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머슨 및 미국 내 온쇼어(On-shore) 업계 벤치마크 

회사들이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오

퍼레이터들이 첨단 자동화 기술과 신규 공정을 채택함

으로써 평균에서 최상의 퍼포먼스인, Top Quartile을 

달성하고 연간 최대 70억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낮을 수록 길어지는” 유가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은 

작업 공정에 전문성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운영 효율성을 향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 사물인터

넷(IIoT) 기술과 디지털화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

다. 에머슨의 운영상의 확실성 프로그램(Operational 

Certainty)은 석유 및 가스 오퍼레이터들이 목적에 맞

고 확장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화 전략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머슨은 평균 운영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석유/가스 플랜트의 수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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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수익성이 10% 

향상될 것으로 예측한다.

분석에 따르면 보다 높은 생산률과 낮은 운영리스비

용(LOE) 및 안전 위험의 감소가 전반적인 운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의 

개선은 액체에 집중된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오퍼레이터

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며, 이들이 Top Quartile 성과

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Top Quartile 이

란 동종 업계 회사들과 비교하여 상위 25%의 영업 및 

자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뜻하며, 다양한 기능에 걸

친 작업 공정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머슨은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오퍼레이터들이 운영 

활동들을 가변적으로 빠르게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핵

심 기술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  자동화된 생산 감시, 모델링 및 분석으로 생산을 최

적화하고, 생산된 유체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손실 관리

•  분석 및 자동화 진단을 활용하여 LOE를 낮춤으로써 

장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각 유정(Well)에 대한 비

용을 보다 잘 파악

•  대응적 유지보수가 아닌 처방적 유지보수로 HSSE(보

건, 안전, 보안, 환경)를 개선하고 작업자의 유해 노

출을 감소

첨단 자동화 기술은 사물인터넷(IIoT)과 기타 변환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퍼베이시브 센싱(Pervasive 

sensing)을 통해 얻은 실시간 정보에 기반해 운영 활동

을 최적화한다. 또한, 이 데이터를 강력한 표준 분석 어

플리케이션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화하는 

조건에 빠르고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오퍼레이터들에게 진단 능력과 데이터 통찰력을 

제공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보다 나은 의사 결정

을 내리고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의 석유 및 가스산업 프

로그램 부문 부사장인 Chris Amstutz는 “오퍼레이터

들은 생산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절감을 어떻게 달성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한 

예로, 잘못된 유정에서 시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과 관련된 최신 Reservoir 모형 데이터를 사용하

여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탐사 및 생산의 디지털화는 결국 더 높은 생산율과 

낮은 LOE, 안전 위험성의 감소를 뜻한다. 에머슨의 운

영상의 확실성 컨설팅 그룹(Operational Certainty 

Consulting Group)은 현장 성능에 대한 실행 가능하고, 

시기 적절한 통찰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원격 현

장 인텔리전스로 인력을 활성화함으로써 HSSE 위험을 

최소화하며, 작업 프로세스와 물류를 최적화하여 LOE를 

낮추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http://www.emerson.com/en-us/news/automation 

/1804-emerson-study-unconventional-oil-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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