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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에서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양에 뒤쳐지는 제품들의 재생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될 

때 많은 이윤이 남는 제품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은 이윤이 남는 제품

의 생산 능력을 감소시킬 때 회사의 손익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정유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정

유 생산 공정에서 The Fast Simulated distillation PGC5009(PGC : Process 

Gas Chromatograph)를 사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측정을 통하여 품질을 엄격

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제품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다. The 

Fast Simulated distillation PGC5009(이하 : PGC5009)의 신뢰성 있는 분석

과 성능은 다양한 정유 공정 제어에 최적화되어 있다.

효 과

PGC5009는 가솔린과 디젤의 블랜딩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빠른 분석 시간

을 사용하여 블렌딩 시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공정의 엄격한 제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양에 맞지 않게 제품이 블랜딩이 되고 있을 때 PGC5009는 빠른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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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경고를 줄 수 있다.

[그림 1]은 가솔린 블렌딩에서 사용되는 피드의 예시

다. 증류기 안에 화합물들의 끓는 점은 정유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PGC5009는 정유기에 공급되는 화합물의 끓는점을 

빠르게 측정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블렌딩을 최적

화할 수 있다.

또한 정유사들은 초저유황경유(ULSD : Ultra-Low 

Sulfur Diesel)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의 수율을 개

선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PGC5009는 초저유황경유(ULSD : Ultra-Low Sulfur 

Diesel)의 피드에서 다이벤조싸이오펜(DBT : Dibenzo 

thiophenes)의 처리량을 최적화하여 촉매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PGC5009의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값과 빠른 분석 시간

은 품질은 유지시키며 생산 공정최적화를 통하여 매년 정

유기에 사용되는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분석기

PGC5009의 디자인은 세 가지 기본 요소인 Liquid Sam 

ple Vaporization(LSV) Valve, Heated Column Module, 

Flame Ionization Detector(FID)로 간단한 하드웨어 

구성을 갖추고 있다[그림 2 참조]. 어플리케이션에 따

라 280C에서 320C까지 설정된 온도에 빠르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에 있는 Micro-Packed 

Metal Column의 양쪽 가장자리에 전압(Direct Current)

이 공급되면 가열이 시작된다. 이 Column은 낮은 열 그림 1. Example of Gasoline Blending

그림 2. TPGC 하드웨어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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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가열되고 냉각될 수 있다.

빠른 결과값

ASTMD3710은 260C까지 가열되는 가솔린의 탄화

수소(C3-C15) 분해에 사용된다. [그림 4]는 가솔린 샘

플과 PGC5009의 교정 샘플을 겹쳐 놓은 크로마토그

램이다. PGC5009의 교정 샘플값은 정확한 결과값을 

요구하는 IBP(Initial boiling points)와 FBP(Final 

boiling points) 안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은 끓는점을 가지고 있는 C15가 140초 안에 

나타나며, 이는 Column의 냉각과 가열을 위한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ASTMD2887은 55C에서 538C까지 끓는점을 가지는 

디젤 분해에 사용된다. [그림 5]는 디젤 샘플과 PGC5009

의 교정 샘플을 겹쳐 놓은 크로마토그램이다. PGC5009

의 교정 샘플에서 보면 C5부터 C32까지 125초 이내에 

나타난다. 이러한 예시들은 빠른 분석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PGC5009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다.

결 론

PGC5009의 빠른 분석 시간은 측정값의 정확성을 훼

손시키지 않고 가능하다.

 

PGC5009는 빠른 분석 시간으로서 블렌딩 공정 제

어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유공장은 매년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림 3. TPGC 칼럼 모듈

그림 4. Gasoline Calibration and Sample Overlay 그림 5. Diesel Calibration and Sample Overlay

Direct Heating Electrical Connection

Micro-Packed Metal Column

Cool Down Air In +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