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BOP계통

로즈마운트 3100 및 2120

원자력발전소, 레벨 관리 통해
안전 및 환경 위험 최소화하고 유지비 절감해
결과
. 안전 및 환경 위험 최소화
. 유지보수 비용 감소

어플리케이션
소모 연료봉 냉각수조의 레벨 모니터링
문제
영국 동부지역 원자력발전소
문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한” 마그녹스 연료봉의 재처리
를 위해 수송하기 전 저장하는 용도로 냉각수조가 사용
된다. 이 냉각수조는 안전한 가동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레벨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냉각수조는 3개의 개
별 섹션으로 나뉘어지며, 각 섹션에서는 백업 고/저 알람
포인트에서 연속적인 레벨 측정이 필요하다.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 수조가 넘칠 위험이 있다. 레벨이 너무 낮으면
시스템 누설의 조짐이 있다.
과거에는 레벨 관리를 위해 버블러시스템이 사용되었고
고/저 알람은 버블러에 의해 발생되었다. 이 시스템은 40
년 이상 설치 사용되었고 시스템 교정의 타당성을 확인
하고 청소를 하여 버블러 파이프에 막힘이 없도록 유지
하기 위해 규칙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했다. 유지보수

그림1. 이 시스템은 설치하기 쉬웠고

엔지니어들은 레벨 측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중복 알람을

유지보수 작업을 덜어주었다.

추가함으로써 냉각수조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알람 모니터링과 연속적인 레벨 측정을 제공하며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로 전송할 수 있는 단순한 솔루션을 원했다. 또한, 액세스가 제한적이었고 레벨 계기 위로 천장
기중기를 위한 여유간격이 필요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냉각수조 구분벽에 고정된 단순 캔
틸레버형 설치판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이 고객은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수조 과충전을 경험했다. 냉각
수조는 약하게 방사성을 띄며 비위험 구역으로 넘쳐흐를 경우 안전 및 환경 위험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레벨 측정은 수조의 새어나감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 안전 및 환
경 위험을 발생시켰다.

솔루션
이 고객은 냉각수조의 3개 챔버에 대한 연속적인 레벨 측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평판에 로즈마
운트 3100 초음파 레벨 트랜스미터 3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 섹션의 고/저 레벨에 대한 백업
알람을 제공하기 위해 3개 분리판에 로즈마운트 2120 진동포크 스위치 2개씩, 총 6개를 설치하
였다. 이 장치들은 모두 낮은 높이여서 기중기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았다. 초음파 트랜스미터와
진동포크 스위치는 원격 제어패널의 24V DC 전원장치로부터 전원을 인가 받아 메인 패널의 PLC
로 직접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 장치들은 모두 루프 동력식으로, 통합이 빠르고 쉽게 되었다. 또
한, 이 장치들은 가동부가 없고 교정작업이 필요 없어 유지보수가 최소화된다.
새로운 레벨관리 시스템은 설치가 쉬웠고 유지보수 작업을 덜어주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해주었
다. 전반적인 시스템 신뢰성이 증가함으로써 과충전과 누설에 대한 안전 및 환경 위험이 감소되
었다.
제품 정보
로즈마운트 석유/가스 계기
http://www.emersonprocess.com/rosemount/industry/oil_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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