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당진 지역 고객 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자동화 전문 기업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

트(www.emersonprocess.kr)의 Rosemount 사업

부는 지난 6월 14일(화)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국

제관과 6월 16일(목) 당진 파인스톤CC에서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Emerson Connect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Rosemount 사업부는 각각의 산업 현장에 특성

화된 필드기기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한편, 주기

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각 분

야의 전문가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다 진보된 계기의 사용을 

통한 프로세스 공정 개선과 효율 증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절감, 공정자동화 업계의 사물인터넷 전

략인 퍼베이시브 센싱(Pervasive SensingTM) 등 

효율적인 플랜트 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설계 및 운용 시 고객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온에서 활용도가 높은 

Thermal Range Expander, 전단 후단의 길이를 

획기적으로 짧게 적용할 수 있는 3051SFC Con 

ditioning Orifice Plate, 고체 측정 시 3D 시각화로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5708 3D So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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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er, 스마트 플랜트를 가능하게 해 주는 

Wireless 제품, 필터와 트레이 및 포장을 대신하여 

안정적인 표시를 해주고 정확한 DP 측정이 가능한 

3051S Electronic Remote Sensors 소개 등 다양

한 세션으로 꾸며져 큰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Rosemount 사업부의 Bill 

Zhou 마케팅 디렉터는 포항과 당진 지역은 공업

단지로 조성되어 많은 고객사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객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차별화된 Rosemount 솔루션이 

효율적인 플랜트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신제품인 Rosemount CT 

5100 Cascade Analyzer, Rosemount X-wellTM 

Technology, Rosemount Wireless Pressure 

Gauge에 대해 알아본다.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올해 초, 업계 최

초로 무선 압력 게이지를 선보였다. Rosemount 

무선 압력 게이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

으로 필드 데이터를 수집해 운전자에게 변화하는 

현장 조건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작업자의 안

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설 가동에 필요한 유지보

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준다. 일반적인 기계식 압

력 게이지는 과압, 진동, 부식, 극한 기온, 우발적 손

상 등과 계기 자체의 상태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새로 선보이는 Rosemount 무

선 압력 게이지는 압전 저항(Piezoresistive) 센서 

방식의 신뢰도 높은 측정값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공정 조건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업계 최

초의 무선형 Rosemount 압력 게이지는 심플한 디

자인으로 압력 보고/표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

계식 부품을 제거하여 기존 게이지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내장형 배터리로 1분 업

데이트 설정 시 수명을 10년까지 연장시켜 유지보

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Bill Zhou (Rosemount 그룹 아시아 지역 마케팅 디렉터)

Rosemount Wireless Pressure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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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파이프 애플리케

이션 내 프로세스 온도 측정 시 파이프에 써모웰

을 삽관할 필요가 없는 표면 센싱 온도 측정 솔루

션인 Rosemount X-wellTM 기술을 발표했다.

Rosemount X-wellTM 기술은 파이프 표면 온

도와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산출된 정보를 설치 

및 프로세스 파이핑의 열전도율 특성에 대한 해석

과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Rosemount X-wellTM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공

정을 방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프로세스 온도를 측

정할 뿐 아니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된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가 간소해진다. 

사용자는 써모웰을 삽관하기 위해 공정을 중단하

거나 별도의 추가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가 없이 

온도 측정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Rosemount 

X-wellTM기술은 파이프 클램프로 추가하거나 일

반적인 수공구로 설치가 가능하며, 숙련된 기술자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Cascade Technologies QCL 분석기는 산업 프로

세스 제어와 지속적인 배출 모니터링을 포함한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스 분석에 큰 이점을 제공하

고, 맞춤형 니즈에 맞춰 모델 선정을 할 수 있다. 가

장 큰 특징으로는 처프(Chirp) 테크놀로지가 적용

된 것으로 원자와 원자 사이 진동을 감지, 1 to 1에

서 1 to 4로 레이저를 발산하며, 여러 종류의 성분

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QCL은 

전자가 일련의 양자우물들 사이로 이동하며 광자를 

배출하는 반도체 장치이다. 광자의 파장은 레이저의 

이동 경로가 되는 도파관(Waveguide)에 새겨진 격

자(Grating)에 의해 결정된다. 레이저가 켜지고 가열

되면 격자가 확장하면서 광자가 광범위한 파장을 

스캔한다. 주파수 처프(Frequency chirp)라고도 하

는 연속적인 파장의 변화(Wavelength sweep)는 

Cascade Technologies Ltd.의 핵심 특허 기술이다. 

이 기술은 3년 전 Cascade Technologies Ltd.에서 

만들어졌으며, 에머슨에 합병되면서 산업 최초로 가

스 분석기에 적용되었다. 또, FROST & SULLIVAN 

2016 BEST PRACTICES AWARD를 수상하였으

며, ISA에서 혁신적인 분석기로 등록, 논문도 발표

하였다.

Rosemount X-well™ Technology

Rosemount CT5100 Cascad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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