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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PLC 기반의 LNG 플랜트 Stimulator 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터와 제어 시스템간

의 연계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플랫폼과 구성 요소를 설계하였고 개발 방법론도 정립하였다. 이 설

계안을 기반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제어 로직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LNG 플랜

트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LNG 플랜트 공정 설계뿐만 아니라 건설 및 운전 
단계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

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와 제어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서 제어 로직의 사전 검증 등을 목적으로 
PLC 기반의 LNG 플랜트 Stimulator 를 설계하였다. 전
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 플랫폼과 개발 
방법을 설정하였다. 향후 본 방안에 따라 개발을 완
료하면 LNG 플랜트 동적 시뮬레이터와 제어시스템이 
통합된 전체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천연 가스 액화 공정 

상용급 LNG 플랜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

는 C3MR 액화 공정을 선택하였고 그림 1 과 같이 공
정을 모델링하였다. 

 
 

 

 

 
 
 
 
 
 
 

(그림 1) 천연 가스 액화 공정 

 
 
 

 
3. LNG 플랜트 Stimulator 설계 

그림 2 와 같이 LNG 플랜트 Stimulator 는 PLC 기
반으로 설계하였다. 상용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DCS
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저렴한 PLC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PLC 와 시뮬레이터간의 OPC 통
신 프로토콜을 통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데
이터가 상호 교환되고 이 데이터는 제어 로직을 검증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제어 로직 검증은 상호 주고

받은 데이터가 제어 로직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상대에게 넘겨주어서 판
단 결과에 대처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2) LNG 플랜트 Stimulato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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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LNG 플랜트 Stimulator 개발 프로세스는 
그림 3 과 같다. 통신 방법은 OPC 프로토콜이 많이 
사용되고 I/O driver 나 공정 DB 구축 등이 주요 프로

세스이다. 
 

 

(그림 3) LNG 플랜트 Stimulator 개발 프로세스 

 
4. LNG 플랜트 Stimulator 활용 방안 

설계되어 구축된 LNG 플랜트 Stimulator 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겠지만 가장 주요한 활용 방안은 제
어 로직 검증에 있다고 하겠다. 그림 4 는 액화 공정

상 혼합 냉매 기액 분리 모듈을 예제로 제어 로직 검
증 프로세스 방안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이 방안을 적용하여 제어 로직 검증을 수
행할 계획이다. 

 
 

 

(그림 4) LNG 플랜트 Stimulator 를 이용한 제어 로

직 검증 프로세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PLC 기반의 LNG 플랜트 Stimulator
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터와 제어 시스템간의 연계

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플랫폼과 구성 요소를 설계하

였고 개발 방법론도 정립하였다. 이 설계안을 기반으

로 향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제어 로직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LNG 플랜트의 경제성과 안전

성 확보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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