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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Flow Measurement 종합 솔루션
이산화탄소 정밀 측정 

유량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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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포집, 이동, 사용, 저장

CO2 사용 분야 기후 보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대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의 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이 환경 
보호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술과 원유 회수 증진(EOR) 
기술을 통해 저탄소 미래가 실현 가능해집니다. CCUS/EOR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센서 솔루션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SICK는 이미 가스 처리 공정의 전 범위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량  측 정  시스 템  |  S I C K8027043/2021-06-17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3

기능  가스 유량 측정

 수송

측정 작업

압축

저장

분리

사용

가스 구성 측정

가스 구성 
측정에서는 
해당 가스 
스트림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체적 측정

수량 
측정에서는 
해당 라인을 
지나는 
가스의 양을 
알려줍니다. 
이는 가스 
유량계에서 
이루어지며, 
측정 값은 
유량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압력 측정

파이프라인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변동을 알리는 
기능은 
중요합니다. 
가스 압력과 
가스 체적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 측정

온도 모니터링
도 압력 모니터
링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
도 변화에 따라 
가스가 팽창하
거나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유량 계산

구성, 수량, 
온도, 압력 
측정치를 
변수로 삼아 
보정 가스 
유량을 
계산합니다.

관리 시스템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모든 측정 
활동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측정 영역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본 플랜트 
제어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다양한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SICK 센서

매일 방대한 양의 가스가 각종 파이프라인을 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은 빈번하게 바뀝니다. 이 때, 가스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소한 
측정 상의 오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리된 가스를 수송, 저장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가스 품질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가스 
내 불순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하거나 변환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량, 압력, 온도 측정, 가스 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열악한 주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때도 많습니다. SICK의 가스 유량 측정 솔루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가스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맞출 수 있습니다. 



유 량  측 정  시스 템  |  S I C K 8027043/2021-06-17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4

가스 유량 측정 종합 솔루션

FLOWSKID  
경제성 관련 측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

 g www.sick.com/flowskid

유량 측정 시스템 종합 솔루션

SICK는 FLOWSKID 및 FLOWRUN 유량 측정 시스템을 통해 가스 유량 측정을 위한 종합 턴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정확도 높은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터링 시스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FLOWSIC600 또는 FLOWSIC600-XT  
가스 유량계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미터링 시스템에 다양한 가스 분석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유량 컴퓨터까지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사용 환경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스 유량계: FLOWSIC600-XT 
완벽한 조합: 모든 상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설치 가능,  
모든 범용 유량 컴퓨터에 연결 가능

 g www.sick.com/flowsic600-xt

가스 유량계: FLOWSIC600 
거래용 이송 및 공정용 가스 유량계

 g www.sick.com/flowsic600

가스 유량 측정 솔루션: 
FLOWSIC100 Flare-XT
플레어 가스 시스템, 석유/천연가스 추출 시스템, 정유소, 
화학 공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가스 유량 측정 솔루션

 g www.sick.com/flowsic100_flare-xt

추출방식 가스 분석기: 
공정 및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맞춤형 가스 분석

 g www.sick.com/gms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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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RUN 
정밀한 측정을 위한 모듈형 솔루션

종합 솔루션 유량 측정 시스템

 g www.sick.com/flowrun

유량 측정 시스템: 
측정 불확실성 최소화. 
정밀 측정. 
개별 확장 가능.

관리 시스템: 
맞춤형 제어 장치. 

 g www.sick.com/flowskid

Shelter Solutions:  
측정/분석 기술 보호 공간

 g www.sick.com/sheltersolutions

 g www.sick.com/flow-x

SICK는 가스 유량 측정 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가스 측정 사용 분야의 요구 

사항을 각각 정확하게 해결하는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분석기는 물론 가스 유량계까지 

모두 설계, 구현 가능: 고객은 세계 어디서나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SICK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CUS 사용 분야를 위한 기타 솔루션:
g www.sick.com/ccus

g www.sick.com/flow-metering-systems

디지털 유량 솔루션: Flow-X 
가스 유량계 및 초음파 가스 유량계에 최적화된 유량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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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FEED 컨설팅:
FEED란 “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를 의미합니다. 문제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 
첫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SICK 전문가가 모든 공정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초기 시스템 구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설계 및 개발: 
생산 비용 최적화를 생각하면서 최종 세부 단계에 
이르는 설계를 완성합니다. 이 단계는 숙련된 
전문가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향후 공정 단계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SICK 프로젝트 관리 팀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보장하고, 
모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제조:
처음부터 SICK를 파트너로 선택했다면 이 단계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하면서 고객의 엄격한 품질 
기준은 물론, ISO, DIN, ANSI, ASME 인증과 같은 
국제 규정 요건도 충족합니다. 

보정 및 통합 테스트 
(공장 인수/사이트 인수): 

보정을 마친 시스템은 보호 수송을 위한 검증 절차를 
거쳐 측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제 고객은 공장 인수/사이트 인수 
과정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및 배송: 
SICK는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스템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사진과 함께 
문서화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바로 배송됩니다. 

커미셔닝: 
SICK는 설치 후 커미셔닝 단계를 지원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고객 사이트의 특정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교육 및 SICK LifeTime 서비스: 
설치된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어떤 문제라도 전담 지원 
전문가가 적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SICK에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의 

진단 및 정비 방법을 교육합니다.

모듈 형태로 최적의 시스템 구성

SICK는 솔루션을 지향하는 360도 전방위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객의 개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스 측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프로젝트 계획부터 평생 정비까지 포괄하는  
프로젝트의 전 범위에서 세세한 개별 맞춤 컨설팅 및 유연한 서비스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SICK라는 하나의 창구를 이용하여 일정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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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맞춤형 셀프 서비스 포털, My SICK
 • 24시간 사용 가능
 • 명확한 제품 정보
 • 기업 맞춤형 가격
 • 편리한 주문 절차
 • 문서 개요
 • 재고 및 공급 일정

지금 등록하세요!
- www.sick.com/myBenefits

서비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파트너, SICK

기기 및 시스템 서비스:  
SICK LifeTime 서비스

최적의 솔루션을 신속하게 탐색
 • 온라인 제품 카탈로그
 • Application solver
 • 온라인 구성 및 선택 도구

편안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더 큰 가치 실현
 • 디지털 고객 교육 - www.sick.com/c/g300887
 •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 cloud.sick.com
 • SICK AppPool - apppool.cloud.sick.com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LifeTime 서비스가 SICK의 모든 제품군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모든 제품을 포괄하는 컨설팅부터 기존 제품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및 설계
보안 및 전문성

제품 및 시스템 지원
신뢰성, 빠른 속도, 현장 지원

검증 및 최적화
안전성, 정기 점검

업그레이드 및 개보수
간소화, 안전성, 경제성

훈련 및 교육
실무 중심의 집중 전문 교육

24
7

http://www.sick.com/myBenefits
http://www.sick.com/c/g300887
http://cloud.sick.com
http://apppool.cloud.s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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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한눈에 보기
SICK는 산업용 지능형 센서 및 센서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400명 
이상의 직원과 50개 이상의 자회사 및 합작사, 그리고 수많은 대행사를 보유하고 있는 SICK는 언제나 
고객 곁에 있습니다. 독보적 제품 및 서비스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제어,  
인명 사고 예방,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한 완벽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SICK는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고유한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SICK는 지능형 센서를 통해 정확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어플리케이션 센터에서는 시스템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으로 시험하고 최적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SICK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개발 파트너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SICK의 제품을 완성하는 것은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SICK LifeTime Services는 기계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안전과 생산성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Sensor Intelligence”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 곁에 있는 SICK.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남아프라카공화국, 대한민국, 대만,  
태국, 체코공화국, 터키, 헝가리,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담당자 연락처 및 다른 소재지 - www.s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