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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ABB PGC5000 도입

-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총유황(Total sulfur) 측정 및 분석

ABB는 최근 총유황(Total Sulfur) 측정에 특화된 새로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모

델인 PGC5007B를 개발하였다. PGC5007은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 모두

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가스상 및 액상시료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PGC는 Process Gas Chromatographs의 약자이다.

Introduction

가스크로마토그래피(Process Gas Chromatographs)는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석기다. 높은 정확도 및 감도를 갖

고 있는 동시에, 사용하기 쉽고 안정적인 분석값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ABB는 이러한 플랜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하기 쉽고 높은 측정 성능

을 갖고 있는 PGC5000을 개발하였다. PGC5000은 디자인 측면뿐 아니라 인터페

이스 측면에서 혁신적인 분석기로서,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모든 타입

의 측정에 적용이 가능하며, 천연가스 및 바이오 가스, 합성가스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분석기다. 

PGC5000은 두 개의 구분된 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제어유닛(Master 

Controller)과 분석유닛(Oven)이 그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PGC5000A Master 

Controller는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통해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터치

스크린 및 터치 마우스 패드로 사용함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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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lligent oven

PGC5000 스마트 오븐은 분석을 함에 있어 온도와 압

력의 전자제어(EPC ; Electronic Pressure Control, DTC 

; Digital Temperature Control)를 통해 최적화되어 있으

며, 분석에 필요한 Method를 프로그래밍하여 시료를 간

단하고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멀티오븐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공정에도 개별

적인 오븐의 사용을 통해 만족스럽고 신뢰성 있는 결과

값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오븐 사용으로 인한 유지

보수의 용이함 및 사용의 편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PGC5000 시리즈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탄화수소의 측정에 이상적이며, 하드웨어

의 모듈화로 인하여 시운전 시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For analysis of total sulfur

ABB는 최근 총유황(Total Sulfur)에 특화된 새로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모델인 PGC5007B를 개발하였다. 

그림 1. PGC5000A Master Controller, 
PGC5000B와 PGC5000C Smart O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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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5007B는 Online ASTM method D7041-04(2010)

을 만족하는 유일한 공정용 온라인 분석기다.

이 분석기는 액상 및 가스 상의 시료에 대해 측정할 수 

있으며, ppb level까지 감지가 가능하다. 또한 천연 가스

뿐 아니라 원유, 원유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연료들, 디젤 

및 바이오가스 등의 다양한 탄화수소 혼합물 분석에 적

용이 가능하다. 분석 전에 Sulfur는 아래와 같이 완벽하

게 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R-S + R-H + Air (O2) ＞ SO2 + CO2 + H2O

공정 스트림으로부터 일정량의 시료가 샘플링 밸브를 

통해 주입된다. Carrier Gas인 Air가 시료를 오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가열로(Furnace)에 이동시켜 위의 열분

해 과정을 통해 CO2 및 H2O, SO2로 산화시킨다. 밸브의  

내부에 환원성 가스가 존재하면, 밸브 내부의 액체시료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성분들은 Packed 

column을 통해 분리가 되고, 높은 감도로 SO2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FPD detector를 통과하게 된다.

A Critical Factor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

는 연료 및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생산에서 총유황(Total 

Sulfur)의 정밀한 측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체 플랜

트의 효율적인 운용은 전체 측정의 정확도와 굉장히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3. 가열로(Furnace)에 직접 삽입된 

가스 시료용 샘플 밸브

그림 2. 분석 다이어그램(시료 주입, 산화, 분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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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STM method D7041-04(2010)를 만족하

는 PGC5007은 총유황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혁신으

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제어된 온도에서 안정된 산

화조건을 갖기 위해 가열로(Furnace)의 디자인은 최적

화되어 있다. 또한 샘플 밸브가 가열로의 몸체에 직접 

삽입이 되어, 산화 공정을 방해할 수 있는 저온 영역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High Sensitivity

황화합물의 분석에 특화된 화염측광검출기(FPD ; flame 

photometric detector)는 Sulfur addition module를 

통해 약 100ppb 내의 Sulfur를 표준 첨가하여 개선된 측

정에 대한 감도와 선형성을 바탕으로 ppm 및 ppb level

에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검출기의 반응은 Sulfur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100ppb의 Sulfur 추가로 인해 

감도를 약 200배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다.

ABB Product Manager인 Baldizzone은 “공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CO2로 인한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광학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황화합물의 직접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전 세계 공장의 성공

적인 설치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주요 투자

를 통해 공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

다.”라고 말한다.

PGC5007B 

: Technical Specifications

1) Perfectly assembled LSV and vaporizer 

액상시료밸브(LSV ; Liquid Sample Valve)는 Capillary

나 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기화된 시료를 LSV에서 가열

로가 있는 오븐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Direct injection of liquid samples

전자제어가 가능한 LSV 및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특

수야금물질과 그에 따른 열전도의 증가로 인하여 기화

가 어려운 몰질량이 무거운 시료에 대해서도 완벽한 기

화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ppm 이하 농도를 갖고 있

는 미량 화합물의 검출 한계를 향상시킨다.

3) Smart OvenTM

완벽한 산화를 위한 오븐온도가 900℃로 시중에 나

와 있는 다른 Total sulfur 분석기보다 낮기 때문에 유

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적인 간격이 넓어지고, 측정 신뢰

성이 향상된다.

4) Flame photometric detector(FPD) 

with photomultiplier tube(PMT)

•스마트 오븐에 사용하기 위한 견고한 디자인 적용

•ppm 및 ppb의 황성분에 대한 높은 감도

•배관의 전자기적 냉각으로 인한 유효 수명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