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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운트 2120

정유회사, 2120 진동포크 레벨 스위치 통해
안전 및 배출 위험 감소와 유지비 절감 실현
결과
. 안전 리스크 감소
. 환경 배출 위험 감소
. 유지보수 비용 감소
. 프로젝트 비용 감소
어플리케이션
Lockdown drum의 액체 고레벨
고객
북미 지역 정유회사

로즈마운트 2120 진동포크 레벨
스위치를 통해 이 정유회사는 액
체가 플레어로 흘러 들어갈 위험
을 줄일 수 있었다.

문제
액체가 플레어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막는 것은 안전과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위
해 플레어의 업스트림에는 고레벨(Hi-Hi 레벨) 감지 포인트가
있다. Hi-Hi 레벨이 감지되면 플레어로 향하는 라인이 폐쇄되
고 공정재료는 Blowdown drum으로 방향이 변경된다.
과거에 Hi-Hi 레벨은 플로트스위치를 통해 감지되었다. 플로
트스위치는 정상 기능을 보장하고 스위치로부터 공정재료를
청소하기 위해 분기마다 정비를 해야 했다. 기능테스트와 청
소는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공정재료는 끈적거
리며 플로트스위치 장치를 뒤덮어 스위치가 Hi-Hi 레벨에 반
응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플로트스위치는 2선식 장치이
다. 이 고객은 전자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배선이나
제어시스템 I/O를 변경하지 않기를 원했다. 스위치가 고착되

그림 1: 로즈마운트 2120 진동포크

거나 오작동될 때 제어시스템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타나지

레벨 스위치

않았다. 플로트스위치는 본질안전 Discrete 입력을 이용해
제어시스템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레벨 감지 포인트에 대
한 대안 솔루션을 제한하였다.
플레어가 사용 중일 때 플로트스위치가 Hi-Hi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면 액체가 플레어로 흘러 들
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정유회사의 발화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한 일시적 배출 위험을
증가시켰다. 고가치의 액체가 손실될 수 있음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처리량이 감소할 수 있었
다. 또한, 플로트스위치를 유지보수하는 데는 스위치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었다. 정유회사
내에는 수백 개의 플로트스위치가 사용되고 있었고, 따라서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했다.

솔루션
이 정유회사는 로즈마운트 2120 진동포크 레벨 스위치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2120 본질안
전화 버전은 전동식 2선식 장치이며 고객이 판독하는 입력은 discrete I/O를 설치하였다. 2120 솔
루션을 구현하는 데는 신호나 전력 배선, 시스템 I/O 변경사항 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 이
진동 스위치는 가동부가 없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공정재료가 스위치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
았다. 로즈마운트 2120은 또한 스위치 고장상태를 체크하는 내부진단기능이 있다 스위치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내용이 제어시스템 상에서 discrete 입력을 통해 감지될 수 있다. 또한, 스위치의 자
가테스트기능은 순식간에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해줄 수 있다.
2120 스위치를 통한 진단은 고장 미감지의 위험을 줄여주었다. 이로써 이 정유회사의 안전 위험
이 감소하였다. 액체가 플레어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줄어듦에 따라 일시적 배출 위험이 줄어들
었고 고가치의 액체 손실 위험도 줄어들었다. 진동포크식 설계는 유지보수비용을 줄여주었으며
유지보수 주기도 분기별 1회 대신 연간 1회로 진행 가능해졌다. 또한, 플로트스위치 대신 2120
진동포크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서, 검사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5분 이
하로 단축되었다. 2120은 기존 discrete 입력에 연결되기 때문에 솔루션 구현을 위한 비용, 시간,
기술이 최소화되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구현됨에 따라 이 정유회사는 현재 회사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플로트레벨스위치를 로즈마운트 2120 스위치로 교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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