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

지먼트가 파이프 어플리

케이션 내 프로세스 온

도 측정 시 써모웰 프로

세스 침투를 필요로 하

지 않는 표면 센싱 온도 

측정 솔루션인 Rose 

mount X-well 기술을 

발표했다. 이 솔루션은 

잠재적인 누출점을 제

거하고 사양, 설치 및 

유지보수를 간소화하

면서 정확하고 반복 가

능한 내부 프로세스 온

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Rosemount X-well 기술은 Rosemount 648 무선 온

도 트랜스미터(Wireless Temperature Transmitter) 

및 Rosemount 0085 Pipe Clamp Sensor Assembly에 

적용될 수 있다. 이들 부품은 함께 작동하며, 트랜스미

터의 열전도율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세스 온도를 산출

한다. Rosemount X-well 기술은 파이프 표면 온도와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산출된 정보를 설치 및 프로세스 

파이핑의 열전도율 특성에 대한 해석과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Rosemount X-well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프로세

스의 침해나 침투 없이 정확하게 프로세스 온도를 측정

하여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설치와 장기적으로 간소화된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써모웰을 설계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유

지할 필요가 없다. Wake Frequency Calculations 뿐

만 아니라 재질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올

바른 삽입 길이 및 필요한 프로파일도 제외하였다.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선임 기본 설계 엔지

니어인 Jason Rud는 Rosemount X-well은 써모웰과 

유사하게 정확한 프로세스 온도를 제공하면서 비방해

적 표면 측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재의 표

면 온도 센싱 기술은 주변 온도에 쉽게 영향을 받는 표면 

측정치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Rosemount X-well 기술

은 프로세스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외부 조건들을 보정

할 수 있다고 전했다.

Rosemount X-well 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

는 어플리케이션에는 파이프라인, 고유속, 슬러리, 고

미립자 유체, 유정, 정지세정(CIP) 프로세스, 석유&가

스 내 고점성 유체 및 HARSH 프로세스, 화학, 정제, 

식음료, 금속, 채광 및 펄프제지 업계 등이 있다.

-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온도 측정을 제공하면서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간편

-  써모웰이나 프로세스 침투의 필요 없이 프로세스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완전한 포인트 솔루션인 RosemountTM X-wellTM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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