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로즈마운트 5300

SIL2 적합형 유도파 레이더 (Guided Wave Radar) 이용해
발전소의 중단 위험 감소 및 안전 위험 최소화 실현
결과
. 높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위험 감소
. 안전 위험 감소
. 중단 위험 최소화
어플리케이션
초 임계 순환 유동층(circulating fluid bed, CFB) 보일러용 물 예열기와 콘덴서의 증기/물 레벨
고객
폴란드 Bedzin에 위치한 PKE Elecktrownia Lagisza (PKE Lagisza Power Plant)
문제
PKE에 세계 최대의 초 임계유체보일러를 건설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증기 발생 시스템 안에 우수한 안전정지시
스템, 안정성, 신뢰성을 설계해야 했다. 일관적이고 효율
적인 증기 발생은 콘덴서와 예열기의 미세 조정식 운전
에 따른다. 탱크의 레벨이 너무 낮아지면 펌프 손상의 위
험이 있다.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 효율이 감소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차압 레벨 트랜스
미터와 디스플레이서가 사용된다. 고진공/저압력 콘덴서
에서 범위를 이탈할 경우 차압기술은 탱크의 레벨을 믿
을 수 있게 모니터링하지 못하게 된다. Wet Leg 와 Dry
Leg 의 충전높이는 매우 다양할 수 있어 기동 시 측정값
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디스플레이서와 차압
기술은 예열기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밀
도변화에 의존한다. 디스플레이서는 또한 진동과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이 기계파트는 잘못된 측정값을 제공할

그림 1. 콘덴서 레벨 관리에 사용된 로즈마운트 5301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용기

유도파 레이더 (Guided Wave Radar) 3개

는 항상 신뢰성을 요하며 측정 장비는 테스트와 유지보
수가 용이해야 한다. 또한 극단적인 온도와 압력도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고객은 증기발생시스템에서의 신뢰할 수 없는 레벨 측정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발전소는 공정 불안정과 잠재적 장비 손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비용과 유지
보수비용을 높이며 안전 위험을 높인다. 또한, 계획에 없는 중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솔루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KE는 콘덴서 2개, 예열기 8개와
급수탱크에 3중 로즈마운트 5301 유도파 레이더(Guided Wave
Radar)와 단일리드 프로브를 설치하였다. 예열기와 급수탱크의
장치는 연장기간 동안 극단적인 공정조건에 노출될 경우 누설을
예방하고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보이도록 설계된 고온고압(HTHP)
프로브와 함께 설치되었다. 유도파 레이더(Guided Wave Radar)
기술은 밀도변화에 의존하지 않으며 측정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심한 진동을 관리한다. 이 장치는 용기에 직접 부착된
챔버에 장착됨으로써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에 접근할 수

그림 2. 로즈마운트 5301 GWR

있게 했다. 또한, 로즈마운트 5300 트랜스미터는 안전계장시스템

과 HTHP 프로브

에서의 사용 지원 자료를 제공하는 QS 옵션과 함께 구매하였다.
PKE는 로즈마운트 5300 트랜스미터의 성능을 통해 많은 긍정
적은 사업성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시운전 내내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제공하는 유도파 레이더
(Guided Wave Radar) 덕분에 공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획에 없는 중단과 장비 손상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이 줄
어들게 되었고 안전 위험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제품 정보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전력 산업

그림 3. 예열기 탱크의 신뢰할

http://www.emersonprocesscom/solutions/power/

수 있는 레벨측정은 향상된 공정

로즈마운트 5300 시리즈 유도파 레이더 (Guided Wave Radar)

안정성을 제공한다.

http://www2.emersonprocess.com/ko-KR/brands/rosemount/Level/Guided-Wave-Radar/5300Series/Page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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