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 변경을 통한 고소작업 최소화 

삼성엔지니어링/오만 Duqm Project 
 

삼성엔지니어링 Duqm Project는 오만 수도 Muscat에서 남동쪽 550km 지점  

Duqm Refinery & Petrochemical Complex에 위치하며 Petrofac 社 와 Joint 

Venture로 EPC#2 Utilities & Offsite Facilities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원유 처리 

230,000 배럴/日 규모로 Refinery Complex에 Utility 및 Storage Tank 시설 공급 

하며 現 공정률 91.9%로 2022年 10月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림 1] Duqm Project 현장 전경 

 

Duqm Project는 타 화공현장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180m 높이의 Flare Derrick  

Structure와 Riser 및 전체 정유공장 폐수처리 시설과 Tank 47기로 구성된  

Offsite 시설물들로 이는 당사 최대 규모이다. 또한 오만은 인근 중동 국가 대 

비 근로자들의 안전 수준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여 추락 및 낙하 위험이 상대 

적으로 높아 Project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소 작업 최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Flare Stack 및 Tank 초기 설계부터 설치까지 공법 변경을 통해  

고소작업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 Flare Stack → 설계 변경 및 사전 설계 반영을 통한 高 위험 최소화 

특히 Flare Stack은 Value Engineering(V/E)을 통해 위험작업을 최소화한 당사의  

우수한 사례이다. 최초 설계 당시 각각에 분산되어 있던 5기의 Flare Stack을  

※ Ready For Start-Up 

※ Flare Stack 



FEED EIA Report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Location 통합으로 재해석 하였으며 

Client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기의 Flare Stack을 1기의 Derrick 철골 구조물 

에 통합하는 설치방안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고소 작업과 같은 高 

위험 작업 최소화 및 약 63%의 원가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Flare Stack의 설치 높이가 약 180m로 

설치 中 근로자가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Duqm Project는 지상에서 9개의 

Module을 제작하였고 연결 Point에  

Platform을 사전에 설치하여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가설 엘리베이터를 

Flare Stack 시공에 반영하여 이동 통로로 활용 

하였고 이는 이동 통로 用 비계 설치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을 용이하게 하여 양중 작업을 최

소화 및 작업 생산성 

을 향상 시켰다.  

 

□ Tank → 無 비계 공법을 활용한 위험 작업 최소화 

Duqm Project는 Tank 설치 시 無 비계 공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존 방식은  

Tank Shell Plate 설치 時 내·외부 용접 用 비계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고소 작업 증가로 추락 사고의 高 위험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Duqm 

Project는 Wind Girder 및 Welding Car를 Tank Shell Plate에 연결하여 용접 用 

Platform을 만들었고 이는 Shell Plate 높이에 따라 설치/해체가 용이하다. 이로  

인해 Tank에 비계 작업을 Zero 化 하였다. 

 

또한 Tank 보온 작업 時 Trac-Loc 공법을 활용하여 기존 비계 설치 후 개별  

자재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패널형으로 기 제작된 보온 패널을 Man-lift를 사용 

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Wind Girder/Welding Car 활용 및 Trac- 

Loc 공법을 통해 위험작업을 188件 감소시켰으며, 공사기간 35일, 인력 투입  

[그림 2] Flare Stack 설치 과정 

 

※ Tank Shell 용접을 위한 Platform 기능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95%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림 3] Wind Girder & Welding Car(좌) / Trac-Loc 공법(우) 

 

마지막으로 Tank Roof 설치에 Air Rising 공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Roof 

설치 時 Rafter와 Plate간 용접 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단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Roof 양중 用 대형 Crane도 필요 없게 함으로써 위험 작업을 최소화  

하였다. Air Rising 공법은 Tank 내부에서 Roof를 조립하고 Air를 불어 넣어  

Roof를 상승시키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Roof 설치 공사비의 

87%를 줄이고 인력 투입 95%를 감소시켜 고소 작업 위험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4] Tank Roof Air Rising 공법 

오만 Duqm Project를 총괄 PD를 맡고 있는 안창민 전무의 안전관리 철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우선 수립하여 

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공사 中 안전 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또는 매뉴얼 수립 및 안전교육 등의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자세는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Duqm Project의 Flare Stack 및 Tank 설치에 적용한 공법이 이에 속한다.  

Rafter 

※ Rafter : Tank Roof를 지지하는 골조 

※ 600ton 이상의 대형 Crane을 통한 Roof 양중 

※ Project Director 



안창민 전무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Project 초기 단계부터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 Project는 현재  

무재해 27,276,157인시를 달성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Duqm Project는 공사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며 시운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otor Solo Run, Hydro Test 등 주요 위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및 S-PCM과 같은 당사 사전 안전관리 System을 통하여 위험을 

통제하고 감소시켜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 안전의식 및 역량은 Client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Project 마지막 

까지 무재해로 Client를 만족시켜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 상 - 

※ S-PCM : Small Pre-Construction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