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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랜트 시스템 험도평가 기술

Risk Assessment Technology of LNG Plant System

최송천*†, 하제창*, 이미해*, 조 도*, 장윤석**, 최신범**, 최재붕**

Song-Chun Choi*†, Je-Chang Ha*, Mee-Hae Lee*, Young-Do Jo*, Yoon-Suk Chang**, Shin-Beom Choi**

and Jae-Boong Choi**

록 고유가  에 지 문제 해결 책의 하나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액화천연가스(LNG) 랜트 건설시장

에 한 세계  심이 증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진국의 기술독 에 응하기 해 추진 인 우리나라의 

험도평가 기술개발 방안을 소개하기 한 것이다. 먼  험도평가 기술을 정의한 후 국내외 기술의 특징 

 수 을 분석하 다. 기술분석 결과를 토 로 험도평가 로그램, 비 괴진단 신뢰도평가 기술, 안 기  

통합클래스 개발이라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 다. 이는 정보 기반의 융합기술로써, 다양한 설비 검사  진단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형 최 화 기법을 탑재한 비 괴평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LNG 랜트 모듈

화  효율성 개선을 해 활용될 수 있다.

주요용어: 정보기술, 액화천연가스 랜트, 비 괴평가 신뢰도, 험도평가

Abstract As one of promising solutions to overcome high oil price and energy crisis, the construction market of 
high value-added LNG plants is spotlighted world widely.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is to introduce domestic 
activities to develop risk assessment technology against overseas monopolization. After analyzing relevant specific 
features and their technical levels, risk assessment program, non-destructive reliability evaluation strategy and safety 
criteria unification class are derived as core technologies. These IT-based convergence technologies can be used for 
enhancement of LNG plant efficiency, in which the modular parts are related to a system with artificial optimized 
algorithms as well as diverse databases of facility inspection and diagnosi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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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까지 주로 규모 유 지 를 상으로 추

진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랜트 건설사업은 일본의 JGC(Kellog)와 Chiyoda 

화공건설, 미국의 KBR  Bechtel 등 국제 인 몇

몇 그룹이 기술력과 자 력, 수행경험 등을 기반으

로 세계 시장의 약 80%를 유하며 카르텔을 형

성하고 있다[1]. 그러나 고유가와 에 지 확보 경

쟁 등으로 인하여 동지역을 벗어나 해양  

소규모 유 지역으로 시장이 확 되고 있으며, 천

연가스 생산국 등은 자국의 이익 확보를 하여 

보다 과감한 정책 , 기술 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

다. 아울러 후발기업도 천연가스 개발을 한 독자

 특화기술 개발  선두그룹과의 제휴를 통한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천연가스 수요에 따른 응방안 확보  해외 

LNG 랜트 건설시장의 진입을 한 조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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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LNG plant

수행하 으며, 2008년 가스 랜트 사업단이 출범하

여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필수기술에 한 인 라 구축  해외시장 진출을 

한 기반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다.

LNG 랜트의 경우 다른 요 기간산업설비와 

마찬가지로 설계시부터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하므

로, 해외 선진기업은 안 성 평가 문기업으로부

터 고액의 컨설 을 받아 시공, 리, 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험도 기반 검

사(risk based inspection: RBI) 로그램을 개발하

여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으나, 용 상은 일부 

화학  정유 랜트에 국한된 실정이다. 본 연구

의 목 은 LNG 랜트 시스템 험도평가를 한 

자들의 기술개발 방안을 소개하기 한 것으로

써, 핵심 기술은 6년의 사업기간 내에 개발․ 용

하여 성능과 비용의 개선이 가능한 융합기술을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LNG 랜트 설비 

 배  계통도에 하여 인공지능을 내재한 웹기

반의 최 화 험도평가 모듈을 개발하여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기반의 

LNG 랜트 모듈화 기술에 목시키고자 한다. 

이를 해 엔지니어링 효율성 개선기술과 연계하

여 운  후  유지 리를 한 검사․진단 분

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계통별 안

지수를 산정한 후 열화정보 모듈과 안 기  통

합 클래스를 개발하여 궁극 으로 인공지능형 비

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Fig. 1은 개

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술연계도를 간략히 나

타낸 것이다.

2. LNG 플랜트 위험도평가 사업  

2.1. 사업 추진배경

장기 인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LNG 

랜트 핵심설비에 한 시스템 험도평가 기술은 

고부가가치 성장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2], 

험도평가 범 는 선진국 심의 국제환경 규제에 

따른 처리 공정에서의 안 성 확보와 핵심재료의 

열화특성  기계  물성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기

반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에 응하기 한 규

모 실용화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LNG 랜트 분

야에 용 가능한 RAM 기반의 인공지능형 핵심 

험도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 LNG 랜트 련 인 라 구축: 국내의 경우 

공정  시공 기술은 선진국 비 약 80%의 

수 을 보이고 있으나, 기획, 험인자, 유지

리 기술 등은 약 60～65% 정도이다[3]. 따

라서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를 한 

기술 개발  인 라 구축이 필요하며, 검

사․진단  유지 리를 한 첨단 기능의 

신기술 확보를 통한 안 리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한 기반기술 확

보: 정유․석유화학, 발  분야 공정기술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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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LNG production

진기업과의 기술제휴․도입이 가능하 으나 

규모 고부가가치 랜트 사업인 LNG 분야

의 경우에 선진기업의 기술이  기피로 기술

제휴․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실이다. 

해외 선진그룹들이 독과 을 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후발주자들은 에 지 

효율 향상, 시스템 성능 개량에 필수 인 소

재  장비의 자국화 등을 통해 차별화 는 

경쟁 우 를 할 수 있는 구동력을 확보하여

야 한다.  

○ 통합 기술의 확보  실증  검증: LNG 랜

트 해외시장 진입을 해서는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용 RBI 소 트웨어 개발이 필수

이다. 재 화학공정에서 RBI를 통하여 험

을 차등 리하 다면, LNG 랜트에서는 검

사주기와 비 괴평가 시스템을 연동하여 세계 

최 의 허 (hub)형 기반기술 개발  재료물

성 DB를 구축하여 인공지능형 사  자원

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가 가

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을 진입하기 해

서는 EPC 필수기술(핵심기반+공정+설계/건

설)의 집 과 통합  검증을 통한 인지도 확

산 한 요하다. 

2.2. 시스템 구성 및 특징

일반 인 LNG 생산 로세스는 Fig. 2와 같이 

처리, 액화, 장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요 구

성 설비는 다음과 같다[4-6].

○ 제어장치(apparatus for regulatory control): 

열교환기  폐쇄 루  냉각 사이클을 사용

하여 천연가스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있어, 설정된 생산 값에 

부합하도록 냉각과정을 조 함으로써 생산량 

 온도 모두를 별도로 직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가스터빈(gas turbine): 필요 동력이 최  구

동력을 과할 때 감속되는 유형의 가스 압

축기를 구동하는 장치로서, 압축가스가 지정 

압력에 도달할 때 압력방출 장치를 통해 유

입구로 재순환시키고 이에 의해 압축기를 

통하는 질량 유량이 증가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함

○ 드라이버(driver)  압축기(compressor): 천연

가스 액화시스템은 기구  드라이버와 압축

기의 한 구조를 포함하여 열재생 시스템

이 열효율을 향상시키거나 특정 시동 시스템

에 이용됨

천연가스는 다량의 탄산가스, 황화수소, 수분 등

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  탄산가스, 황

화수소는 장치에 부식을 일으키고, 수분은 공정 

에 가스 유화물을 발생하여 운  의 배 망의 막

힘 등과 같은 장애요인이 되므로 액화공정 이 단

계에서 제거한다. 이 경우, 각 배 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의 열화도에 따른 험도를 괴공학 

 재료공학  에서 고찰하고 미국 석유 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기계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ASME), ISO, NFPA, CSA  AGA 코드 등에서 

제시하는 험지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LNG는 주성분이 메탄인 천연가스를 온

(-162°C) 액화공정을 통하여 부피가 가스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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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risk

약 1/600로 감소하여 보   운송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부분 cold box 내의 액화기술과 기기  

자재로 구성되고, 온 상태의 운 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 성이 매우 요한 

설계인자이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

화수소와 같은 부식성 분 기는 LNG 랜트 설비 

체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질, 검사 요구

사항, 최소 인장강도, 용 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하

며 설계사항은 설계 압력  온도, 허용응력, 품질

계수, 요구두께, 유체, 유연성, 압력방어 등이다. 특

히 액화공정 에는 용 부  인근에서 여러 인자

에 의한 온 취성 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안 운 을 한 험도 산정기술은 매우 

요하다.

3. 위험도평가 기술 분석

 3.1. 개념 정의 및 적용 분야

험요소(hazard)는 사람, 재산 는 환경에 피해

를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고유한 물리 , 화학

 특성을 말한다. 험도(risk)는 어떠한 기회에 의

해서 사람 는 설비에 손상을 입히는 데 원인이 되

는 잠재 인 험성 는 유해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빈도(frequency)와 사고결과(consequence)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시스템으로 정의된다[7]. 

한 신뢰성(reliability)은 주어진 시간 내에 손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며, 유지 리성(main- 

tainability)은 주어진 시간 내에 보수․수리를 수행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8].

험도 기반의 진단  리(risk-based inspec- 

tion & management: RBIM) 기술은 기존의 시간에 

기 한 검사와는 달리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개의 설비와 련된 험도를 손확률

(likelihood of failure: LOF)과 피해결과(conse- 

quence of failure: COF)에 의해 측정 가능한 손실

비용(Risk=LOF×COF)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잠재

으로 험도가 높은 설비에 을 집 하여 검

사  보수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이는 

RAM 기반의 LNG 랜트 모듈화를 한 핵심사

항의 하나이며, 체 설비계통에 한 정성 ․정

량  험도 지수를 평가하고 각 설비에 한 안

지수를 산정하여 비용 고효율의 안 리 시스템

을 구축하는 진단  리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즉, LNG 랜트에서 존재하는 상시 험성에 한 

정량 인 시스템 험도 평가  비 괴평가 시스

템을 구축한 후 인공지능 미들웨어를 탑재하고 

ERP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엔지니어링 요소

기술  핵심인자를 제공함으로써, 형사고 방 

 에 지 자원의 안정  공 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3.2. 해외 기술동향

해외에서는 형 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LNG 랜트, 석유 화학 랜트, 화력  원자력 

발 소에 한 “사용 정성 평가기 ”과 험도 

기반 진단  리 기술개발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Post Construction Code[9]와 

API 581[7]을 개발하 으며, 유럽의 경우 2001년부

터 2004년까지 RIMAP(risk based inspection and 

maintenance procedure for European industry) 

과제를 진행하 다[10]. 이는 시간에 입각하여 설

비를 진단하고 리하던 기존의 개념을 설비 상태 

혹은 험도에 입각하여 진단하고 리함으로서 

비용효과를 극 화하는 개념으로 기술이 발 됨을 

의미한다.

한편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의 기

술 기 을 만들고, 이를 토 로 국제 표 화함으로

서 수출활로를 개척하고 수입시장을 제한함으로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노린다는 것이다[11]. 

로써 미국의 경우 ASME 혹은 API 코드 자체를 

국제표 화(ISO)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유럽의 경

우 에 RIMAP 과제에서 도출된 기술을 토 로 

유럽표 (CEN)을 만들어 ISO화 한다는 계획이 있

다[12]. 험도평가를 한 국외 주요 상용 로그

램의 명칭과 제작회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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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MI
SM

(risk based mechanical integrity): 

Capstone Eng. Services Inc.

○ RDMIPTM(risk-directed mechanical integrity 

program): Aptec Eng. Serv. Inc.

○ RISKWISE: TWI

○ STRAP: Hartfort Steam and Boiler

○ RMPlannerTM: ABS Group Inc.

○ ORBIT: DNV

○ T-OCA: Tischuk International

3.3. 국내 기술동향

우리나라에서 LNG 랜트에 한 험도평가를 

수행한 경험은 없으나, 한국가스안 공사에서 최

로 경유  석유화학 랜트의 험도평가 기술을 

개발하 으며 재 석유화학 분야의 CDU, NCC, 

BTX, PBL, EPS 랜트 등에 용한 경험이 있다

[13-16]. 한 LNG 랜트  인수기지에 한 독

자기술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 까지의 

험도평가 기술 개발 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 소 1, 2호기에서 신뢰성 심 

유지보수(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 기법 시범운

○ 한국가스안 공사가 성균 학교와 공동으로 

험도평가 로그램과 석유화학 랜트 공정 

 장치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으

나, 이외의 험도 련 소 트웨어 개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임

○ 국내 화력발 소의 RBI 평가  정비 시스템

을 구축하여 용 임

3.4. 산업전망 및 고찰

LNG 랜트 사업은 장기 인 에서 국내 

IT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  경쟁력이 확보

되면 지식기반, 성능개량, 특화기술의 순으로 개

되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재 LNG 랜트의 국

내 가치사슬(value chain)은 장탱크  인수기지

에 한정되고 있으며, 액화공정  처리 과정에 

한 엔지니어링 등은 직 으로 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LNG 장탱크의 경우 특허를 가

진 액화공정과는 달리 국제  규격  코드에 따라 

설계, 시공  안 성이 확보될 경우 원가 경쟁력

을 갖추기만 한다면 약 50여기에 이르는 국내 

LNG 장탱크 시공경험을 갖춘 국내 업체들이 충

분히 국제 EPC 턴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LNG 장탱크 련 핵심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장탱크의 용량이 형화 되어가는 추세이

다. 이는 LNG 장탱크의 용량 비 상 인 시

공비용 감을 한 것으로, LNG 랜트 련 산

업 망  책은 다음과 같다.

○ 선진그룹과의 기술 공동연구 모색

▪ 가스 랜트의 보수  시장성  선진기업의 

기술이  회피로 인한 기술 제휴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술의 기본 방향은 

시장성이 큰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와 기존 

기술 우  분야에서 차별화된 특화기술 개

발 필요

▪ JGC  노르웨이 SINTEP 등과의 국제 공

동연구를 통한 비 괴평가 특화기술을 목

하여 IT 기반의 독보  기술 우  선

○ 첨단기술과 융합, 성능 신

▪ 정유  석유화학에서의 험성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는 LNG 랜

트 기반기술에 선행투자가 필요

▪ 엔지니어링 기본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인공

지능형 안 리 로그램 모듈화에 성공하

여 첨단 융합 기술력으로 선진시장 도

○ 고  기술인력 확보  인공지능화

▪ 엔지니어링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기

술을 재교육하고, 체계 인 리를 통하여 

지식기반의 문가를 육성하고, 해외 기술 

 코드를 숙지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

▪ 비 괴평가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확보

하고, 유지 리  진단․보수에 필요한 안

지수별 평가 로그램과 같은 선진 기술 

개발

4. 위험성평가 핵심 기반기술 개발방안

4.1. 개요

LNG 랜트 사업에서는 처리/액화/ 환계통 

 일부 장기술에 하여 설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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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evel of major risk assessment technology

Fig. 5 Technical roadmap for risk assessment of LNG plant system

체 공정별 험도를 장치 설비  배 계통에 하

여 RBI기술을 기반으로 험등 을 정량 으로 산

정하고 LNG 랜트 시스템의 험요소 분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IT 기술을 목한 험도평가 기법

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험도 등 에 따른 설

비  배  진단의 우선순 를 선정하고 최 의 검

사주기를 결정하여, 핵심계통에 한 최신기법의 

비 괴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안 지수별 진단평

가 지침서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RAM 기반의 LNG 랜트 모듈화 기술 개발의 

에서 볼 때 랜트 엔지니어링에 계되는 데이

터, 지식, 그리고 규칙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랜

트를 구 하고 요소부품,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설

계 성능과 시공 합성을 모사․평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인공지능 기반의 모듈화 기술에 목시켜 

ERP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종합  안 리 시

스템을 구 하고 LNG 랜트 안  기  통합 클

래스 코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외 제반 여건

을 고려하여 2013년 이후 선진국 비 90% 수 의 

핵심 기술 확보로 선진기업과 경쟁 가능한 험도

평가 기술 분야의 특화기술 보유국가 진입으로 설

정하 다. 특히 소형 모듈화 기술은 해양에 산재하

여 있는 소형 가스  개발 등 사업성이 폭 증

가할 것으로 망되는 미래 첨단 분야로서, 우리나

라의 기 시장진입을 한 략  과제로 평가된

다. LNG 랜트 시스템 반에 한 험도평가 

기술 구축에 필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험도 기반 안 기  통합클래스 코드

○ 주요 부품소재 열화  강도 DB

○ 험도평가 진단 리기법

○ 핵심계통 비 괴평가 시스템 구축

Fig. 5는 기술개발로드맵을 도시한 것으로써, 각 

분야별로 기술개발 단계  세부 요소기술간 연

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에 따른 세부 목표를 결정

하 다.

○ 1단계(2008-2009): 연구 기반 확립을 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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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킹, 환경 분석,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

기 한 해외 LNG 랜트 타당성 분석 등에 

을 맞추었으며, 선진기술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과 LNG 랜트의 험도평가 

이론정립 등 요소기술에 을 두었다. 특히, 

 세계의 모델로 용하고 있는 ASME, API 

Code  유럽의 각 기 을 조사하여 험분

류 체계에 따른 정성 /정량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단계(2010-2011): 기술의 통합성능을 확

보하는 데 주안 을 두었으며, RAM, 시뮬

이터, 최 화 등 첨단 IT기술의 목과 련

된 기술개발에 을 두었다. 한 LNG 시

스템에 따른 주요 기자재  재료 물성 DB를 

작성하고, 험도평가 랫폼(platform) 구축

에 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3단계(2012-2013): LNG 특화/경쟁기술력을 확

보하기 한 실질 인 성과 확보에 을 두

어 LNG 랜트 험도평가 랫폼에 비 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 기  통합 클래

스 코드를 개발하여 기반기술  ERP 연동성

을 한 인터페이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주

요 단계별로 도출되는 성과를 토 로 합리

인 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2. 위험도평가 프로그램

험도평가 기술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API 581에 기반을 둔 정량  험도평가 

로그램

▪ 정성  평가법과 정량  평가법의 간 벨

▪ 유해 물질의 노출량, 기기 손확률, 발화에 

따른 향  노출 물질의 독성에 따른 

향 등을 고려 험도 순  행렬(risk rank- 

ing matrix)과 검사 계획 도출

▪ 정량  험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 

순서에 따라 제시

- 석유화학 물질의 설속도 계산(release 

rate calculation)

  - 기기 손확률 분석을 통한 기술모듈 하부

인자(technical modules subfactor: TMSF) 

결정

  - 석유화학 물질의 가연성 향 계산

  - 석유화학 물질의 독성 향 계산

  - 험도 계산

○ API 581에 기반을 둔 정량  험도평가 

로그램

▪ 가연성 향, 독성 향, 환경 향  사업 

단 향과 같은 4가지 항목에 한 평가 

수행

▪ 가연성 향과 독성 향 평가에 한 결과 

값은 향지역(affected area)의 형태로 제

시, 환경 향과 사업 단 향 평가는 경

제손실 형태로 결과 값 제시

▪ 정량  험도 계산을 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시

  - LNG의 설속도 계산

  - LNG 랜트의 손확률 계산: 일반 손 

데이터(generic failure data)  장치 수

정 계수(equipment modification factor)

  - 가연성 향 계산: 증기 설에 따른 피해

결과  acid/caustic/amine 설에 따

른 피해결과

  - 독성 향 계산

  - 사업 단 향 계산

  - 경제  험 계산: 사업방해 비용, 장치

손상 비용, 잠재  피해 비용, 환경정화 

비용

  - 험도 계산

  - 인벤토리(inventory) 그룹 유형

  - 각각의 손상기구(감육, 응력부식균열, 

온취성 등)에 한 검사 계획

이상 인 배 설계는 지나친 배 응력, 설 등

을 방지할 수 있다. LNG 랜트 배 의 구분은 

ASME B31.3과 API 570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Fig. 6과 같이 API 581 코드와 연계된다. API 570

은 험등 에 따른 검사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API IRE ChapterⅡ, NFPA704와 API RP 574를 따

르고 있다. API 570에서 확률은 검사와 련된 부

분으로 부식, 강종, 검사기법이 주요인자이다. 사고

결과는 공정과 련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어떻게 

설되어 가는지가 주요 심사이다. 검사의 빈도 

 확 는 열화(degradation), 손확률에 따른 단

순화된 분류, 부식성  사양 변화에 따른 검사

략 등과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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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BI process based on NDE system of 

component and piping

Fig. 7 Application of web-based programs

 4.3. 비파괴진단 신뢰도평가 기술

LNG 랜트 비 괴진단 기술기 과 기법에 

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 로 비 괴진단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비 괴진단 신뢰도 평

가와 련된 신호 처리부와 리부, 그리고 결함 

이력 리부를 시스템에 탑재한 후 이를 기  자료

로 활용하여 신뢰도를 단하는 비 괴진단 모듈을 

개발할 정이다.

 4.4. 안전기준 통합 클래스

2004년 1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LNG 랜트 증

기 보일러의 폭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해서

는 설비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상 인 험도

를 분석하고 비 괴평가를 수행하여 사고에 한 

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평가를 통합하는 클래스를 웹으로 구

하는 통합 평가 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한다. LNG 

랜트 설비는 산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동안에 

단 없는 운 이 요구되나, 노후화에 의한 사고 가

능성이 차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험도  비

괴 평가를 병행하여 용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

화 기술 발달에 따라 Fig. 7과 같이 리자가 가상

실 시스템에서 로그램들을 운 할 수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하여 LNG 랜트의 험도평가 기술

을 확보하고자 한다.

5. 결 론

LNG 랜트 사업은 선진기술과 경쟁이 가능한 

첨단․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핵심 기자재의 성능을 

신하고 모듈화된 응용설계 기술에서 장기 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기술표 과 제도, DB 등 인 라 구축이 필

요하며, 련 기술과 발 방향은 미래 산업발  

망과 국가의 략  수요 분석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도출되어 국가기술지도

에도 반 되어 있다. LNG 랜트 사업은 에 지 

안보를 한 핵심 략기술로서 자원개발과 함께 

종합  안 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 기

술한 바와 같이 에 지․자원 랜트 사업과 함께 

험성 평가에 따른 진단․검사 기법을 용하고 

있는 황을 반 하여 정량 인 지수  리 방안

을 제시하고, IT 기술을 목하여 비용 고효율의 

안 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5

의 석유화학 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RBI 기술을 개발하고 장에 용하여 활용성을 

입증한 바 있으므로, LNG 랜트 시스템에 합한 

험도평가 기술을 개발할 경우 해외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에서 탁 시행한 2008년 랜트기술고

도화사업 “가스 랜트사업단-RAM 기반의 LNG

랜트 모듈화 기술 개발(08가스 랜트B02)"의 일부 

결과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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