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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산업 관련 규정 준수
광학 가스 이미징(OGI)를 이용한 규정 준수

고객 당면 과제
세계 각국 정부는 천연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연방 또는 현지 규정을 적용하여 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가스 누출 검사를 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독성 증기 분석기 또는 스니퍼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단, 독성 증기 분석기나 스니퍼를 비롯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매우 노동집약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월
패드나 압축기 스테이션을 검사하려면, 검사를 수천 회나 실시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검사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매년, 분기 별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검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검사해야 할
구성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솔루션
광학 가스 이미징(OGI)은 다른 기술에 비해, 한 결 쉽게 가스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
입니다. 특히, FLIR GFx320과 같은 OGI 카메라는 메탄을 포함한 탄화수소 가스를
측정 즉시 시각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각식 적외선 탐지기와
전용 필터를 사용하여 비산 가스 누출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도
GFx320의 장점입니다. 아울러, 위험 지역 사용 인증 1등급(2부 또는 2구역 지역 사용
가능)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석유가스
산업 관련 규정 준수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에는 FLIR G300a 고정식 광학 가스 이미징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경우, 고정된 장소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으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구역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내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알림을
보내 주기 때문에 점검을 위해 검사원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OGI 카메라는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최대 9배나 빠르게 정확한 문제 위치를
찾아 주기 때문에 천연 가스 업계 전문가가 유지보수나 검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
천연 가스 산업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FLIR OGI 카메라를 활용할 경우, 다른 기기에 비해
정확한 가스 누출 위치를 9배나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EPA의
OOOO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용 압축기 스테이션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 OGI
를 사용하면 하루만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지만 다른 기술이나 기기는 무려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학 가스 이미징 기술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일례로, 미국 와이오밍에 있는 한 기업은 FLIR의 광학 가스 이미징 카메라를
이용해 가스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각종 비용을 5백만 달러 이상(누적 금액) 절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석유가스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FLIR 기술과 제품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lir.com/oilandgas/extraction-production
위 이미지는 설명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www.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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