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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운트 5300

고급 유도파 레이더(Guided Wave Radar) 기술 활용해 제지공장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결과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감소
. 보일러 시스템 효율 증대
. 계획에 없는 중단 최소화
어플리케이션
바크보일러 드럼의 레벨 제어
고객
미국의 주요 제지공장
문제
이 제지공장은 일상적인 기동 과정에서 보일러 트립 문제를 겪고 있었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
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바크보일러는 나무에서 쓸모 없는 나무껍질을 태워 증기를
발생시킨 후 종이 생산에 활용한다. 바크보일러의 안전한 가동과 최대의 열전달을 위해, 보일러
드럼의 레벨은 제어범위 8인치(20cm)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드럼의 수위가 너무 낮으면 수관이
벗겨져 열응력과 손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드럼의 수위가 높으면 물이 증기헤더로 흘러 들어
가 증기터빈이 부식 및 손상될 위험이 있다.
이 제지공장은 보일러 드럼의 레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임펄
스 배관과 차압 트랜스미터를 사용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차압 트랜스미터는 보일러의 최대 작동압력과 온도에 맞
게 교정된다. 보일러가 차가운 상태에서 기동할 때, 물과 증기
의 밀도는 작동온도와 압력에서의 밀도와 다르다. 레그 안의 응
축액 레벨이 같지 않을 경우, 이 밀도차는 레벨 측정값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임펄스 레그의 응축액 레벨 차이가 너무 클 경
우, 보일러는 기동 시 트립이 발생되어 복구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 공장은 일상적인 기동 과정에서 드럼의 레벨 제어를 적절히
하지 못해 많은 부정적인 사업결과를 경험하였다. 신뢰할 수 없
는 드럼의 레벨은 손상된 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높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하였고 터빈으로의 물 유입을 초래하였다.
불안정한 레벨 측정은 보일러의 효율을 줄였고 유틸리티 비용
을 증가시켰다. 또한, 계획에 없는 공정 중단은 곧 생산 손실로
이어졌다.

그림 1: 로즈마운트 5301와 동적
증기 보상기능은 보일러 드럼에 대
해 믿을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한
다.

솔루션
차압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지공장은 로즈마운트
5301 유도파 레이더(Guided Wave Radar)와 고압고온
(HTHP) 단일리드 프로브와 동적 증기 보상(Dynamic
Vapor Compensation, DVC) 기능을 설치하였다. 이 장
치는 챔버에 장착되었다. 트랜스미터 전자부 때문에 플
랜지 온도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하우징은 멀리 설치
되었다. 유도파 레이더(Guided Wave Radar) 기술은 공
정의 밀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동부가 없다.
동적 증기 보상은 증기공간 유전체의 변화를 동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독특한 프로브 디자인과 펌웨어 기능을
활용한다. 이 기능은 낮은 출력에서 최대 출력까지 모든

그림 2: Echo Plot은 모든 공정조건에서 강력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면신호를 나타낸다.

공정조건에서 정확한 레벨 측정값을 제공할 수 있게 한
다.
이 제지공장은 보일러 드럼의 기동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경험하였다.
로즈마운트 5300 유도파 레이더(Guided Wave Radar)와 DVC 기능은 항시 보일러 드럼의 레벨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감소하였다. 안정
적인 출력은 보일러 효율을 향상시켰다. 마침내 보일러의 트립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획에 없는 공정 중단이 최소화되고 생산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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