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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프로세스 계기의 사용은 모든 화학 제조 환경에서 중요하다. 다양한 

유닛에 걸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런 계기들은 온갖 프로세스 변수를 측정하며, 

선박 및 파이프 내부 세계에서 오퍼레이터의 눈이자 귀가 된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과 적절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은 유량, 레벨, 온도, 압력 및 기타 측정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유형

의 계기에 적용된다. 이들 계기는 압력뿐만이 아니라 유량과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압력의 측정은 설치의 어려움과 다른 문제들로 인해 어

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 압력 계기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으며, 특히 안정적이고 정확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잠시나마 압력이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사용자는 어

플리케이션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압력 계기는 물과 같이 알려진 밀도를 가진 액채로 일

부 채워진 U자형의 튜브인 마노미터다. 양쪽 끝이 모두 대기로 열려 있으면 액

체 슬러그의 양측은 동일한 높이가 된다. 압력이 한쪽 끝에만 가해지면 압력이 

가해지는 곳으로 액체가 내려가게 되고, 반대쪽에는 올라가게 된다. 이런 높이 

차이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측정 유닛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Wally Baker 

Rosemount 압력 트랜스미터 

글로벌 컨텐츠 마케팅 매니저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 압력 계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특히나 골치 아픈 어플리케이션에서 

   측정 능력을 높일 수 있어

어려운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압력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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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지 않은 대기보다 높은 압력이 양쪽 끝에 가해

지면, 더 높은 압력이 더 낮은 압력을 압도한다. 액체 슬

러그의 양측에 두 개의 동적 압력 소스가 가해지는 것이

기 때문에 이는 차압(DP)이라고 할 수 있다.

압력 측정은 각기 다른 위치에 대한 차등 측정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기준점은 게이지 트랜스미터의 

경우 대기압, 절대 압력 트랜스미터의 경우 진공, 또는 

DP 측정치의 경우 기타 프로세스 위치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이지 또는 예를 사용하

지만,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절대 압력 측정치가 필

요하다.

압력 계기란? 

마노미터 관에서는 액체가 압력을 시각적으로 나타

낸다. 압력 계기를 사용하여 다이어프램은 마노미터 관 

내 액체 슬러그를 기본적으로 교체하며, 변위량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다이어프램과 그 측정 방

법은 센서를 구성하고, 압력에 비례한 전기 신호를 만

들어낸다.

압력 계기와 그 구성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자(그림 

1). 프로세스 압력의 측정 시에는 센서가 신호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격리 다이어프램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액체, 가스, 슬러리 또는 기타 매체가 필요

하다. 그림 1의 예제를 보면, 압력이 가해졌을 때, 격리 

장치는 대개 석유인 충전 유체에 압력을 가하여 센서를 

움직인다. 그 후 센서의 움직임은 트랜스미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이 측정 방법은 움직이는 다이어프램과 정지된 표면 

사이의 정전용량이 측정되는 용량성 측정이거나 센서

에 가해지는 압박에 따라 굽힘이 나타나는 기계적 측정

으로 나뉜다. 센서의 주요 기능은 작은 기계적 움직임

을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후 이들 신호는 보

통 트랜스미터 내에서 수학적으로 전환되어 압력 측정

그림 1. 차압 계기의 내부 작업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1. Pressure is applied to flexible 
isolating diaphragms

2. Pressure is transferred from diaphragms 
to sensor via internal oil-filled system

3. Sensor and electronics board converts 
pressure readings into an electrical signal

4. Transmitter electronics convert electrical 
signal into required output protocol as well as 
perform additional diagnostics and functionality 

5. Pressure readings is sent to control 
system via analog, bus or wireles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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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나타낸다. 계기의 최종 출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마노미터나 부르동관 게이지와 같은 단순한 압력 측

정 장치의 경우, 흔히 프로세스 유체가 계기 내로 흘러 

들어가 센서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과 같은 

비부식성 유형의 어플리케이션에 잘 맞는다. 이런 센서

의 단순한 예는 보통 대기를 말하며, 그러므로 게이지 

측정치를 나타낸다

센서의 비프로세스 측면의 공기가 빠져나가 진공 상

태가 되었다면, 절대 압력 측정을 산출하게 된다. 절대 

압력 측정치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기 압력을 

빼는 것으로 전통적인 게이지 값을 보정하는 것이다. 

DP 계기의 경우, 다이아프램의 뒷면이 두 번째 프로세

스 압력 유입구에 연결된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센서의 처리되지 않은 

신호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 계기는 신호를 처

리하여 Bar, PSI 또는 얕은 물과 같은 표준화된 형식이

나 공학 유닛으로 전환한다. 이 프로세싱은 압력센서가 

비선형이고,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랜스미터는 온도 조건에 대한 압력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최소 하나의 온도센서를 포함한다.  트

랜스미터는 흔히 이 추가적인 측정을 디지털로 가능하

게 한다. 트랜스미터 내 프로세서는 이 정보를 디지털 

프로토콜로 전환하여 트랜스미터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압력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HART™ 프

로토콜의 4-20mA 출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트랜듀서로 불리는 작고 저렴한 압력 장치의 경우, 센

서 및 트랜스미터가 연결을 위한 나사선 유입구 및 배선 

피그테일과 함께 모두 하나의 콤팩트형 하우징에 내장

되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화학 프로세스 설비의 경

우, 압력 계기가 보통 매니폴드 내부의 센서와 함께 DP 

설정으로 설계된다. 임펄스 라인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침투로부터 연결을 할 수 있다. 게이지 압력 어플리케이

션에서 사용 시, 두 번째 연결은 대기로 개방된 채로 두

게 된다. 매니폴드 설정(그림 2)은 임펄스 라인을 차단하

고, 블리드(Bleed)하기 위한 밸브를 갖추며, 유지보수를 

간소화할 수 있다.

프로세스가 특히 뜨겁거나 유체 특성이 위험한 일부 

상황에서는 억제가 매우 중요하며, 임펄스 라인은 바람

직하지 않다. 프로세스 침투에 원격 실을 설치할 수 있

으며, 계기로의 연결은 원격 실 라인을 통해서 열 조건

으로부터 민감한 전자 장치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석

유, 불활성 액체 또는 기타 유체로 채워질 수 있다(그림 

3). 또한, 이들 실 라인은 온도 장벽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압력 정보는 파이핑 또는 선박 내 프로세스 유체

를 억제하며, 충전 유체를 통해 유압적으로 센서로 전

송된다.

분리기를 사용하여 트랜스미터 전자 장치를 프로세

스 연결로부터 분리하는 유해한 환경에서의 설치에도 

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원격 실은 하나 이

상의 추가적인 프로세스 보호 레이어를 더하며, 이는 

부식성이 강한 설비의 경우 특히나 중요하다. 다이어프

램이 고장 나서 프로세스 유체가 빠져나간다면, 덜 강

력한 계기의 경우 프로세스 유체가 하우징을 따라 전기 

도관을 흘러 지나가 연결 포인트나 포인트 사이의 어떤 

부분에 도달한다. 고급 트랜스미터는 이중 칸 하우징으

로 된 분리를 제공하여 루프 연결 측면에서 센싱 측면

을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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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터

트랜스미터는 전반적인 압력 계기에 통합되며,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당한 양의 전자 장치를 포함하고 있

다. 이들 장치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으로 특정 어플

리케이션을 위한 장비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랜스미터 내 전자 장치는 처

리되지 않은 센서 정보를 취하여 이를 압력 정보로 전

환한다. 센서 유형에 따라 이 교정은 센서 비선형성과 

온도 보정과 같은 사항을 다루며, 트랜스미터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기능들도 제공한다.

많은 경우, 압력 트랜스미터는 압력 측정치의 교정을 

위해서 압력 측정 포인트 근처에 온도 센서를 필요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자 장치가 프로세스 온도 센서

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량 계산 시 프로세스 온도 

교정이 요구되는 다변수 DP 유량계에 있어 매우 유용

하다. 이들 온도 및 압력 측정은 흔히 2차 변수로서 제

공되며, 자동화 시스템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된다.

또한, 트랜스미터는 압력 정보를 아날로그 전류나 전

압값 또는 디지털 신호일 수 있는 출력 신호로 전환해

야 한다. 아날로그의 경우, 4-20mA가 가장 흔한 트랜

스미터 인터페이스이며, 보통 아날로그 신호에 중첩된 

디지털 HART 데이터를 포함한다.

디지털 신호는 흔히 FOUNDATION Fieldbus™, Profi

busⓇ PA, WirelessHARTⓇ 또는 기타 산업 프로토콜이

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의 일부 필드 계기는 단순한 아날

로그로 대부분 아날로그 및 디지털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디지털 능력을 통해서 이들 계기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정, 2차 변수 및 중요 진단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변수를 전송한다.

그림 2. 매니폴드는 정기적인 정비 활동을 돕는 
다양한 설정을 갖추고 있다.

그림 3. 이 원격 실 설정은 프로세스 유체와 
직접 접촉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압력은 
불활성 유체를 통해 압력센서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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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기능의 유연성을 갖춘 압력 트랜스미터를 통해

서 사용자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

정할 수 있다. 

•범위 : 압력 센서는 정해진 유효 측 범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랜스미터는 범위다운(Range 

-down) 능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더 광범위한 센서 

범위를 가진 트랜스미터가 낮은 압력 요구사항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만족할 수 있도록 범위를 낮출 수 있다. 

이 범위다운은 정확성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아주 낮은 

압력 변화에서도 충분한 측정 감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센서가 0-250인치의 물의 유효 작동 범

위를 갖고 있으면, 0-26인치의 물을 측정하기 위해 이

를 사용하는 것은 10:1의 타당한 범위다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범위가 더 낮은 값으로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센서의 기계적 특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느 정

도의 정확성이 손실된다. 보다 광범위한 범위다운 능력

을 갖춘 장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압력 계기 재고자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 

•진단 : 일부 압력 계기는 주변 환경과 프로세스에 일

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 정상 작동 패턴에 익숙해지고 상

태의 변화가 생길 시 오퍼레이터에게 경고한다. 트랜스

미터는 또한 스스로를 모니터링하여 내부 부품의 변화를 

찾는다. 디지털 계기와 같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면, 자동화 시스템과 오퍼레이터에게 변화 및 진

행 중인 문제들을 보고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온도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센서 기술은 흔히 온도

의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계기는 민감한 전자 장치

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 작동 온도 범위와 교정이 가능한 

적절한 프로세스 온도를 갖추고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

션은 센서 및 전자 장치에 있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글 후반에서 다

룰 것이다.

•프로토콜 : 압력 계기는 필드에서 자동화 시스템으

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통신과 같

이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필드버스 프로토콜의 경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정보가 제공된다. 기능 추가 시 더 많은 설

정과 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정교함은 더 많

은 복잡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프로토콜의 선택

은 흔히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다. FOUNDATION 필

드버스 계기는 메뉴를 통해서 HART로 변경될 수 없다. 

그러나 외부 장치를 통해서 무선 연결을 추가하여 

WirelessHART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

으며, 구성 설정보다는 하드웨어 부품에 의해 정의된다.

•유해 장소 요구사항 :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적인 필

드 계기는 올바르게 설치되고 유지되었을 때 Class 1/Div 

1 또는 Zone 0와 같이 유해한 구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

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각 어플리케

이션에 어떤 등급이 요구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압력 계기의 기본적인 작동이 명확해지면,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플

리케이션에 맞지 않는 운영적 특성을 선택하는 등 부정

확한 사양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작동 

압력이 10bar인 어플리케이션에서 0-10bar 계기를 선

택하는 것은 작동 압력이 계기의 최대 측정 범위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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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가깝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잘못 설치

된 계기는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 제조사들

은 설치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

능을 위해서는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보수 문제는 불규격(Misspecification)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제조된 계기는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교정

되며, 매우 안정적이다. 기계적 게이지처럼 전자 센서

를 박스에서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비 직원은 흔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정 장비를 갖추고 있

지 않는 경우 계기가 규격을 벗어나도록 한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재교정을 권장한다. 

기계적 계기에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센서 드리프트” 

개념은 진화하였으며, 필요시 권장되는 모범 사례를 사

용하여 교정된다.

프로세스 압력 상승(Spike)은 압력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잘못된 밸브 움직임, 프로세스 업셋 및 

갑작스러운 압력 이벤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범위를 갖춘 계기를 설치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계기 범

위의 하위 끝에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은 민감성 문

제를 야기한다. 과압 상태를 처리할 수 있는 우수한 계

기를 선택하여 압력 상승을 견디고, 뛰어난 측정 성능

을 제공할 수 있다.

임펄스 라인

압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옵션은 프로세스 매체 상태

를 유압식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파이프 또는 튜브는 센

서 및 탭 사이에 설치되어, 센서가 프로세스 장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그림 4). 이 접근

법은 압력이 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튜브의 길이에 

걸쳐 유의미한 압력 손실이 없다. 계기는 쉬운 접근, 고

온 또는 위험한 프로세스로부터 떨어진 거리, 또는 차등 

측정 양끝으로의 근접도를 기반으로 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

가스와 관련된 경우, 대개 프로세스 가스가 임펄스 라

인을 채우며, 이는 건식관이라고 불린다.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는 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액체가 

응결이나 기타 소스를 통해서 이런 사용되지 않은 관으

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액체의 침해가 반드시 즉각적

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액체가 동결되

면 라인을 차단하거나 팽창으로 인해 배관 또는 센서를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추운 날씨에서는 건식관을 정기

적으로 블리딩(Bleed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 광범위한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유체를 습식관
(Wet-leg)에 채우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을 포함하는 

임펄스 라인을 갖춘 전형적인 DP 유량계 설치

Insulate & heat trace 
so lines don’t freeze 
in winter shutdowns 

Filled wet legs
(water, glycol) 
protect sensor from 
being exposed to 
excessively high 
temperature 

Transmitter is 
under the pipe to 
retain wet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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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와 관련된 경우, 프로세스 액체가 임펄스 라인을 

채우며 이는 습식관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도, 라인이 완

전하게 액체로 채워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

나 가스가 라인 내부에 갇혀 체인에 압축 가능한 요소를 

추가하게 되면 정확한 압력 전송을 방해할 수 있다. 가

스 슬러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습식관을 블리딩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습식관 또는 건식관 설치 시, 모범 사례를 적용

하는 것으로 측정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 프로세서 

연결 아래에 액체 관을 갖춘 압력 장치를 설치하는 것

으로, 생성되는 가스 기포가 프로세스 밖으로 빠져나가 

습식관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가스 라인 위로 압력 

트랜스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도 액체가 임펄스 라인

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두 유형의 라인 모두 침전물이나 동결된 액체로 인해 

막힐 수 있다. 블리딩을 통해서 라인을 뚫거나, 아니면 

최소한 막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 유체로 채워진 습식관에는 문제점

이 있다. 유체의 유해한 특성에 따라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온도에서의 점도 변화에 따라 프로세

스 범위 밖의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 습식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력 실을 대안으로 사용하여 이런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원격 실은 라인에 추가된 충전 유체와 함께 프로세스 

탭 포인트에 추가될 수 있으며, 실제 측정 센서 다이어

프램 옆 공간에 영구적으로 밀봉된다. 특정 어플리케이

션에 맞는 올바른 충전 유체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유체에서 그렇듯, 특성은 온도에 따라 변화한

다.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점도는 올라가며, 너무 뜨거

워지는 경우 충전 유체가 수증기로 변할 수 있다.

충전 유체 라인이 긴 경우, 추운 온도에서 열 프로세

그림 5. 프로세스 열방산 대 트랜스미터 곡선으로부터의 거리. 이 그림은 Control 
Engineering 2006의 “안전성 계기 시스템의 측정 모범 사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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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좀 떨어진 센서 사이의 온도 차이는 쉽게 200̊ F 또

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약간의 열이 라인을 따라 전송

되지만, 이는 스테인레스 배관에서도 빠르게 사라진다. 

경험상, 충전 유체는 각 피트당 100̊ F를 손실할 수 있으

나, 이는 설치 및 주위 조건에 따라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림 5는 설치 거리와 비교한 급격한 열손실을 강

조하고 있다(그림 5는 Control Engineering 2006의 “안 

전성 계기 시스템의 측정 모범 사례”를 수정). 한쪽 끝은 

뜨겁고 다른 한쪽은 차가울 수 있으며, 이는 느린 응답 

측정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해결책은 히트 트레이싱이

지만, 이는 높은 비용과 철두철미한 유지보수를 요구한

다. 또 다른 접근법은 내장된 인클로저를 사용하여 임펄

스 라인을 보호하고 열전달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림 6).

프로세스 온도가 극심하거나 일년 내내 주위 온도가 

크게 바뀌는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수의 충전 

유체를 갖춘 이중 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단일 장치 및 긴 임펄스 라인 또는 캐필러리를 사용하기

보다는 두 트랜스미터를 각 탭 포인트의 양쪽에서 전자

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긴 캐필러리의 필요성을 제거한

다. 폐쇄 충전 유체를 갖춘 시스템이나 원격 전자 센서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플랜트 및 시설에서 맞닥뜨릴 수 있

는 많은 온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차압의 문제

DP 측정은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 플랜트 분야에서 

생성된다. 예제로는 탱크 내 측정 레벨, 파이프를 통과

하는 유량, 여과기 내 막힘 및 더욱 많은 어플리케이션

이 있다. DP 설치가 두 개의 프로세스 포인트에 연결되

어야 하므로, 이들 포인트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장 긴 임펄스 라인을 필요로 한다.

대형 여압 탱크 내 레벨을 측정하는 예제를 생각해보

자(그림 7, 왼쪽 패널). 압력 계기는 DP 매니폴드 위쪽에 

연결된 바닥 근처의 스퍼드로부터 오는 임펄스 라인을 

갖춘 탱크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 로우 사이드(Low side) 

탱크 위쪽에 닿는 라인이 10미터 높이라고 했을 때, 액

체 위 공간 부분 내 압력을 측정한다. 이 건식관(Dry leg)

은 탱크의 측면을 따라 내려와 매니폴드의 로우 사이드

에 연결된다. 두 면은 탱크의 내용물에 따라 상당히 다

른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작동하

는 한, 레벨 측정은 프로세스 연결의 정확도 한계 내에

서 정확한 값을 제공한다. 그러나 건식관이 액체를 수집

하거나 습식관이 일부 가스를 가둘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하며, 두 경우 모두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 6. 일부 가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로세스 열과 
트랜스미터 사이의 추가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그림은 석유 충전관이 센서로 확장되어 트랜스미터의 
온도를 보호하는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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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접근법은 프로세스 연결에 임펄스 라인 대신 

평형 또는 동조된(Tuned) 원격 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습식관의 막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최적의 온도 성능을 위해서는 올바른 캐필러리 충

전 유체를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정지 압력이 너무 높지 않은 경우 제삼의 수단은 임

펄스 라인을 사용하는 대신에 탱크 상부에 두 번째 압

력 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그림 7, 오른쪽 패널). 최적

의 성능을 위해서, 두 계기 사이의 전기 연결은 측정치

를 동기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설정은 캐필

러리 파이핑을 제거하고 온도 영향을 크게 감소한다. 

이 압력 측정 시스템은 일 계기로 설정될 수 있으며, 

DP 측정치는 1차 변수로서 자동화 시스템에 전송되고, 

두 개의 정적 압력 측정치는 2차 변수로서 자동화 시스

템에 전송된다. 이 접근법은 임펄스 라인과 캐필러리에 

내제된 많은 문제들을 배제할 수 있다.

화학 산업 내 문제들

많은 화학 제조 프로세스는 광범위한 예상 온도에서 

다양한 유독성, 가연성 또는 부식성 제품들을 다루고 있

다. 전통적인 스테인리스강 구성은 대부분의 화학 환경

에 잘 맞지만, 특히나 어려운 상황의 경우 특수 물질이 

필요할 수 있다. 요소 생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고니켈 합금(예 : 각종 등급의 하스텔로이, 인코넬 등)과 

지르코늄이 흔히 사용된다.

이들 특수 재질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적

절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재질을 사용한다면 계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출점으로 인한 고장의 확률과 가능한 

셧다운을 줄일 수 있다.

그림 7. 이 그림은 각각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점이 있는 3개의 전형적인 레벨 측정 방법을 나타낸다.

Balanced System  Tuned System ER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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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질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과도하게 비

싸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임펄스 라인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 배관과 부속품, 그리고 비표준 계기 매니폴드가 

필요하다. 원격 실로 트랜스미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특수 임펄스 라인을 제거하고, 특수 재질로 만든 단일 

접액부만이 필요하다.

옛날 환경에서의 새 계기

많은 화학 플랜트들이 이미 오래 전에 지어졌다. 현 

관행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의 플랜트 설계가 계기와 

자동화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희박했다. 오래된 자동화 

플랫폼은 대개 단순한 아날로그 필드 계기만을 지원하

며, 디지털 걔기를 위한 내장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디지털 계기에서 통신을 추가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지만, 적절한 작업 관례와 함께 올바르게 적용

되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다. 기존의 

HART 계기에서의 통신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접근 방

식을 사용하여 추가될 수 있다.

• 아날로그 입력카드를 HART 입력카드로 교체한다. 

이 업그레이드된 I/O 카드는 필드 장비와의 디지털 

통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동화 제어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화 시스템이 HART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

중 통신용 장치로 기존의 I/O에 접속하여 HART 데

이터를 추출하고, 이 데이터를 개별(Discrete) 또는 

4-20mA 신호를 통해 전송한다. 

• 전략적 정보를 위해 특정 필드 계기에 접속해야 한

다면, 외부 무선 어댑터가 추가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에 배선으로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갖춘 이들 

어댑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이들 장치는 아날로그 루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

해하지 않으며, 루프에 의해 작동된다. 장치가 현대

적인 장치에 연결된 것처럼 작동하며, 계기 설정 능

력과 함께 귀중한 데이터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혼잡하고 자동화 시스템 I/O 패널

이 꽉 차있는 곳에 새로운 필드 계기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무선 계기는 이런 

인프라 관련 문제를 모면하고 추가적인 배선이나 도관 

없이도 플랜트 전체에 걸쳐 배치될 수 있다.

대부분의 무선 계기는 오랫동안 작동 가능한 내부 전

력 공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립적이다. 

기존의 유선 인프라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반

적인 문제들 없이도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기상 및 환경 문제

화학 플랜트가 항상 기후가 온화한 환경에만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 생산시설과 함께 위치한 플랜트는 매

우 덥거나 추울 수 있다. 중동의 기온은 일상적으로 15℃

의 일일 변동과 함께 50℃까지 올라간다. 캐나다의 Atha 

basca 유사는 그와 반대로 -55℃에서 그보다 더 낫은 온

도에서 작동 가능한 필드 계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동결된 충전 유체로 인한 차단, 저온에서 충전 유

체의 고점성으로 인한 측정 지연, 또는 열로 증발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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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 충전 유체를 야기하며, 임펄스 라인에 혼란을 가

져올 수 있다. 또 민감한 전자 기기도 대기 조건의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온도가 극심하지만 일정한 곳의 경우 

대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온도가 매우 낮다가 

매우 높게 변동하는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 

연속적인 공정에서 프로세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

되지만, 배치 프로세스는 시작 및 중지 시 변화하게 된

다. 적절한 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한 주위 환경 

온도 차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전 5시에 시

작한 동일한 배치 프로세스가 오후 5시에 시작하는 것

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충전 유체와 정격 장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계기는 트랜스미터 온도를 모니터링하

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동작 범위 밖에 있을 때를 알 

수 있다. 이런 계기들은 잠재적인 문제의 진단과 측정치

를 오퍼레이터에게 경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단에 귀 기울이기

스마트 압력 계기의 갑작스런 고장(외부 소스로부터 

손상을 입는 것 외에)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고장은 갑작스럽거나 트랜스미터의 자체적인 정기 진

단으로 탐지하기 어렵지 않다. 플랜트가 현대의 디지털 

압력 계기로부터 다양한 진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증가하는 장치 문제의 경고는 보통 사전에 드

러난다.

일부 압력 계기는 감지하기 힘든 프로세스 변화를 모

니터링할 수 있다. 센서는 소음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세스 진단 도구처럼 기능하다. 뛰어난 현대의 트랜

스미터들은 1초당 20배 이상의 데이터를 샘플로 추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적인 작동은 특정한 소

음 형상을 만들어내며, 형상 변화는 오퍼레이터들에게 

임박한 문제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

스 소음의 진폭이 하락은 임펄스 라인의 막힘으로 인한 

그림 8. 유량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오리피스 플레이트의 예제다.

그림 9. 더욱 새로운 DP 기반 유량계는 통합된 설계를 사용하여 
설치를 간소화하고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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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 있다.

물론, 진단은 자동화 시스템과 오퍼레이터에 달려있다. 

필드 계기가 필드버스나 HART 내장 I/O를 통해서 통신

하는 플랜트의 경우, 이는 적용하기에 단순한 문제다. 아

날로그 I/O를 사용하는 오래된 시스템이 이런 이용 가능

한 고급 정보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HART 다중 

통신 장치나 무선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유량 측정 작업

DP 계기는 이동하는 오리피스 플레이트(그림 8)와 같

은 방해물에 의한 프로세스 매체 흐름 내 혼란을 사용하

며, 많은 유량 측정 기술의 중심에 있다. 이들 기술의 특

징은 많은 글에서 다뤄졌으나, 일부 문제들은 설치 또는 

정비 문제로 인해 압력 계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대부문의 유량계는 에너지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압

력 손실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그러므로, 

압력 계기는 라인 압력이 매우 높더라도 아주 작은 차

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를 측정할 때 매우 민감하고 정

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펄스 라인은 아주 작은 방해

물도 Low 레벨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

대한 짧게 유지되어야 한다.

일부 새로운 유량계 설계는 전적으로 임펄스 라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량 방해 장치 및 압력 센서를 하

나의 통합된 유닛으로 만들어낸다(그림 9). 이를 통해

서 특수 재질이 필요한 상황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간

소화할 수 있다. 

라인 압력이 높지만 차압이 낮은 상황의 경우 특히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 있다. 설치를 하거나, 설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압력 계기의 한 면에만 압박을 가하

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센서를 전체 라인 압력 하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센서가 이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손상이나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결 론

압력 계기와 관련된 일부 관례를 검토할 때, 기존의 

오래된 장비 및 기계적 게이지의 영향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현대의 압력 계기는 부르동관 고장

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

대의 계기들은 매우 정확하며, 10년에서 15년 혹은 그 

이상으로 바위와도 같은 견고함을 유지한다. 검교정 기

간은 몇 년에 걸쳐 측정되며, 스마트 트랜스미터 내부

에 설치된 진단은 대부분의 계기 및 프로세스 문제들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동시에, 압력 계기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적용되고 설

치되어야 한다. 일부 모델은 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서 사용되어 두루 적용되도록 만든 솔루션이라는 생각

을 주지만, 큰 성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성공

적인 설치에는 프로세스의 확실한 이해와 상세한 판매

자 상의가 동반되며,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적절한 계기 적용과 오랫동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성

능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