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머슨은 프로세스 가스 분석 및 배출 모니터링을 위

해 조정 가능 다이오드 레이저(TDL) 및 QCL(Quantum 

Cascade Lasers)을 결합한 세계 유일한 하이브리드 분

석기인 Rosemount CT5100 연속 가스 분석기의 출시

를 발표했다. CT5100은 에머슨 CT5000 시리즈의 최

신 작품으로, 다양한 성분의 서브 ppm 레벨까지 감지

하며, 가장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전통적인 연

속 가스 분석기와는 다르게, CT5100은 단일 시스템에

서 최대 12개까지 주요 가스 성분과 잠재적인 오염 성

분을 측정할 수 있어 지역, 주, 국가 및 국제 규제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

CT5100은 소모성 부품과 필드 인클로저가 없고, 수분 

제거를 위한 가스 컨디셔닝이 필요 하지 않는 단순한 샘플

링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새로운 가스 분

석기는 프로세스 가스 분석, 연속 배출 모니터링 및 암모

니아 슬립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에머슨에서 QCL 분석기를 담당하는 제품 매니저인 

Ruth Lindley는 전 세계 규제 요구사항의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 플랜트 내 경험 많은 직원의 감소는 더욱 

-  RosemountTM CT5100, 포괄적인 가스 분석으로 규제 준수를 보장하여  
고가의 벌금이나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 예방

에머슨, 연속 가스 분석을 위한

하이브리드 레이저 분석기 도입

Rosemount CT5100 연속 가스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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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코리올리스 트랜스미터에

네이티브 이더넷(Native EtherNet) 기능 추가

-  네이티브 이더넷을 갖춘 Micro Motion 5700 트랜스미터,  
배선과 스위치 최소화로 시스템 통합 용이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빠르고, 정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차세대 측정 기술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며 CT5100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초 단위 미만의 반응시간으로 복잡한 가스 및 배출

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제공하여 규제 준

수를 보장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벌금이나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 방면의 중요한 다음 

단계를 대표하고 있다 고 말했다.

CT5100은 최신 기술과 높은 신뢰성, 그리고 견고한 디

자인의 고유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저 처프(laser 

chirp) 기술은 근적외선 및 중적외선 범위 내의 가스에 대

한 분석을 확장하며 프로세스 통찰력을 향상하고, 전반적

인 가스 분석 민감도 및 선택도를 개선하고, 교차 간섭을 

제거하고, 반응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처핑 기

술은 최소한의 간섭과 여과, 기준 셀, 또는 화학계기 조작 

없이 식별된 성분의 특이성을 분석하는 고해상도 분광학

을 통해 예리하고 명확한 피크를 생성한다.

에머슨의 Cascade 레이저 분석기를 담당하는 북미 

사업 개발 매니저인 Dave McMillen은 CT5100은 최

소의 것으로 플랜트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설

계되었다 며 고체 성분과 단일 인클로저 내에 6개의 

레이저를 갖춘 독특한 모듈 설계는 분석기의 수명 주기 

내내 시작 및 시운전을 단순화하고 필드 정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 밝혔다.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Micro Motion 5700 트

랜스미터에 네이티브 이더넷(Native EtherNet) 기능을 

추가해 연결성과 기능성을 향상시켰으며, 사용자가 측정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네이티브 이더넷은 컨버터나 어댑터를 추가하지 않

고 트랜스미터에 장착된 이중 이더넷 포트에 직접 연결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것은 이중 포트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다양하게 설정된 여러 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

며, 배선 및 스위치를 최소화하고 공간 및 비용을 절약

해주는 방식이다.  

트랜스미터에 내장된 I/O 채널에는 분산 입력이나 

mA, 주파수 또는 분산 출력이 가능해, 최소한의 장비

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분산 입력은 적산계 재설정에 사용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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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출력은 통합 배치 컨트롤 소프트웨어와 함께 밸브

를 제어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며, 주파수 출력을 사용

해 검증 장비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mA 출력을 사용

해 기존 제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이더넷/IP, Modbus TCP 및 PROFINET

를 포함하는 다수의 프로토콜에서 이더넷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한 쉽고 빠르게 이더넷/ IP 시스템에 연결하고 통

합할 수 있도록, 트랜스미터에 EDS(전자 데이터 시트) 

파일을 삽입해 최소한의 수동 설정으로 계기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게 했으며, AOP(애드온 프로필)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해 시스템 통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미리 설정된 입력 어셈블리를 통해 사용자는 코리올리

스 유량계가 제공하는 정보 중 필요한 것만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트래픽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

담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제품 매니저인 Jason Leapley는 Micro Motion 5700 

코리올리스 트랜스미터는 사용자에게 증명된 가치와 

명백한 차이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우징은 다양한 종류

의 위험 지역 설치에 대한 검증 및 승인을 받아 거친 현

장 환경에서의 견고성이 입증됐고, 설치나 장착 그리고 

유지보수를 할 때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라

고 설명하며, 네이티브 이더넷을 사용하면 현장에 가

지 않고도 쉽게 공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Micro Motion Model 5700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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