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니엘(Daniel) 3415 및 3416 가스 초음파 유량계는 상거래 측정 성능 향상과 

고객의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측정 적응 능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만족하고 있어

에머슨의 초음파 유량계, DNV GL로부터

검침용 미터링 기술 자격 증명서 획득

에머슨오토메이션솔루션즈   다니엘 3415 및 

3416 이중 설정형 가스 초음파 유량계는 DNV GL

로부터 검침용 가스 유량계에 부여하는 기술 자격

(TQ)을 산업 최초로 획득했다. 이는 실제 운전 환

경에서 유량계 성능을 평가하는 위험성 기반 평가

로, 해당 기술이 최상의 검침용 측정 기준을 만족

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준다.

기술 자격은 먼지, 액체, 물질 축적, 설정 변경, 

압력 변화 등이 흔히 존재하는 현장의 운전 조건

에서 미터가 산업의 상거래 및 계약 관련 요구사항

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증서다. 또

한 불안정한 공정 상황을 반영해 값을 보상해주

며, 파울링 발생 시 조기에 경고를 제공해 유량계

의 성능과 측정 정확성을 보증해주는 첨단 진단 

산업 최초로 DNV GL의 검침용 가스 유량계 기술 자격증(TQ)를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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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증해준

다. 더불어 재정적인 리스크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다니엘 초음파 유량계가 가진 견고성과 신뢰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운영 감소를 위해 검교정 주기

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DNV GL의 석유 및 가스부 부사장인 라이브 호

벰(Live Hovem)은 상거래용 유량계에 대한 현재

의 국제 가스 측정 표준은 미터의 설계와 설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필드 환경에서의 성능 부

분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하

며 DNV GL의 기술 자격은 제작사가 제시하는 유

량계의 성능이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실제 운

전 환경이 유량계의 상태와 측정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미터링 시스

템 운영사는 이 근거를 기반으로 재정적인 위험을 

완화하고, 검침 및 상거래 계약 상의 내용을 충족

시킬 수 있어 미터링 스테이션의 신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엄격한 기준인OIML R137 1&2 정확도 

등급 0.5 인증을 받은 다니엘 이중 설정형 가스 초

음파 유량계 3415와 3416은 유일하게 DNV GL의 

철저한 필드 시험을 통과하고, 필드에서의 견고성

을 입증받은 초음파 유량계다. DNV GL 평가 과정

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전 세계

의 규제 기관, 보험회사 및 주요 고객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평가 과정

은 새로운 맞춤형 Fit-for-purpose 기술에도 적

용되고 있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다니엘 초음파 유

량계의 책임자인 롭 세드락(Rob Sedlak)은 고객

들은 특히 리치 가스, 함진 가스, 습성 가스 등을 

측정할 때 공정 조건과 가스 품질에 대해 더욱 많

은 정보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 기술 자격증은 고

객의 요구가 있을 때 에머슨이 얼마나 선도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라

고 말하며 직접 경로로 설계된 미터의 경우 미터 

바닥에 축적된 먼지나 소량의 액체를 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측정에 3415와 

3416 미터와 같이 바디 하나에 반사 경로와 직접 

경로를 갖춘 초음파 유량계를 적용할 경우 측정 오

류나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불안정한 공정 상태를 

탐지하고, 주기 기반이 아닌 상태 기반의 유지보수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니엘 초음파 미터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merson.com/Daniel4Plus2Ultrasonic 및 

Emerson.com/Daniel4Plus1Ultrasonic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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