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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운트 3302

유도파 레이더 (Guided Wave Radar) 통해 보다 깨끗한 물을 해양으로 환수
결과
. 너울성 파도조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측정 정확성과 반
복성 제공
. 안전 증가
. 유출과 환경적 피해 가능성 감소
. 유지보수 감소
어플리케이션

이 플랫폼의 목표는 콘덴세이트를

해수에서의 천연가스 콘덴세이트 레벨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어플리케이션 특징: 고유전(80) 유체 상부의 깨끗한 저유

있도록 콘덴세이트의 레벨을 감지

전(1.6~1.7) 유체

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고객
남중국해의 해양석유플랫폼
문제
남중국해에

위치한

이

해양석유플랫폼은

매일

원유

15,000배럴을 생산한다. 환경오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플랫폼은 배출 모니터링과 제어 계획을 다시 고려해야 했고 그에 따라 최우선순위의 “Vent to
Flare”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천연가스와 물은 원유에서 분리된다. 천연가스는 배출되어 플레어스택에서 연소된다. 그러나, 배
출된 모든 가스가 연소되는 것은 아니며 콘덴세이트는 점차 플레어스택 아래 축압기 Vessel의 해
수 위쪽에 축적된다. 이 플랫폼의 목표는 콘덴세이트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의 레벨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이 고객은 총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기계식 플로트를 사용하였지만, 파도에 따른 해수 움직임의
영향을 받았다. 측정값은 신뢰할 수 없었고 잦은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했다.

솔루션
로즈마운트 3302 Guided Wave 레이더는 탱크로의 단일
인입으로 레벨과 인터페이스 두 가지를 측정하며 유체이
동이나 유체특성 변화와 같은 변화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
우 일관적인 출력을 제공한다.
이것은 고객이 “너울성 파도”와 상관없이 해수 상부 콘덴
세이트의 실제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302의 레벨 및 인터페이스 측정값을 바탕으로, 콘덴세
이트는 축압기에서 펌핑되어 연료로 처리된다. 해수는 탄
화수소 오염물이 없는 상태로 바다로 배출된다.

로즈마운트 3302는 레벨과 인터페이스
측정에 사용된다.

솔라패널에 연결된 3300과 RTU가 제어시
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스
템 통합 블록도

Emerson 로고는 Emerson Electric Co.의 상표이자 서비스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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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www.rosemount.kr 을 통해 확인하
세요.

00830-1415-4811, Rev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