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로즈마운트 8800 Vortex

석유가스 생산업체, Vortex 기술로 생산 증대 및 운영비 절감 실현
결과
.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
. 현장 운영비용 감소
. 유정 테스트 및 생산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 유지보수 주기 연장하여 인력 보건, 자산 안전성, 환경
보호 향상에 기여
어플리케이션
생산 및 테스트 분리기의 유체 흐름관
어플리케이션 특징
20~1400psi, 70~150℉(21~66℃)

이제 유정테스트 데이터는 유정이
예상대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고객
미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일류 석유가스 생산업체
문제
이 석유가스 생산업체는 과거 10년 동안 운영비가 거의
700%까지 급등하였다. 이것은 업스트림 세그먼트의 활동
증가와 업계 내 인플레이션 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기계
식 계량기와 같은 구식 기술의 활용 때문이었다.
모든 생산정의 흐름은 액체로부터 가스를 분리하기 위해
생산 또는 테스트 분리기로 흐른다. 이후, 액체는 전통적
으로 터빈미터로 유량을 측정하는 분리기에서 빠져 나온
다.
유량 라인의 찌꺼기 때문에, 기계식 계량기는 회전 블레
이드를 교체하거나 청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였다. 테스트 또는 생산 분리기에 대해 이 계량기

로즈마운트 8800 Vortex 유량계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액체 생산 유량은 측정되
지 못하고 추측되어야 한다.
이 업체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후 예정된 유정테스트에 계량기가 배치될 때까지 일별 유량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장은 특히 많은 물이 생산되거나 적은 기름이 생산되어 유정으로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매우 큰 비용을 초래하였다.
내부 파트의 교체나 청소 작업을 위해서는 대개 매년 1회 단위로 기계식 계량기를 라인에서 제거
해야 했다. 유지보수 인력들은 개방된 생산라인 부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때문에
안전, 보건, 환경 위험이 증가하였다

솔루션
로즈마운트 8800 Vortex 유량계는 이 분리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계식 유량계에 비해 작동수명이 긴 Vortex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가 줄어들었다.
로즈마운트 8800은 가동부가 없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청소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인력들이 개방된 생산라인 부근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안전, 보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위험이 감소하였다. 게다가, 계기의 특별한 바디 설계 덕분에 모래나 다른 물질의 막힘이
감소하며 다양한 연결과 크기가 가능해 대부분의 터빈미터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
로즈마운트 8800의 교체 용이성과 오랜 수명을 통해 이 생산업체는 생산 및 유정테스트 데이터
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엔지니어들은 이제 유정에서 예상대로 생산이 진행되고 있
는지, 혹은 지나치게 많은 물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할 수 있는 유정 성능데이터가 있다.
또한, 기계식 계량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간이 줄고 다른 업무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
로써 현장 운영이 개선되고 생산이 증가하였다.
제품 정보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석유/가스 산업
http://www2.emersoprocess.com/en-US/industries/oil-gas/Pages/OilandGas.aspx
로즈마운트 8800 Vortex 유량계
http://www2.emersonprocess.com/ko-KR/brands/rosemount/Flow/Vortex-Flowmeters/8800MultiVariable/Page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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