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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2040년1까지 전세계 1차 연료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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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가스 외, 기타 에너지원과 재생 에너지원의 생산량은 향후 
50%2  이상 증가하여 전세계 에너지 공급의 2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여전히 약 60%4에 이를 전망이며, 동기간 세계 인구는 
91억 명5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십 억 
인구가 글로벌 중산층에 진입하면서 에너지 집약적 생활방식과  
일상의 편의성 추구, 세계 여행 및 다양한 편의시설 증대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수요를 적절한 공급을 통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
존하는 운영상의 여러 난제에 대한 업계의 해결능력이 무엇보다 중
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작업으로, 비즈니스 
운영 및 가치 창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전환에는 
운영 모델에서 인프라에 이르는 모든 
비즈니스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주요
동력은 수요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경쟁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6. 

-HOWARD KING, RUFUS LE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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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VERVIEW
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무선통신 솔루션   

$27$115

생산비 절감

석유 가격은 2011년 3월 배럴당 최고 115달러에서 2016년 2월 배럴당 
27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8. 이러한 하락세의 회복은 불확실하고 느
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일부 회복되었지만 많은 생
산자들은 여전히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3월
2011

2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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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무선통신 솔루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기술

모든 주요 작업들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 기능이 향상될 경우, 이는 
생산성 증대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
이 탑재된 실시간 통신을 통해 모든 주요 작업자–원거리 내륙 지역
의 탐사 팀, 연안 플랫폼의 해상 탐사 팀, 멀리 떨어진 제어 센터의 
의사결정권자가 연결됩니다. 실시간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계된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신 중추 시설은 각 작업의 말단(Edge)
에서 발생하는 중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며, 기관 내에서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 결과, 
의사결정권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운영상의 효율
을 높이고 위험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본 지출을

최대 20% 

감축할 수 있으며,  
업스트림의 운영 비용을 

3-5%까지 
다운스트림의 운영 비용을
그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7.

-H CHOUDHRY, A MOHAMMAD,
K T TAN, AND RICHARD WARD

맥킨지 컴퍼니

2014년 이래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업계가 
절감한 전체 생산비는 약 440억 달러
(2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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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 개선

비재래형(Non-conventional) 에너지원 탐사와 복합 비축(Complex Reserves) 개발에 대한 수요
가 증대되는 가운데, 업스트림 운영자들은 현재 수익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자본금 1만 달러 당 일일 석유환산배럴(BoE/d) 생산량은 매년 11% 하락한 것으
로 추정됩니다9. 생산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
율성 증대를 통한 투입자본의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기업은 운영 효율을 높일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원격단말장치(Remote Terminal Unit, RTU) 기술을 통해 업스트림 작업에서 발생하는 
기존 데이터 흐름의 포착·통합·분석이 가능하며, RTU 스케일-업을 통해 신규 데이터 흐름 
(정보)와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계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는 최신 
RTU를 통해 석유 및 가스의 생산 과정이 자동화되고 더 많은 현장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어 센터의 적극적 개입 없이도 원격지(Remote Sites)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현장 작업에서 생성된 실행가능하고 개선된 정보를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운영 효율 및 다운타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매달 
10시간의 다운타임이 사라질 경우 기업은 12만 5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12. 따라서  
기업은 호황·불황기를 불문하고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툴과 기술의 활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2015년 업계 연구10에서 밝혀진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주요 세 가지 도전과제

• 여러 소스의 데이터 통합

•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

• 실행 가능한 통찰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석유환산배럴

하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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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무선통신 솔루션   

예측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석유 

40%및 가스 기업 전체의 
가 데이터 관리용  

기본 플랫폼을 갖추고 성능 관련 
통찰을 위한 분석도구를 갖출  
계획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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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강경한 
안전에 대한 요구
플랫폼 탐사에서 유정 봉쇄·화학 처리·수압 파쇄 작업에 이르기까지, 
석유 및 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는 잠재적 위험이 따릅니다. 비용 
통제가 주요 비즈니스의 관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석유 탐사가 심해  
탐사 및 수압 파쇄 등 새로운 비재래형 영역에 편입되면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이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분야에는 다양한 위험이 광범위하게 산재하며, 치명적 피해를 가져오
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는 화재와 폭발, 유독
성 탄화수소에의 노출, 낙하물, 차량 사고, 미끄러짐 및 낙상 등의 치명
적인 사고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탱크의 원격 측정 및 밸브의 원격 운영, 누수 측정, 현장 인력 추적,  
센서를 활용한 현장 인력의 생존 징후(Vital Life Signs) 원격 모니터링 
등 일부 현장 활동의 자동화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사용 및 방폭
(Intrinsically Safe, IS) 인증 장비 사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상
의 안전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 충족

방폭형 무전기(Intrinsically Safe Radio)가 유전 현장 작업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명 기기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통신용으로 고안된 무전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면 팀 구성원 간, 원
거리에 있는 다수의 팀 간에 원활하고 직관적인 실시간 협업이 보장
됩니다. 무전기가 규정된 각도를 벗어나 기울어지거나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특수한 맨다운(Man Down) 기능이 자동  
활성화되어 중앙센터에 경보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위치 추적 기
능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대 무
선통신 기술이 지원하는 다수 고유한 기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통신을 확장하는 것
은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잠재적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인
력을 보호하기 위해 방폭 장비(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S 기준인 
ATEX 및 IEC Ex가 인증된 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적절한 
통신 기술을 적소에 활용할 경우 안전한 운영과 생명 안전이 보장
됨과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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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프라에 대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효율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로의 전환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굴착 장치 제어에 사용되는 신기술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
고, 한때 격리되어 운영되던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 역시 언제든 
공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ABI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기업에 초래할 예상 손실액은 18.7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16.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더욱 현명한 선택

운영기술(Operational Technology, OT)과 미션 크리티컬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를 융합한 차세대 IP 기반 솔루션을 통해 네트 
워크상의 정보가 사이버 탐색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
며, 수많은 필수 장비와 프로세스의 성능에 관한 주요 정보의 추
출이 용이해집니다. 특수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 및 자산의 추적이 가능하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배치된  
작업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권자들은 산업사물인터넷(IIoT)를 통해 예측 정
보를 활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운영상의 안전을 모두 증
진시키는 동시에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에 따르면 지상 근무자 간, 선박 
및 크레인 근무자 간의 무선통신 
활용을 통해 위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13.
-미 노동부

모든 지역과 업계 전반에서 발
생하는 사이버 범죄로 인한 시간
적·자산적 손실은 4천억 달러에 
이르며14, 2019년까지 그 피해액이 

2조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됩니다15. 

손실 
18.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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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효율, 그리고 
안전 증진을 위한 솔루션

보다 현명한 결정을 위한 통합 데이터 정보 관리

산업사물인터넷(이하 IIoT)을 통해 기업은 작업 방식을 바꿀 수 있습
니다. 유전(Oil Field)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센서에서 취합
된 실시간 데이터가 단일 데이터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더
욱 강력한 운영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례로, 유지보수 팀은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사후 대응 방식(Reactive Mode)에서 선제 방식(Pre-
emptive Mode)으로 작업 방식을 변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생산 중단 
상황(Production Distruption)이 줄어들고 고가 장비의 수명이 연장됩
니다. 

IIoT 솔루션은 표준화된 IT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운영 기술(OT),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백오피스 엔터프라이즈 IT 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술을 완벽

히 융합합니다. 당사는 IIoT 솔루션을 통해 다수의 최신 미션 크리티
컬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를 설계, 제공 및 통합하거나, 고객사가 보유
한 기존 무선 인프라를 통합할 수 있다. 강력한 관리 통제 기능과 군
사 등급(AES256) 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암호화가 결합되어 더욱 강
력하고 안전한 정부급(Government-grade) 통신이 가능해지며, 작업 
프로세스의 안전과 효율성 및 주요 자산의 관리가 향상됩니다. 에너
지 시설을 목표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기술에 능통한 테러리스
트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사의 무선통신솔루션의 타당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LTE 무선 광대역을 통한 미션 크
리티컬 음성통신 지원은 종단의 정보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
는 최상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lloT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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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VERVIEW
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무선통신 솔루션   

IIoT

3G/4G

스카다(SCADA) RTU
기업은 유·무선 네트워크, 양방향 무전기 
네트워크, 광대역 및 협대역 기술, 서드 
파티 아날로그, 전화 접속 모뎀,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 3G/4G 공중망 또는 자
가망, 이더넷 등에 RTU를 무제한으로 연결·
관리하여 안정적인 프로세스 자동화와  
자산 모니터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RTU
는 협대역 스카다 통신을 위한 고급 압축
(Advanced Compression) 기능을 지원하여 
데이터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며, 대역폭 
제한 해제(Freed Bandwidth)를 통해 큰 대
역폭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전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M2M 모뎀
M2M 모뎀은 OT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OT  
시스템과 통신하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식 
으로, 강력한 운영 관점과 제어 기능을 제
공합니다. 사용자는 RTU에 프로세스 자동
화 명령을 송·수신하고, 중앙 제어실에서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중요 
정보를 수집하여 자산의 성능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솔루션 파트너 에코시스템
완벽히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업 프
로세스 종단의 센서에서부터 제어실의 소
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이르는 기업의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며, 프로세스 자동화
와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합니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스카다 RTU와 M2M모뎀을 이용하는 IIoT  
솔루션을 통해 메쉬(Mesh), 와이파이(Wi-
Fi),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802.11a, 802.11n, T1, 이더넷(Ethernet), PSTN 
등의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합·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기
반 프로세스 자동화와 모니터링이 가능해
집니다. 

IIoT 솔루션의 
네 가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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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무선통신 솔루션   

융합(컨버전스)의 
완벽한 활용

WAVE 워크 그룹 커뮤니케이션(WAVE™ Work Group Communications)
은 양방향 무선통신 기술 등의 미션 크리티컬 통신 기술과 휴대용 전화기·태
블릿 등의 소비자 기술을 단일 플랫폼에서 완벽히 통합하여, 디바이스 종류
에 상관없이 디바이스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특수 고안된 강
력하고 유연한 통신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
지보수 및 운영 관련 작업자들의 근로 환경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IS) 
ATEX 및 IEC Ex가 인증된 방폭 장비와 미션 크리티컬 무전기는 작업자에게 
주어진 필수불가결하고 검증된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작업자의 위치나 사
용하는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의 종류에 관계 없이, 현장 작업자와 운영 본
부의 의사결정권자가 완벽히 연결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WAVETM의 
IP 기반 솔루션은 이질적인 원천에서 발생한 실시간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
하여 365일 24시간 내내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합니다.

WAVE 
워크 그룹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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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술

미션 크리티컬 LTE  
광대역 솔루션
원격 및 비재래형 석유/가스 탐사는 본질적으로 유목적 성격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골의 벽지나 거주 
불가 지역에서 행해집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험난한  
탐사 환경을 견딜만한 네트워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과 목적 부합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옵션입니
다. 이 같은 까다로운 작업 환경에서는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된 IP 기반 미션 크리티컬 사설 디지털 무선네트워크가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즉각적인 통신 솔루션으로서의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토로라솔루션의 SCADA RTU가 결합된 미션 크리티컬 유·무선 광대역 LTE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권자는 현장의 
작업자들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에 대한 풍부한 통찰과 운영 관련 제어력 확장, 더 나은 결정과 성
과 향상을 가져오며,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향상된 통신 
역량을 통해 위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작업에  배치될 작업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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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대역폭이 부족하고 설치 비용이 높다는 
점이며,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SCADA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정보화·지식화할 경우, 대역폭을 사용해야만 
하는 기업의 고충을 덜 수 있습니다17. 

- CHRIS NIVEN 
 IDC 에너지 인사이트 연구소장 

16 17



SOLUTION OVERVIEW
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무선통신 솔루션   

공공안전 기관이 
신뢰하는 표준기반 
미션 크리티컬 
무선통신 네트워크
모토로라솔루션의 표준기반 미션 크리티컬 디지털 네트워크는 현
재 전세계 다수의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검증
된 시스템과 무전기를 통해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원격 운영 면에서 
비교 불가한 수준의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솔루션
을 통해 사용자는 현장의 작업자와 물리적 자산을 추적할 수 있으
며, 작업 주문서 발급, 생체인식 솔루션, GPS 위치 추적, 여러가지 
맞춤형 솔루션 등의 생산성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
니다. 강력한 관리 제어와 군사 등급(AES 256) 수준의 암호화를 통
해 완벽한 보안과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원격 측정, e메일 게이트
웨이 액세스, 카메라 및 비디오 협업 도구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관리 제어와 군사 등급(AES 
256) 수준의 암호화를 통해 완벽한  
보안과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원격 
측정, e메일 게이트웨이 액세스, 카메라 
및 비디오 협업 도구의 사용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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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석유 및 가스 기업 고객을 
위해 개발·제공되는 솔루션

모토로라솔루션은 가장 
존경받고 있는 글로벌  
10대 대기업과 파트너십
을 맺고 있습니다. 

모토로라솔루션은 고객사가 요청한 운영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으며,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TOP

10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시티에 위치한 알 라지 사우디 
메탄올 컴퍼니(AL RAZI, SAUDI METHANOL COM 
PANY)는 세계 최대의 단일 복합 메탄올 생산현 
장으로, 이곳 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화학 등급 메탄올
의 양은 5백만 여 톤에 달합니다. 알 라지 사우디 메탄
올 컴퍼니는 5개의 플랜트와 거대한 창고 시설 및 응급 
서비스 유니트가 포함된 1.5 제곱 킬로미터 규모의 복합
시설 전역에서 작업 지연을 줄이고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의 디지털 통신 인프라와 솔루션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작업 지연이 현저히 감소하고 직원
들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통신사 라이선스 비용이 60%  
까지 감축되었습니다.

호주 친칠라 지역의 약 4000 제곱 킬로미터  
일대에 분산되어 있는 2500개의 유전을 운영
하는 퀸즐랜드 가스 컴퍼니(QUEENSLAND 
GAS COMPANY, QGC)는 비상시 대응 관리, 
생산성, 운영 효율 향상을 고려하여 당사의 
디지털 무전기(LMR)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3천 2백만 달러 상당의 이 네트워크는 호주 
최대의 디지털 미션 크리티컬 무선통신 네트
워크 중 하나입니다.

당사의 LMR(무전기) 통신 네트워크를 선택한 노르웨이 국영
기업 가스코 애스(Gassco As)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자사 플
랜트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가스
를 유럽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엠덴과 도르눔 지상국
(Emden and Dornum landing stations)이 가스코 노르웨이
(Gassco Norway)사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유한 가스  
파이프라인만 7,975 km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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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SK에너지는 자사 최대의 석유화학 공업 단
지인 울산공장의 안전과 안정적인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토로라솔루션의 디지털 무전기 
(테트라) 네트워크와 방폭 무전기(IS Radio)
를 선택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모토로라솔루션

모토로라솔루션은 100개국 이상에서 10만 여명의 공공안전기관,  
정부 및 산업 고객에게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고객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당사의 
미션에 확신을 가진 14,000명의 직원이 전세계 60개국에서 근무 중입
니다. 

무전기(단말기)와 무전기 시스템(TETRA, DMR)을 포함한 혁신적 솔루
션의 설계와 개발은 모토로라솔루션이 내세우는 강점입니다. 당사는 
세심히 관리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LTE 네트워크 및 장비, 지능
형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보안 등 안전한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를 구
축·관리하여 산업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제품 및 솔루션은 경찰, 소방, 응급 의료 
서비스, 국가 보안, 석유 및 가스, 광업, 운송 및 물류, 교육 및 공공 서비
스 등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솔루션의 미션 크리티컬 설계 철학에는 고속 인간공학(High 
Velocity Human Factors) 연구에서 얻은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고속 인
간공학은 모토로라가 개척한 인지 연구 분야로,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
소통 요구사항을 연구하여 초동대응 대원을 위한 혁신적 제품을 개발
하는데 일조합니다. 당사는 고객 맞춤형 제품 및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
해 현장에서 습득한 정보를 실험실로 가져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
며,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솔루션과 제품, 고객의 목표를 안정적
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델란드에 본사를 둔 보팍(Vopak)의 자회
사인 ㈜한국보팍터미날은 전세계 72개국
에 터미널 140개를 가진 세계 최대 터미널 
체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높은 현장 안전 
기준 확립과 방대한 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한국 내 최우수 터미널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보팍터미날은 당사의 디지털 모토 
터보 DMR 네트워크와 ATEX 인증 무전기를 
선택했습니다.

인도에 본사를 둔 릴라이언스산업
(Reliance Industries)의 잠나가르
에 위치한 정유소 또한 당사의 솔루
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세계 최대의 풀 뿌리 정유 공장으
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60개국에 상주하는 
약 14,000명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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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업무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최적의 디지털 무전기, 모토터보 솔루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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