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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공장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

ABB 근적외선 분석기(FT-NIR)

정유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용 분석기 종류의 다양성은 화학 및 다른 산

업군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정유공장들은 공정용 분석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부터 공정용 분석기를 사용해왔으며, 분석기의 개발은 정유공장과 함께 발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와 Density 

meter, Distillation 분석기, Could Point 분석기 등의 물성 분석기들을 대표적

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정유공정 최적화를 위한 공정용 분석기의 개발 방향 

및 잠재적인 가능성은 분광학(Spectroscopy)를 기반으로 한 공정용 분석기에 집

중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FT-NIR(퓨리에 트랜스폼 근적외선 분석기)는 투자

수식율(Return On Investment : ROI) 뿐만 아니라,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등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된 정확성으로 정유공정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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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용 FT-NIR의 정유공정 Distillation unit, Conver 

sion unit, 그리고 Product Blending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최근 국제유가 시장은 원유(Crude Oil)

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 혹은 유지

되어 정유 마진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따

라서, FT-NIR은 정유의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

솔린(Gasoline)이나 디젤(Diesel)의 최종 완제품 

Blending에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

용량 Crude Distillation이나 Naphtha Cracking공정에

도 FT-NIR이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적용 가

능성이 있기에, 많은 정유사들이 다양한 공정에 

FT-NIR을 공정에 도입하고 있다.

  정유공정의 스트림들은 대부분 복잡한 하이드로카

본(Hydrocarb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용 분석

기의 가장 큰 목적은 공정 최적화를 위한 Unit feed

와 Rundown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분석 및 특성

화라고 할 수 있다. 끓는점에 따라 명확히 분리되는 

정유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없

다고 판단되었지만, FT-NIR은 스트림에 대한 정확

하고 빠른 분석으로 공정의 최적화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유공정의 주요 스트림들은 품질관리팀에서의 분

석을 위해 잘 정리된 방법으로 시료가 채취되며, 이

를 품질관리팀으로 이송하여 분석된다. 이러한 기존 

실험실 분석법들은 사람이 측정하고, 자동화된 기계

에 비해 매우 느린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성에 대한 

[그림 1]  정유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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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유사 품질관

리팀의 분석 결과값들은 정유사 품질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공정용 FT-NIR은 정유 품질의 기준이 되는 

실험실 분석값을 이용하여, Chemmometrics를 통한 

모델들을 구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들의 

분석 예측값은 품질관리팀의 기준값을 토대로 구성

되며, FT-NIR의 뛰어난 반복성으로 더욱 더 적은 

오차값을 나타낸다.

  정유사의 여러 제품들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성분

들은 화학적 조성 물질(Chemical Properties)이 아닌 

성분들이 많다. 이러한 성분들은 분리(Separation)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 

graph)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 

탄소수가 12가 넘는 Bulk한 제품들의 주요 품질 성

분들인 옥탄가(Octane Number), 끓는점(Boiling 

Point), 점도(Viscosity), CFPP(Cold Filter Plugging 

Point)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로 분석이 어렵지만, FT-NIR을 이용하면 분석이 

가능하다.

정유공정의 Feed나 Rundown은 공정용 분석기들을 

위한 별도의 Sample line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또 분석된 Sample들의 Return도 Pump 등을 

사용하여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비파괴, 

비접촉식 분석인 FT-NIR에겐 큰 장점이 된다. 또, 정

밀한 분석을 위해 Sample flow control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Filter, 정확한 온도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만, ABB FT-NIR은 

여러 모델들이 있어 고객사의 환경 및 투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며, Sample Handling 

System을 포함한 Shelter에 설치되는 Fully extractive 

type의 FT-NIR뿐만 아니라, Field-Mount 타입과 같

은 모델도 있다.

당사 FT-NIR 모델 선정에는 하기와 같은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Process를 흐르고 있는 Sample의 온도나 압력이 

높을 경우나 HF acid Recycle과 같이 위험한 공정 

같은 경우엔 광섬유(Fiber Optic) 케이블을 이용하

여 Pipe에 Probe 등을 이용한 In-situ type의 FT- 

NIR이 권장된다. 고온이나 고압의 Sample은 Sample 

Handling system을 전처리하게 되면 Sample 온도 

및 압력, 혹은 상(Phase)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은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과 함께 분석값의 정확

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적용이 가

능한 모델은 FTPA2000-260X 혹은 TALYS400Ex

이 있다.

  Gasoline 혹은 Diesel Blending과 같은 고부가가치 

공정의 경우 투자수익율(ROI)를 고려했을 때, 공정

용FT-NIR에 대한 투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따

라서, Shelter, Sample Handling System 등이 수반

된 Full package의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교한 Sample 온도, Flow 등을 가능하

게 하고, 더욱 정확한 분석값을 얻게 된다. Blender

라는 별명이 있는 FTPA2000-460 시리즈가 이 경우

에 해당되며,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

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Cell의 Path Length가 0.5 

mm로 근적외선(Near Infrared)의 Combination 구간

(4000-5000cm-1)의 파장대를 볼 수 있게 구현하는

데, 이 구간은 근적외선 구간 중 하이드로카본(Hydro 

carbon)의 가장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

서, 더욱더 정확한 예측 값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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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Crude Distillation Unit(CDU)와 같이 Light 

Naphtha부터 Heavy Gasoil까지 다양한 분석을 해

야 하는 경우엔 Multi channels Type의 FT-NIR이 

적절하다. 최대 8개 Channel을 포함한 FTPA2000 

-260X가 이에 해당하며, 광섬유(Fiber Optic) 케이

블을 이용하여 수백 미터 거리의 원거리 측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은 투자 비용으로 큰 투자수익율을 고려할 때는 

Single Channel FT-NIR인 TALYS 400 시리즈가 

적절하다. Single Channel이지만, Embedded PC와 

Compact한 크기, 그리고 5년 내 어떠한 소모품도 없

다는 장점으로 최근 많은 고객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제품이다.

정유공정 자동화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공정용 FT 

-NIR은 큰 장점들이 많다. 적은 유지보수 비용과 함께 

Multi streams(최대 8개, Stream Switching 시 그 이

상), Multi properties(최대 4~50개)를 분석할 수 있으

며, 1분 이내의 빠른 분석속도가 큰 장점이다.

또 고객사의 투자 규모, 설치 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모델이 제안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유수의 정유사들 뿐

만 아니라 국내 주요 정유사들도 이미 당사의 FT-NIR

을 이용하고 있다.

Process Unit Stream Analyzer format Properties

Crude distillation Feed Fieldmount, extractive TBP, TAN, Density

Crude distillation Rundowns Shelter, F-optic, Extractive(local) ASTM D86, PINA, CP, FP, Aro%

Naphtha cracker Feed Fieldmount, extractive PINA, C-number, ASTM D86

Refromer unit Feed & rundown Fieldmount, extractive PINA, RON, Aro%, Bnz%

Alkylation unit HF acid recycle Shelter, F-optic, Extractive(remote) HF%, water%, ASO%

Alkylation unit iC4 recycle etc. Shelter, F-optic, Extractive(remote) iC4%, nC4/C3 ratio

Gas, oil hydrotreating unit Rundown Fieldmount, extractive Cetane, Aro%, ASTM D86

FCC gasoline hydrotreating unit Rundown Fieldmount, extractive RON, ASTM D86

Gas, oil blender Feed & rundown Shelter, extractive Cetane, Aro%, ASTM D86, CP, PP etc.

Gasoline blender Feed & rundown Shelter, extractive RON, MON, ASTM D86, Bnz% etc.

[그림 2] FT-NIR 주요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