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로즈마운트 3095

콩기름 정제업체, Multivariable 유량 트랜스미터 사용해
탄소 대 증기비(Carbon-to-Steam Ratio) 개선
결과
. 천연가스와 증기 유량 정확성 1%로 개선 → 자동 제어
가능
. 증기 낭비 감소
. 설치비용 30% 감소
. 누설지점 30% 감소
어플리케이션
수소 개질기 (reformer)의 천연가스와 증기 측정
어플리케이션 특징: 콩기름 가공. 개질기는 콩기름을 수소
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수소를 생산한다.

3095를 통해 향상된 설치 성능은 유
량 안전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탄소
대 증기비의 엄격한 제어를 가능케
하였다.

고객
중서부 지역 대형 콩기름 정제업체
문제
콩기름을 가공할 때, 수소는 기름을 수소처리 하는데 사용되며 수소 개질기 안에서 증기와 천연
가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유입되는 가스 혼합물의 증기 대 탄소비율은 촉매에 탄소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소 개질기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정의된 설정값 이상의
비율은 증기를 낭비할 것이고, 반대로 설정값 미만의 비율은 촉매를 마모시킬 것이다. 증기 대 탄
소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천연가스와 증기 측정값이 필요하다. 유량 변동이
심하면 수소 개질기는 수동모드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 경우 플랜트는 촉매를 보호하기 위해 증
기 대 탄소비를 설정값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증기를 지나치게 사용할 수 있다.
증기와 천연가스 유량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었다. 밀도 차이를 보상하도록 설정된 기존의 유량 장치에는 3개의 개별 트랜스미터가 필요했
다. 하나는 차압용, 하나는 정압용, 하나는 온도용이었다. 이 3개 트랜스미터의 신호는 제어시스
템으로 전송되었고 여기서는 질량 유량 계산이 진행되었다. 이 방법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부
적절한 성능을 제공한다. 압력, 온도(밀도) 관련 영향과 마찬가지로, 오리피스 유량계수 변화의 영
향 또한 편향오류와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영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량
2~5%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솔루션
증기와 천연가스의 유량은 각각 로즈마운트 3095 MultiVariableTM 트랜스미터와 로즈마운트 68
RTD센서로 측정되었다. 3095 트랜스미터는 완전 동적 보상(full dynamic compensation)을 제공하
기 때문에 편향오류가 사라지고 1%의 질량 유량 정확도를 제공한다. 3095를 통해 향상된 설치

성능은 유량 안전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탄소 대 증기비
의 엄격한 제어를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수동모드 대신
자동제어가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증기 낭비가 줄어들고
작업자들은 다른 작업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향상된 성능과 함께, 3095 Multivariable 유량 트랜스미터는
차압, 정압, 온도 측정을 1개 연선 위의 하나의 장치로 통
합하기 때문에 총 설치비용이 30%, 잠재 누설지점이 30%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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