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 공장
공정개선 방법론
(ver 1.3)

By 정일영

목적과 절차

(2015.10.21. 수정)

*출처: CMRI ChemLocus, 2015.05.

▶ 대응 전략: 공장측면에서
- Play by the Rules : 자동화/선진화 부서 추진 과제

지식답습*1 타파

Back to the Basic

▶ 석유화학 환경: Commodity Trap에 빠진 상태

자동화

표준화

Case 1
Case 32’
Case

- Change the Rules : 기술개발 부서 부서 추진 과제
(고부가 스페셜티 포트폴리오 확대)
*1 지식답습: 자신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지만 선배나 선임에 의해 들은 것을 바이블로 믿고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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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Case 2”
Case 3

Field Level

Control

Process

Business
(ERP+SCM)

(2015.10.15. 수정)

SCM

Production
ERP
*3
LE Planning
PP QM CO

(Aspen scheduler)

Production Accounting

Alarm
Management

APC 성능 모니터링 (Aspen Watch, CPM)
APC

(Advanced Process Control)

Production Scheduling

운전절차 표준화

(Procedural automation)

Batch
Batch Mgmt
Management

Dynamic simulator
Simulator

(Aspen +)

(Steady State)

(OSI PI)

설비성능관리(ProcessApex)

RTDB

Virtual On-line Analyzer
(Aspen IQ/RQE)

(ExperTune)

DCS

DCS 성능관리
(Yokogawa CEA service)

’15년 중점
’16년 중점*2
*1 RTO: Real-time Optimization, APC: Advanced Process Control, RTDB: Real-time Database,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2 ’’15년도는 기본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솔류션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16년도는 성능관리를 위한 솔류션 중심으로 접근
*3 Polymer 제품관리 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Planning & Scheduling Solution임.(현재 검토만 한 상태이고 추진은 연기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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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접근 방법론
Normal Jump가 아닌 Quantum Jump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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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수정)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Control Loop Performance Check

공정진단
(PlantTriage)

방법#1

공정 운전 개선
(Design & Operating Concept)

방법#2
방법#2

ERC개선

SOP 검토

대상 파악

운전 이슈 검토

Performance
Management

KPI 분석

개선작업 최종 보고회

추가 개선작업
필요성 검토

작업결과 모니터링
(Real-Time)

No

자산화 검토
Yes

개선작업*2

개선안 도출

자산화
Procedure

모니터링
(Real-Time)

설명회 자료
작성*3

업체선정/계약

진단 이슈 도출

No

2차 개선 작업
(최적화)

1차 개선안
도출

1차 개선작업*1
(자동화)

공정분석 결과 설명회,
과제 및 개선안 공유(by TFT)

Commissioning

Detailed
Engineering

Preliminary
Engineering

Kick-off 및 수행계획서 보고회

*1 개선작업: ERC(PID Tuning + DCS Logic optimize) + (Advanced control Tech.) + Simulation, *2 ERC(PID tuning + DCS Logic optimization)
*3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산팀과 최종 보고서를 위해 여러 번 검증 작업을 거침.
생산팀과 협업

신기술 검토
(선진 기술)

Equipment Performance Check*2

표준화
(매뉴얼/표준)

Yes

개선방법
검토

추진팀, 진단 업무

추진팀, 공정개선 업무

문제분석 및 TRIZ 해결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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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슈 검토

신기술 검토
(선진기술)

(2017.10.12. 수정)
* ’공정개선방법론 _ 진행절차’ 연속

문제정의
Function Analysis
(with Trimming)
Design Thinking
(1st Step and 2nd Step)

Benchmarking

Flow Analysis

Process Function
Analysis

RCA
(Root cause Analysis)

아이디어 POOL

* ’Process 보다 Equipment, Tool, 그리고 지그 등에 적용

FOS
(Function Oriented Search)

해결 아이디어 도출
(집단지성 이용)

Yes

아이디어 선정

(TRIZ 방법론)
문제유형에 따라

아이디어 분석
Physical Contradiction

해결 아이디어 도출

Yes

아이디어 정제
Technical Contradiction

해결 아이디어 도출
(브레인라이팅)

ARIZ
(Algorithm of TRIZ)

해결 아이디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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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Yes

『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개선방법
검토

공정설명

1. 목적: ① 생산공정을 이해, ② 주요 공정과 주요 설비 파악
2. 방법: (생산부서 엔지니어에 의한) 설명
(가능한 조업과장과 같이하여 실 운전현황을 듣고 Q&A를 할 수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
3. 점검 포인트:
1) 공정 난이도, 운전모드(Main Feed Flow, 주요 설비)
2) 생산 담당자 역량은 되는가?
3) 생산부서는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4. 준비사항:
- 질의서, P&ID, RTDB*1 Trend Viewer, 운전 매뉴얼
* 질의서 내용:
인원, 최근 판매현황, 제품 국제가 현황, 년차보수(주요 정비 항목), 최근 공정 트러블 현황, 공정 Bottleneck,
Manual 운전율, 엔지니어 여유 등
* Infotrol Technology Batch Process 질의서: Appendix 참조

*1 RTDB: Real-Time Database, AspenTech IP21/OSIsoft PI/Capstone Technology DataPARC/Honeywell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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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개선방법
검토

공정개선을 위한 질문 예)
1. 최근 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수율관리를 하는가?
2. 관리하는 Logic과 방법은 맞는가?
3. 열교환기가 자주 막히는 원인이 무엇일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측정이 가능한가?
4. 운전이 어려운 Column(Tower)이 있는가?
5. 현재 공정에서 사용 중인 스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6. 품질 불량의 원인이 우리 부서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가?
7. 반응기의 Cycle Time 변동폭 변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8. 품질 변수의 변화를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가?
9. 센서들의 고장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10.Compressor 등 고가의 주요설비의 수명을 최대화하면서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상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1. 운전 트랜드가 많이 흔들리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12. 평상시 운전 중 DCS Alarm의 빈도는 어느 정도 인가?
13. 평상시 Boardman의 업무 부하는 어느 정도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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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개선방법
검토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1. 목적: ① 공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② 상세한 공정분석
2. 방법:
1) 공정 데이터 취합
- 가능한 짧은 Scan의 데이터로 최소 한달에서 최대 일년 정도를 취합
- 비정상적인 운전 기간을 문의하여 그 기간의 데이터 활용 검증
2) RTDB를 이용한 공정 분석
- RTDB Trend를 활용하여 운전 상태 및 안정화 정도를 파악
3) 주요 공정 및 주요 설비 분석에 대해 PFD 데이터와 비교
- Material Balance
- Heat Balance
4) 이슈가 있는 부분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생산부서와 Q&A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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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개선방법
검토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3. 점검 포인트:
1) 주요 Flow, Temp., Pressure 운전 Mode는 Auto인가?(manual mode or Auto mode)
2) 주요 공정 및 설비의 포인트별 PFD*1와 현재 운전 데이터 비교(증설 및 증산 고려) 時
Unbalance 부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는가?
P&ID의 Tag name(DCS도 같아야 함)

DCS Tag(RTDB Tag) Unit

PFD 데이터

*1 PFD: Process Flow Diagram, Process Diagram과 물성을 표시함, P&ID 앞부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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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등 보정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Design data와 현재 운전 데이터
의 Gap

『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개선방법
검토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3. 점검 포인트:
1) 주요 Flow, Temp., Pressure 운전 Mode는 Auto인가?(manual mode or Auto mode)
2) 주요 공정 및 설비의 포인트별 PFD*1와 현재 운전 데이터 비교(증설 및 증산 고려) 時
Unbalance 부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는가?
- Design과 현재 DCS 공정 비교(PFD 버전 확인 필요)
- 값 비교 時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단위 등)
- Design과 DCS 현재 계산 Logic 비교(필요 時)
※ Column의 경우,
- 공정 및 운전 Study
- Aspen+(PRO II, HYSIS, etc) Simulation
- Column Temperature Profile
- Control Point
- Press. & Temp. Control Point
- 공정 문제 또는 이슈 사항 검토
*1 PFD: Process Flow Diagram, Process Diagram과 물성을 표시함, P&ID 앞부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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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개선방법
검토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3. 점검 포인트:
1) 주요 Flow, Temp., Pressure 운전 Mode 확인(manual mode or Auto mode)
2) 주요 공정 및 설비의 포인트별 PDF*1와 현재 운전 데이터 비교(증설 및 증산 고려)
Unbalance 부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찾아냄
3) 운전 트랜드를 통해 Oscillation, 안정화 및 운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4) PID Tuning 및 운전 개선 포인트가 있는가?
5) 수율과 관계되는 주요 공정과 설비의 운전 현황 그리고 품질관리 포인트가 있는가?
6)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정 및 설비 파악이 되는가?
4. 준비사항:
- Excel, RTDB Trend viewer, P&ID(PFD), Operation manual

*1 PFD: Process Flow Diagram, Process Diagram과 물성을 표시함, P&ID 앞부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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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현황 파악』 단계
- 공정설명/현황파악과 공정진단은 동시에 시작
공정 설명
(by 생산팀)

Main Process & Equipment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공정 분석 및 운전 현황 파악 (사례#1 PFD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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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