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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ba에 위치한 Toray Fine Chemicals(TFC)은 일

본 내에서 DMSO(Dimethyl sulfoxide) 및 Polysulfide 

Polymer를 생산하는 유일한 플랜트이다.

이 시설은 폐수처리 공정에 부분적으로 묻힌 네 개의 

콘크리트 피트를 사용한다. 폐수는 각 제조 공정에서 피

트 내로 배출된다. 그 후 생물학적으로 처리된 공공 용

오염 방지에 
무선 유도파 레이더를 사용하여 

에머슨오토메이션솔루션즈㈜

정확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한 Toray Fine Chemicals

•결 과

- 유지 보수 및 점검 시간 75% 절감

- 설치 비용 감소로 100만엔 절약     

- 정확도 향상

- 다운타임의 최소화로 매년 300만엔 절약

•어플리케이션 : 지하 콘크리트 피트 내 레벨 측정

•고 객 : Toray Fine Chemicals, Chiba,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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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구역으로 배출된다. 중간 처리 액체는 피트 내에 남

아 있게 된다.

내용물이 액체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하 피트의 누출

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피트 바닥에서

부터 누출을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트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트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은 일본 법으로 요구된다.

갈라짐이나 손상과 같은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 피트를 비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Toray Fine Che 

micals는 주기적인 “침수(water logging)” 점검을 수행

한다. 침수 점검 중, 피트는 물로 채워진 후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다. 레벨 게이지와 기록기를 사용하여 이 기

간 동안 줄어드는 수위를 측정한다. 이 점검 중에는 일

부 폐수처리 공정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고, 이는 생산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네 개의 피트를 점검하는 데에는 시

작부터 끝까지 이틀이 소요된다.

시험 측정 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수행되는 점검을 

위해 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높다.

솔루션

Toray Fine Chemicals는 각 탱크에 Rosemount 3308 

무선 유도파 레이더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설치가 매

우 쉽고, 빠른 설정이 가능하여 상당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유도파 레이더의 정확성은 기존 시험 장치를 크

게 개선하였다.

Rosemount 3308은 무선이기 때문에 필요 시 설치 위

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wirelssHART 기술은 장애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4-20mA 아날로그 신호 대신 

DCS로의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반복도를 5mm에서 

2mm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전체 점검 시간은 75%로 감소하였으며, 기존 아날로

그 계기 시스템과 비교하여 비용을 50% 절감하며 100

만엔의 비용을 절약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또한 필수 

작업시간을 22시간에서 5.5시간으로 감소시켰으며, 폐

수처리 시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해 연간 300만엔을 

절약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 피트에 설치된 Rosemount 3308 유도파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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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에어로졸 마이크로 누출 탐지 시스템으로 

충전 제조사들은 고객의 엄격한 안전성 및 품질 요

구를 만족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결 과

• 100%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 중단 없이 

   에어로졸 누출의 즉각적인 탐지

•향상된 안전성 및 품질의 상당한 개선

• 분당 60캔에서 120캔으로 라인 작동 속도를 높여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 2개 라인 대신 단일 작동 라인의 사용으로 OPEX의 

50% 잠재적 감소

•누출 문제의 조기 탐지로 수천개 생산 손실 예방

어플리케이션

에어로졸 캔의 온라인 누출 탐지 

고 객

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주요 충전 제조 업체 중 하나

Cascade™ 에어로졸 마이크로 누출 탐지 시스템으로 

규제 준수 보장 및 품질 안전성 향상

  BEFORE

Rosemount 3308의 설치 전 후의 점검 프로그램

  AFT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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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에어로졸 캔이 지나갈 때, 수조 내 거품

을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기존의 누출 탐지 방

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에어로졸 생산라인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많은 에어로졸 브랜드 소유주 및 충전 하도업체들

은 기존 방법을 충전된 에어로졸 내 극소 누출 확인 

법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목표 달성 및 

규제 요구사항 만족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분당 60캔보다 빠르게 작동하는 라인을 충전할 때

는 직원이 수조 내 에어로졸의 누출을 확인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물 속에서 움직이는 캔으로 인해 생

기는 난류 때문에 매 5초마다 생성되는 거품을 확

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생산 중 누출 에어로졸을 

탐지하지 못했을 경우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가스

나 액체의 방출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제품 회수, 

브랜드 명성의 손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안전성 사

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브랜드 업체들의 감사 프로세스 이슈는 하도 

충전제가 동일한 품질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브랜드 업체들에 

의한 충전 계약은 충전제가 극소 누출 탐지 시스템

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솔루션

고객은 엄격한 품질 제어 요구사항을 만족할 뿐만 아

니라, 고객을 위한 높은 품질 및 안전한 제품을 보장

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누출 탐지 시스템을 원했다.

수조에 뒤이어 설치된 Cascade™ CT2211 에어로졸 

마이크로 누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극소 누출을 

위한 정량화할 수 있는 시험 요법을 수행할 수 있

었다. 이 방법은 압력 및 누출 시험과 관련된 규제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한다.

이 고급 시스템은 분당 120캔의 라인 속도에서 작동

하며, 누출되는 캔을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거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품질이나 안전성을 놓치

지 않고, 그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생산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누출의 크기 및 숫자

와 관련된 통계적 일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생산 관련 문제의 추적 및 탐지를 가능하

게 하여, 전체 배치가 영향을 받거나 결함이 있는 에

어로졸 캔으로 생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merson’s CascadeTM Aerosol Micro Leak Detec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