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ENGINEERING

1)

당사는 전통적 EPC 시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5·5·3 수행혁신을 시행 中
※ Resource 50%↓, 현장 Work 50%↓, 일정 30%↓ (~'23年末)
※ 전사 기준, 2∙2∙1 달성 완료 ('20年末)

설계 부문,

설계 자동화를 통한 리소스 절감 중심으로 추진 中
'21年 상반기 현재,

Resource
절감율
※ ‘18年末 대비 (누적)

과제
현황

※ 3D 모델  2D 도면 추출 시, 후속 manual 작업 ↓
28.9% ↓
※ 2D 도면 없이, 3D 정보를 통해 공사 수행
40.0% ↓

: 리소스 절감율

2)

36.1% ↓

※ 설계 공종別 Automation
System 을 연결해주는 Platform
3)

4)

5)

※ 설계 공종別 설계 자동화 구현
6)

※ 6개 Rule 기반으로 Shop Weld / Field Weld 자동 분류
※ 2D 도면  자동 3D 모델링

1) EPC: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 (공사) 2) EDP: Engineering Data Platform 3) IAP: Instrument Automation System 4) EAP: Electrical Automation System
5) PAP: Process Automation System 6) ARS: Auto Rou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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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기존)

4)

5)

(기존)

(기존)

※ 2D 도면 작업 Tool
※ 사용 용이성 (체계 無) ↓
※ 작업량 多

(개선)

※ 작업량 多

(개선)
※ 본 S/W 를 화공플랜트
산업에 맞게 Customizing
(Customizing 限 특허 심사 中)

(개선)
※ 자체개발(특허 출원 준비 中)

※ 사용 용이성 ↑
※ 완성도 향상에 따른,
Touch-up 작업 최소화

3)

※ Paperless로 인한 휴대성 및 친환경성 ↑
※ AutoCAD 에서 하던 작업을 SSDE 에서 직접진행

※ 일부 설계 도면에 대해, 2D 변환 없이 3D PDF 그대로 제출

1) S3D (Smart 3D): 3D 모델링 S/W 2) Touch-up: 3D 모델로부터 2D 도면 추출 이후, 엔지니어가 도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수정 작업 3) Smart Sketch Drawing Editor (SSDE): Smart Plant 3D S/W
내에서 3D Model 을 2D 도면화하는 내장된 CAD Solution 4) PAC: Package of Paperless Drawings 5) Weldmap: 용접관련 세부 배관 시공 사항이 담겨있는 설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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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末, 설계 혁신 통해 현재 比 70% 인력으로 1兆 추가 매출 달성 목표
* ‘23年 4.5兆 목표

30% 인력은 FEED, 新사업 等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전환
중∙장기 미래

현재

※ 가격 경쟁력, 고객向 다양한 솔루션 제공 측면 등

※ MOU - 롯데케미칼, Baker Hughes

※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8개 기관∙기업 협약체

※ DT, 플랫폼화 등

※ 엔지니어間 품질 차이↓, Rework 율↓
※ 고객向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제공

※ Licensor 에 구애 받지 않는 자체 기술 확보 추진

※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Pilot Plant 기술 지원

1) TEG (Tri-Ethylene Glycol): 가스/정유 탈수 공정에 필요 2) ASU (Air Separation Unit): 공기를 산소와 질소로 분리하는 공정 3)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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