프 내, 특히 미터링 

런 내부의 축적된 침전물 형성층은 파이프의 내부 직경

을 감소시키고, 측정 내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상거래용 설비에서는 다수의 미터가 단일 헤더 

내에 설치된다. 이는 각 유량계가 다른 미터와는 관계 

그림 2. 무선 게이트웨이는 다른 게이트웨이를 잇는 귀로나 
교량 역할을 하며, 근처의 많은 무선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후 이를 중앙 컴퓨터로 전송한다.



Special contribution특별기고

88  계장기술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미터를 

마스터 미터로 두며, 이에 따라 오퍼레이터와 유지보수 

작업자는 유량을 중지하지 않고도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하나의 유량계를 분리할 수 있다.

레거시 시스템에 필요한 미터를 추가 시에는 여러 문

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배선, 케이블, 전원 및 안전성

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최신 유량계는 많은 양의 진단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가 취득되고 분석을 위해 초

고속으로 중앙 컴퓨터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유

량과 진단 및 상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파이프

라인 제어 및 SCADA 시스템은 대역폭 소통 시스템 문

제를 겪는다.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의 레거시 제어와 SCADA 

시스템은 기존의 4-20mA 프로세스 신호만을 다루기 

때문에 I/O 시스템 내 추가 유량계를 수용하지 못하거

나 최신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무선 

유량계는 이런 문제를 모두 방지할 수 있다.

무선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운용에는 웰헤드, 펌프 스테이션, 파이프

라인 모니터링 스테이션, 상거래용 시설 및 탱크 팜이 

포함된다. 이들 중 웰헤드와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같은 

일부 시설은 원격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업용 전

력을 사용할 수 없다. 계기는 지역 발전기나 태양 전지

판에 의해 작동되며, 이에 따라 유선 트랜스미터를 추

가할 수용 능력이 거의 없다.

무선 센서는 배터리로 구동되거나 Perpetua Power 

Puck(에머슨을 통해 이용 가능)과 같이 온도차로 전력

을 생성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를 갖추고 있다. 가

열 파이프라인은 무선 센서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로 쉽

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무선 센서는 다수의 트랜스미터가 각 트랜스미터 및 

중앙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전송 및 재전송하는 메시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게이트웨이는 최대 백개의 무선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세싱을 위해서 고정 

배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앙 컴퓨터로 전송한다(그림 

1). 이 고정 배선 데이터 링크는 EtherNet/IP, HART-IP 

또는 모드버스와 같은 다양한 대중적인 프로토콜 중 하나

일 수 있으며, 기존 제어 및 SCADA 시스템과의 호환성

을 보장한다.

이 시스템은 로컬 레거시 제어 및 SCADA I/O 시스

템을 완전히 우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I/O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레거시 시스템에 무선 센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필드버스 프로토콜의 적용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자르고 파괴 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무선 센서를 설치하는 비용은 기존의 유

선 4-20mA나 필드버스 장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배

선, 도관, 케이블, 내부 안전 장치, 마샬링 캐비닛, I/O 

보드 및 전력 공급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가 실제로 중앙 컴퓨터에 도달하는지는 무선 

센서가 중앙 시스템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달려 있다. 

상거래용 시스템에서 무선 게이트웨이는 흔히 탱크 팜 

내 지역 제어 또는 SCADA 시스템에 연결되며, 게이트

웨이(그림 2)는 고정 배선을 통해 가장 가까운 컴퓨터

와 연결되어 각자 전송을 하며, 넒은 공간에 퍼진 수백 

개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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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가 정상적인 무선 전송을 하기에 컴퓨터

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욱 긴 장거리용 안테

나와 트랜스미터를 설치할 수 있다. 펌프 스테이션이나 

파이프라인을 따라 위치한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같이 

시설이 매우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면 셀룰러, RF 또는 

위성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3).

레거시 무선 시스템에는 점대점 링크 구축이나 네트

워크 사용자 설정의 필요성, 보안과 관련된 문제 등 많

은 한계와 문제가 있었다. WirelessHART(IEC-6259)

와 같은 최신 산업 무선 프로토콜은 게이트웨이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는 자가 구성 및 자기 회복 네트워크이

다. 장치는 10년까지 유지되는 파워 모듈(배터리)를 사

용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태

양 전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WirelessHART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는 키 순환을 지

원하는 다수의 AES-128비트 키로 암호화된다. 무선 

센서에서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DSSS), 시분할 다

중접속(TDMA), 주파수 도약, 비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

으로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높일 수 있다.

메시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치가 항

상 리피터를 사용하면, 원격 위치에서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WirelessHART 장치, 즉 네트워크 상의 

거리를 수 킬로미터 만큼 늘릴 수 있다.

리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위치를 위한 다양한 옵션

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통합 Wi-Fi 귀로를 통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호스트 시스템에 WirelessHART 

자가 구성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

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수천만 킬로미터까지에 

이를 수 있는 산업 핫스팟으로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거

나, 이용 가능한 GSM 또는 CDMA 셀룰러 범위를 통해 

그림 3. 수천 마일의 파이프라인을 따라 위치한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보안 카메라, 누출 탐지 모니터 및  
기타 센서를 갖출 수 있다. 데이터는 셀룰러 통신이나 RF 또는 위성을 통해 중앙 컴퓨터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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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셀룰러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단자 활동 개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은 단자 및 탱크 팜에서 종

료되며, 이곳에서 탱커, 바지선, 기차, 트럭을 통해 연

료가 이송되거나 파이프를 통해 정제소나 LNG 플랜트

로 연결된다. 단자까지 도달하면서 연료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다양한 프로세싱 단계를 거치고, 상거래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유자를 보유했을 수 있다.

파이프라인 이송에서 탱크로, 그리고 그 반대로 다시 

제품이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을 생각할 때, 

단자의 모든 또는 부분적인 활동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수익성을 향상하고 다음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영국 런던 인근에 위치한 Buncefield 

석유 저장고에서는 공급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저장 

탱크로 무연 휘발유를 이송하고 있었다. 이 일상적

인 작업은 일요일의 동트기 전 시간에 수행되었다. 

탱크를 채우던 오퍼레이터들은 탱크의 두 레벨 센

서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

으며, 또한 탱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

차릴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탱크가 

넘치기 시작할 때까지 펌핑은 계속되었고, 주변을 

둘러싼 제방으로 누출되어 휘발류는 인근 탱크까지 

흘러갔다. 이러한 결과로 초래된 화재는 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194,000톤 규모의 시설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2014년 1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 인근의 

주민들은 식수에서 이상한 냄새를 발견하고 지방 당

그림 4. 지리학적으로 널리 떨어지게 배열된 대부분의 탱크 팜은 
기존의 유선 계기의 추가 비용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이곳의 
유도파 레이더 레벨 장치와 같은 무선 센서는 WirelessHART를 

사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그림 5. 펌프 모니터링 도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펌프에서 다양한 파라미터가 측정되며, 그 중 일부가  

도표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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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연락을 취했다. 이 냄새는 식수의 근원지인 엘

크강 근처의 Freedom Industries 화학 저장소 시설

에서 누출되는 4-methylcyclohexylmethanol로 인

한 것이었다. 근처 광산 시설 내 석탄을 청소하는데 

사용된 화학물이 40,000 갤런 탱크의 바닥에 생긴 1

인치 구멍을 통해 누출되었다. 약 7500 갤런이 빠져

나가며, 대부분이 시설의 격납 시스템을 통해 인근 

강으로 흘러가 300,000ad의 지역 주민에게 공급되

는 물을 오염시켰다.

 

두 경우 모두, 무선 레벨 및 누출 탐지 센서의 올바

른 사용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팜 내 

각 탱크에 무선 센서를 설치하여 무선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면 데이터를 모니터할 수 있었다.

과적 예방 시스템은 탱크의 계량 시스템과는 독립적

이어야 하며, 즉 기존의 배선 및 I/O를 사용할 수 없다

는 뜻이다. 더 많은 유선 계기를 추가하는 비용을 고려

할 때 무선이 좀 더 매력적인 선택권이다.

재해 예방 외에도 무선 센서는 단자 관리 및 작업을 

향상할 수 있다(그림 4). 단자 소유자와 관리자는 업무

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제어하고 싶어하며, 이런 활동

은 재고 추적과 제품 및 정보의 처리 속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시설을 통해 제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수입

이 창출되며, 이런 이동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정밀한 계기는 온도 차이에 의한 체적 변화의 적

절한 보상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이동을 면밀하게 다룰 

수 있다.

탱크 관리에는 내용물의 품질과 수량 모니터링, 가능

한 경우 냉난방, 화재진압을 위한 차폐, 누출 예방을 위

한 부식 모니터링 등이 있다. 고장난 펌프 모터나 누출

된 밸브는 중요한 일정이 수행되는 것을 막으며, 제품 

이동을 늦추거나 유출 또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완

전하게 밀폐되지 않은 밸브는 재고 손실이나 제품 혼합

을 발생시킬 수 있고,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에머슨의 SmartProcess 단자 관리 솔루션(TMS)와 

같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황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센서와 트랜스미터로부터의 입

력을 필요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단자는 탱커 

내부로 연료 펌핑, 저장고 채우기 등의 정상적인 작업

만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계기만을 설치한다. 진동 모

니터링, 펌프 밀폐 모니터링 및 슬롯 계획 등 좀 더 최

신 기술을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웰헤드, 펌프 스테이션 상거래용 시설에서와 같이 단

자와 탱크 팜에 추가 계기를 설치할 때도 동일한 문제

가 나타난다. 유선 계기의 설치 비용은 어마어마하며, 

레거시 제어시스템은 새로운 트랜스미터를 수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 나눠볼 펌프 모

니터링을 예로 들어보겠다.

무선 펌프 상태 모니터링

Wold Pipelines의 2월호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API 

표준 682는 펌프 밀폐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API 표준 682 4판에서는 단순한 온오프 스

위치를 사용하는 예전 방법보다 레벨 및 압력 트랜스미

터를 사용한 지속적인 측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웰헤드에서 탱크 팜까지 설치되었을 수 있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펌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새 규정

은 파이프라인 회사에게 매우 큰 비용적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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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유량, 레벨을 모니터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를 

설치하는 비용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제어 또는 SCADA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 펌프가 멀리 떨어지거나 위험한 곳에 위치할 수 

있으며, 지역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펌프에 기존 

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선 계기에 펌프를 갖추고 계기 배선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비될 

수 있다.

무선 센서(그림 5)는 설치와 유지가 쉽고, 제어시스

템에 연결하는데 더 적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압력, 유량, 레벨 및 온도 외에도 무선 진동 센서를 

펌프 및 모터에 설치할 수 있다. 많은 펌프 스테이션의 

원격 위치와 그에 따른 드문 유지보수 방문을 고려할 

때 이들 센서는 특히 중요하다. 만약 기술자가 사이트

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 스마트 센서가 제어시스템으

로 제공하는 진단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도구나 부품을 

챙겨서 한 번에 수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장비 상태의 모니터링은 펌프 외에도 많은 부분에 적

용되며, 무선 센서는 다음을 모니터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미터링 시스템 

 누출 탐지

 음극화 보호

 모터

 컴프레서

 회전 장비

 화염 검출

 가스 검출

이들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는 모니터링 상거래용, 탱

크 팜 또는 펌프 스테이션에 설치된 동일한 Wireless 

HART 메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

다. 데이터는 중앙 제어 또는 SCADA 시스템으로 전송

되며, 그곳에서 특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장비 진

단, 유지보수 관리, 전력 관리, 공기질 보고 및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결 론

파이프라인 회사들은 경제적인 압력에 따라 작업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

감하고, 또한 더욱 새롭고 엄격한 환경 규제를 만족시

켜야만 한다. 측정 장치의 설치는 솔루션의 중요한 부

분이지만, 기존의 유선 계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수천 마일 길이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모든 펌프, 모터, 

컴프레서, 밸브, 매니폴드 및 기타 장비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무선 센서는 유선 장치와 비교하여 1/5 비용과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설치되어 더욱 쉽게 필요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 몇 주안에 투자 회수를 볼 수 있으며, 기

존 레거시 제어 및 SCADA 시스템을 자르고 파괴할 필

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