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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공정의 현황
l

플랜트 명 :

The Amoco Decatur site (chemical plant)

l

보일러 용량 :

4 Boilers (200,000 lbs/hr * 3, 230,000 lbs/hr * 1)

l

연료 :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공급 중단될 때는 Oil 사용)

l

총 스팀 수요 :

450,000 lbs/hr (프로세스의 수요량 변동이 심함)

Requirement : 보일러 콘트롤의 자동화 및 스팀 생산의 최적화를 통한 유틸리티
부분의 연료 비용 감소.

l

2. 적용 시스템
공기식 및 Relay Logic 제어를 DCS로 바꾸어 4개의 보일러에 하니웰의 Industrial
Boiler Control (IBC) 및 Turbo Economic Load Allocation (TELA) solutions을
도입함.
3. 주요 Solutions :
(1) Industrial Boiler Control (IBC)
l
l

l

IBC (Package)는 모든 보일러에 표준 제어 방법 및 단일 감시 화면을 제공함.
각 보일러에서 제어되는 Loop들은 보일러에 부하를 정하기 위하여 연료, 공기,
노의 압력, 공급되는 물, 통합된 스팀헤드 압력 제어 (Plant Master)를 포함하고
있음.
IBC (Package)의 표준 제어 특징
운전의 불안정 없이 연료 변경
연료와 공기의 상호간 한계 지정
산소량 조절
드럼레벨의 밀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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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및 3중 요소의 공급수 제어
IBC 적용 후 보일러 운전 개선 내용

l

송풍관의 산소가스 레벨을 3% 이상 줄임.
스팀 수요의 변동에 따른 반응 시간 개선
운전자에게 프로세스 운전에 대한 단일 화면 제공
결론

l

Amoco는 Optimization을 적용하기도 전에 IBC의 적용 만으로 목표한
실적개선 (Performance Improvement) 및 연료 절약을 할 수 있었음.
(2) Turbo Economic Load Allocation (TELA)
TELA는 IBC package 상위에 적용되는 Solution이다.
TELA는 “Optimization by Parts”로 알려진 수학적 최적화 기술의 응용
기술(특허)을 사용하고 있다. (Optimization by Parts - 모든 가능한 스팀 헤드의
부하에서 모든 보일러를 위한 최적 부하값을 계산함)
최소 스팀 비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가지 On-Line Solutions를 제공한다. - Local
Solution 및 Global Solution
l

l

Local Solution은 헤드 압력을 자동으로 유지토록 모든 운전 중인 보일러의
부하를 지정한다. 이는 최적의 Performance (최소 스팀 비용)를 얻기 위하여 각
보일러에 Bias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Global Solution은 모든 잠재적인 보일러들의 스팀 생산 용량을 고려하여 모든
보일러를 위한 최적의 부하가 무었인지 운전원에게 조언한다. - 서비스할
보일러의 추가 또는 제거, 기본 부하로 운전되는 보일러 (Manual Mode)의 부하
변화 기능 포함.

이 플랜트에서는 초기 요구사항 이상의 연료 절약 효과가 있었다.
(3) Industrial Boiler Performance Monitoring (IBPM)
TELA는 보일러 스팀 비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일러 효율 계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IBPM은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의 Power Test Codes를 토대로 Input/Output 계산 및 열
손실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On-Line 보일러 효율 계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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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래프는 AMOCO에서 하니웰 Solutions를 이용하여 실현한 에너지 절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1파운드의 스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 내의 에너지 함유량을 표현하는 총
에너지 소비 값을 기본으로 에너지 절감을 표현하였다 (단위 : BTU)
l

스팀 1파운드 생산에 필요한 연료 비용 절감.
. 하니웰 Solutions를 적용하기 전 : 1089 BTU
. 하니웰 Solutions적용 시 AMOCO 목표 : 1035 BTU (5.31% 향상, 시간당 $77.82 절감)
. IBC 적용 후 : 1010 BTU (6.73% Improvement, 시간당 $99.57 절감)
. TELA 적용 후 : 987 BTU (3.34% Improvement, 시간당 $47.85 절감)

Amoco: Decatur, Alabama - Honeywell Controls and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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