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일 바디에 트랜스미터와 센서가 이중으로 장착되어 있어 측정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

듀얼 측정이 가능한 

Daniel™ 가스 초음파 미터 출시

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   에머슨은 DanielTM 

3410 가스 초음파 미터 시리즈에 듀얼 제품 라인

을 추가했다. 신제품 라인은 단일 바디에 트랜스미

터와 센서가 이중으로 장착되어 있어 측정 신뢰성

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신제품은 단일 유량계 설치로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자본 예산의 

극대화에 기여한다. 이번에 출시된 3415(4패스 + 

1패스)와 3416(4패스 + 2패스) 가스 초음파 유량

계는 4패스 검침용 미터와 체크 미터를 결합한 형

태이며, 3417(4패스 + 4패스) 유량계는 두 개의 검

침용 미터의 결합으로 완벽한 이중시스템과 동일

한 정확도를 제공한다. 신제품은 2-in-1 이중 설

계로 상거래 측정의 무결성과 기기의 건전성 및 공

정 조건을 공정 가동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하

면서 규정에 적합한 검침 미터로서의 정확성을 제

공한다. 

Daniel 3415와 3416 가스 초음파 미터는 유량 

값을 측정하는 네 개의 수평 코달(chordal) 경로

에 1차 측정값을 검증하는 반사 경로가 추가되어 

DanielTM 3417 가스 초음파 미터 시리즈 중 듀얼 제품 라인

70  계장기술

업체 & 기술동정



미터링에 대한 보다 강한 통찰력과 의사 결정을 위

한 강화된 정보 제공, 그리고 간소화된 유량계 검

증이 가능해졌다. 3416 미터에는 수직 반사 측정 

경로가 추가돼, 액체나 매우 얇은 막으로 형성된 

오염 물질을 감지하여 배관 내벽 오염에 대한 면역

력을 증가시켰다. 직접 측정 경로로 설계된 미터로

는 확인이 불가능한 이러한 오염 물질 감지로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공정 변화를 감지하여 

교정 빈도 감소와 날짜 기반이 아닌 상태 기반에 

따른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특별히 까다로운 상거래 라인에서 측정 신뢰성

과 업-타임을 증가하고자 할 경우 Daniel 3417 가

스 초음파 미터의 장점을 활용하면 된다. Daniel 

3417은 4패스 브리티시 가스 검침용 미터 두 대를 

한 개의 미터 바디에 결합한 형태이며, 듀얼 플레

인(Dual-plane) 설정이 가능하다. 이 설정은 한 개

의 미터로 정확도가 동일한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

의 측정을 하는 것으로 완벽한 이중화된 측정을 

보장해준다. 두 대의 유량계를 설치했던 기존에 비

해 연결 배관, 검교정 및 설치 관련 비용 등을 대

폭 감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3417 미터는 양방

향 측정이 필요한 경계지역에 설치된 기지나, 저장 

관련 어플리케이션, 해양 플랫폼 등의 원격에 위치

한 현장, 그리고 대형 압축기지나 바이패스가 없는 

라인 등에 이상적인 미터다. 

에머슨의 Daniel 초음파 유량계 설계 본부장 

Kerry croeschel은 가스 초음파 유량계 값이 이

동했는지, 언제 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가 우리 고

객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말하며 3417 

미터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유지 보수

가 필요한 경우 상거래용 미터의 대체 유량계로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3415와 3416도 뛰어납니다. 

특히 셰일 가스 분야 운영사에게 가스 품질에 대

한 가시성을 향상시켜 주어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유량계는 OIML R137 MID에서 규정한 

향상된 수준의 엄격한 정확도 등급인 0.5를 인증 

받았다. 또한 특허 받은 트랜듀서 동기화 기능이 

탑재된 이중 일렉트로닉스는 Daniel 가스 초음파 

기술로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두 

미터 사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음향 발화를 조

정하여 가능한 최대 비율의 샘플링을 가능케 하

고, 안정적인 초음파 신호와 최적의 저유량 반응으

로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준다. 

더불어, 모든 미터에는 전자동 진단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MeterLinkTM가 설치되어 있다. MeterLink

는 운영자에게 해석이 쉬운 진단 정보를 제공하며, 

품질 및 미터 성능에 대한 뛰어난 가시성과 비정상

적인 운전 조건 탐지 시 경고 기능을 제공한다. 

Daniel 다중 경로 이중 가스 초음파 미터는 체적 

유량, 질량, 에너지 비율의 교정 값과 실시간 AGA 

10 음속을 계산하여 추가적인 측정 신뢰성을 보장

한다. 이는 공정 조건 변화와 교정 조건에 따른 편

차에도 반복성과 정확성이 보장된 유량 측정을 보

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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