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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요약하였다.

 1.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선두기업인  

에머슨의 비즈니스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난해 125주년을 맞아 에머슨은 Thomson Reuters 

(톰슨 로이터스)의 연간 설문조사에서 상위 100대 글로

벌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공정 자동화 산업을 효

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6개(Climate Technologies, 

Commercial & Residential Solution, Process Manage 

ment, Industrial Automation, Network Power)의 사업

부를 Industrial Automation과 Process Management 

사업부가 합쳐진 Automation Solution과 Commercial 

& Residential Solution으로 통합하였다. 사업 규모는 

100억 불, 시장 규모는 천억 불이 넘는다.  

2. 한국에머슨의 비즈니스 계획은?

한국에머슨은 설립한 지 28년 되었고, 본사(성남)와 

6곳의 지사에는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

국에머슨은 3가지 비즈니스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가 

새로운 건물에 대한 투자(2017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춘천 지역으로 본사를 이주할 계획), 두 번째가 엔지니

어링에 대한 인력 투자(200여 명이 Systems Assembly 

& staging을 만들고, Analytical systems을 성남 쪽에 

서비스 구축), 세 번째가 마린 쪽 지원(마린 탱크 솔루션 

관련 법인회사를 만들어 탱크 관리 시스템 및 일반 선박

‘Performance Without Compromise 2016’

기자 간담회 열려

취재 / 이충훈 기자

프로젝트 수행과 플랜트 운영에서 최상의 퍼포먼스(Top Quartile Performance)를  

지속적으로 일궈내기 위해서는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Performance Without Compromise 2016 기자 간담회(12:15~14:30)가 프로젝트 확실성(Project 

Certainty)의 실재 를 주제로 지난 7월 7일(목요일) 디큐브시티 쉐라톤 호텔 7층 라벤더룸에서 열렸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산업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플랜트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ChenFai Chung(충첸화이) 한국에머슨 대표이사는 한국에머슨의 비즈니스를 소개하였고, 

Vidya Ramnath 에머슨 아태지역 부사장은 사물 인터넷을 통한 기회를 찾는 통찰력에 대해,  

Frank deJong 에머슨 본사 부사장은 프로젝트 확실성의 실재 에 대해 소개하였다. 

ChenFai Chung(충첸화이) 한국에머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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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Cargo Ballast monitoring 작업을 수행)이다.

3.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1년 전에 유가가 급락하였고, 석유화학 분야의 업체

들은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전망을 보면) 내

년은 더 나아지리라, 향후 3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이번에는 속도가 느리고 단순한 성장이 예상

된다. 프로젝트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머슨은 

축적된 테크놀로지와 솔루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으

며, EPC와 엔드유저들이 최고의 성과(일정을 단축하

고, 비용을 절감하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1. 산업사물인터넷(IIoT)의 비전이란? 

산업사물인터넷(IIoT)은 전통적인 센서 차원을 뛰어

넘는다. 훨씬 더 큰 포트폴리오를 갖고 혁신적인 센싱

(Sensing)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컨트롤이 아닌 에

너지, 안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인터넷 프로토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 센서에서 어

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나오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아주 논리적으로 지식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 상당히 많다. 도메인 전문가가 멀리 

있어도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보내주고, 예측 가능한 정

보를 자산에서 뽑아낼 수 있다.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산업사물인터넷(IIoT)의 비전이다. 

앞서 사장님도 말씀하셨듯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 시

장 경쟁도 정체되었고, 대형 설비 투자도 뒷전으로 밀

려났다. 이럴 때일수록 운영의 효율성(에너지 효율성)

을 높이고, 여러 가지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기술적인 아키텍처인 산업사물인터넷(IIoT) 기술을 적

극 활용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2.  산업사물인터넷(IIoT)은 퍼베이브 센싱 

(Pervadive Sensing)의 기반이 된다.

에머슨은 몇 년 전부터 퍼베이브 센싱(Pervadive Sen 

sing) 전략을 세웠다. 퍼베이브 센싱은 산업용 사물인터

넷의 기반이 된다. 에머슨은 혁신적인 센서 포트폴리오, 

즉 Self Powered, Easy Communication(Wireless)이 가

능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었다. 분석 능력과 함께 고객

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핵심적인 정보

인 HSSE(Health, Safety, Security, Environment) 요소

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운영의 효율성 전략을 지속

적으로 플랜트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다.

3.  산업사물인터넷(IIoT)을 통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달라? 

에머슨은 산업사물인터넷(IIoT)의 유용한 파트너로, 

Denka Singapore Pte Ltd는 백 년의 역사를 지닌 기업

으로, 싱가포르 주롱섬 석유화학 단지에 스티렌 레진 플

랜트(Styrenic Resins Plant)를 운영하고 있다. 에머슨은 

싱가포르에서 Denka 화학 회사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Vidya Ramnath 에머슨 아태지역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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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며 IIoT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버 기반 비즈

니스 모텔을 광범위한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아시아 내 

더 많은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2015년 9

월 시스템이 가동된 후 모니터링된 148개의 트랩 중 34

개의 고장난 트랩을 검출하였고, 이전에는 업계 평균과 

가까운 23%의 고장률을 보였으나 3개월 간의 모니터링 

및 교체 작업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Denka는 

스티렌 레진 플랜트 내 총 증기 소비를 7%나 감소시켰

으며,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북미의 화학 회사인 Freeport, TX는 IIoT의 핵심 장비

인 컨트롤 밸브를 모니터링하였고, WirelessHART를 사

용하여 밸브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고 있다. 그 결과 잠재

적으로 파괴점(Failure Point)을 미리 살펴볼 수 있었고, 

언스케줄 셧다운(Unschedule Shotdown)을 방지하고, 

밸브 전문가들이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었

다. Associate Reliability Manager는 (장애가 발생하

면) 과거에는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문

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4. IIoT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요 단계는?

IIoT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중요 단계를 거친다. 먼

저 고객사는 Smart Instrumentation 하겠다, Digital 

Sensor Networks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에 플랜트 내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실

제로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트랙 데이터를 잡았을 경우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

야 미래에 득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데이터 수집 

후 현장에서 분석용 소프트웨어(Analytics Software)를 

가동한다. 발상의 전환을 위해 고객은 워크 프로세스

(Work Processes)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최종적으로 스

스로 운영할 것인지,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밖으로 

내보낼 것인지(안전하겠지만), 벤더들이 관리할 수 있

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1.  에머슨은 자본재 프로젝트 수행에서 일정 및 비용 

초과를 극복하는 프로젝트 확실성(Project Certainty)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이 왜 필요한지?

석유/가스 탐색 및 생산, 탄화수소 및 가스 처리, 화

학, 약학 및 기타 프로세스 산업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다.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중 65% 이상과 5억 달

러 미만 규모의 프로젝트 중 35% 이상이 실패하며, 이들 

가운데 25% 이상이 예산을 초과하고, 50% 이상의 프로

젝트가 일정을 지연한다. 플랜트 가동이 시작된 다음 해

에도 같은 문제들을 겪고, 부진한 성과가 지속되면 새로

운 투자를 고려하는 공정 제조 기업들에게는 큰 방해 요

소가 된다. 산업 내 프로젝트들은 예산과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결정하

기 위해서 프로젝트 확실성(Project Certainty)과 같은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2.  프로젝트 확실성 전략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프로젝트 확실성(Project Certainty)은 FEED(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단계 초기에 참여하여 더 

나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통

Frank deJong 에머슨 본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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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동화 전략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은 프로젝트의 

4% 정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프로젝트의 비용과 일정, 복

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확실성

(Project Certainty) 전략에서는 중앙 집중식 제어시스템의 

요구 사항들을 70~80% 줄이고, 일부 어플리케이션 내 배

관 설비를 최대 50~60% 제거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도

입한다. 또한, 플랜트 전체의 장비 신뢰성 분석을 통해 수

천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예비 부품들을 줄이는 것이 가능

하다. 프로젝트 확실성(Project Certainty) 전략은 다수의 

공급자들 사이에 의존성과 장애물을 제거하며, 동시에 작

업할 수 있어 프로젝트 수행의 복잡성을 제거한다. 자동화

된 문서뿐 아니라 방대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단일 출처에

서 관리할 수 있는 것. 프로젝트 확실성(Project Certainty)

에서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취약점을 해결하여,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전자 마샬링(Electronic 

Marchalling)과 CHARM(특성화 모듈), 그리고 퍼베이시

브 센싱(Pervasive SensingTM) 전략에 근거한 무선 필드 

계기화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팀은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 후

반에 발생하는 뒤늦은 변경사항들도 수용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데이터 링크(Project Data Link)가  

프로젝트 위험성을 줄인다는데? 

에머슨은 자본재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줄이고 변화

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환경을 위해 

프로젝트 데이터 링크(Project Data Link)를 출시했

다. 프로젝트 데이터 링크는 다양한 출처의 태그 데이

터베이스와 장치별 인덱스와 같은 정보들을 효율적이

고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프로젝트의 실행을 관리할 수 

있다. 다수의 공급자, 엔지니어링 회사 및 기타 이해관

계자들은 프로젝트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필드 장치와 

제어 로직과 설정 영역을 포함하는 분산제어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정상화시켜 모든 정보를 통합된 단일 

표준으로 보여준다. 프로젝트 데이터 링크는 정보를 항

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

로 전체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무엇이 변경되어야 하는

지 확인하고, DeltaV 분산제어시스템에 자동 업데이트

를 전송한 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감사 추적을 실행

한다. 뒤늦게 발생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좌측부터 Chen Fai Chung(충첸화이) 한국에머슨 대표이사, Vidya 
Ramnath 에머슨 아태지역 부사장, Frank deJong 에머슨 본사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