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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운트 온도 AIS 센서

어플리케이션 및 산업 솔루션(AIS, Application and Industry Solutions) 온도 센서를
통해 가스화 공정 다운타임 감소 및 안전 개선
결과
. 예기치 못한 중단 감소
. 플랜트 안전 개선
. 처리량 개선
. 유지보수 감소
어플리케이션
가스화 리액터 온도 측정
고객
북미 지역 합성원유 생산업체
문제
이 공정은 유사의 역청(bitumen)을 공급 원료로 사용하며 가스화 기술을 이용해 이것을 합성원유
로 변환한다. 가스화 리액터는 고온 고압에서 가동되며 잠재적으로 수소 등의 위험 가스와 황 등
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공정에서는 65 bar이상(940psi+)의 압력과 1600~1800℃
(2900~3200℉)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가스화 공정은 목표 온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불리한 공정 조건에서는 온도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은 공급 원료에 존재하며 가스화 공정의 일환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금속 온도 센서 안에 매립되어 센서의 전기 특성과
기계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때로 몇 주 안
에 측정 오차와 센서 고장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오염은 센서 seal
의 무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센서가 기계적으로 고장
날 수 있으며 공정 내용물이 플랜트로 방출될 수 있다.
부정확한 온도 측정은 가스화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온도
측정 손실의 결과로 리액터 관리를 위해 추정된 온도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리액터의 무결성과, 나아가 플랜트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온도 측정 손실은 또한 공정 중단과 수익 손실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리액터를 자주 중단하고, 센서를 교체하고, 재가동해야 하기

그림 1. 로즈마운트 사파이어 센서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된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즈마운트 사파이어 센서가 사용되었다. 이 센싱 소자는 사파이어 보
호튜브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사파이어 보호튜브는 2차 세라믹 튜브로 둘러싸여 있다. 이
이중 튜브 설계는 심지어 이러한 극단적인 공정 조건에서도 오염물이 거의 침투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센서의 전기 특성은 열화되지 않고, 센서 정확성은 유지되며, 센서 수명은 몇 주에서 12 ~
18 개월로 연장된다. 로즈마운트 사파이어 센서는 또한 기계적 고장에 강한 듀얼 sealing과 비용
접 커넥션 헤드 구성 기법을 사용한다. 내부 사파이어 튜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듀얼
seal 시스템은 다음 번 공정 중단 일정 때까지 고온 고압 공정 가스를 안전히 보호한다.
이 솔루션은 많은 긍정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가져다 준다. 즉, 정확한 온도 관리가 유지되어 공정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과잉 온도 조건의 위험이 감소하여 리액터의 무결성과 전체 플랜트 안전
이 개선된다. 또한, 센서의 기계 고장 위험이 줄어들어 플랜트 안전이 개선된다. 다운타임이 감소
되기 때문에 처리량이 향상되고, 마지막으로, 중단 상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유지보수의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된다.
제품 정보
Rosemount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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