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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술명(국문)

선박용 LNG 탱크의 레벨 트렌스미터

기술명(영문)

LEVEL TRANSMITTER DEVICE FOR CARGOTANK OF LNG CARRIER

기술분류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계측 기기

소분류

전자 계측기

2. 지식재산권정보
출원번호

10-2017-0046502

등록번호

10-1930737

출원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공개번호

10-2018-0114617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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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Ÿ 본 기술은 선박용 LNG 탱크의 레벨 트렌스미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LNG
를 운반하는 선박에 형성된 LNG 탱크 내의 유면을 비접촉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레벨 트렌스미터에 관한 것임
국문

탱크 레벨 트랜스미터

영문

TANK CARRIER LEVEL TRANSMITTER

대표
도면

기술 세부내용

청구항 1.
LNG 선박(LNGC)의 LNG 탱크에 설치되어 LNG의 유면 레벨을 측정하는 레벨 트
렌스미터에 있어서,
상기 LNG 탱크에 결합되며 중공이 형성된 플랜지부와,
상기 플랜지부의 하측에 마련되어, 탱크 내부로 돌출 형성되는 프로브부와,
상기 플랜지부의 상측에 결합되는 하우징부와,
대표 상기 하우징부의 내부에 마련되는 제어부와,
청구항 상기 LNG 탱크의 기울기를 상기 제어부로 송신하는 기울기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프로브부를 통해 마이크로웨이브를 상기 LNG 탱크의 내부로
송신하고 상기 LNG의 유면으로부터 반사된 마이크로웨이브를 수신하는 레이더부
재와, 송신된 마이크로웨이브가 수신되는데 걸리는 시간지연을 이용하여 상기 유
면 레벨을 연산하는 연산부재와, 상기 연산부재로부터 상기 연산된 유면 레벨을
상기 기울기센서로부터 수신한 기울기에 따라 보정하는 보정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보정부재는, 상기 기울기에 따른 보정값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기울기에

따른 보정값을 추출해 상기 연산된 유면 레벨에 적용하며,
상기 플랜지부는, 상기 중공에서 수직 연장되어 길이방향으로 관통공을 갖는 원기
둥 형상의 도파관이 형성되고,
상기 프로브부는, 상기 관통공에 위치하며 상기 관통공을 따라 이동 가능하며,
상기 프로브부는, 상기 LNG 탱크 안에 적하된 상기 LNG의 양이 적은 경우 상기
프로브부를 상기 LNG 측에 가까워지도록 상기 도파관의 상기 관통공을 따라 이
동가능하며,
상기 플랜지부의 상측에 위치하며 발광소자로 형성되는 이상알림부재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보정된 유면 레벨과 특정값을 비교하여 상기 보정된 유면 레
벨이 상기 특정값 이하인 경우, 상기 이상알림부재를 점등하는 비교부재와, 사용
자의 명령을 입력받아 상기 특정값을 설정하는 설정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도파관은 상기 마이크로웨이브의 전송로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
벨 트렌스미터.
•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면 레벨을 보정하여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고,
기술의 효과

유면 레벨이 특정값 이하인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여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
가 있음

TRL
기술의 구현 수준
Ÿ LNG, LPG, 암모니아 저장 탱크
Ÿ 분리기, 반응기, 보일러, 혼합탱크
Ÿ 증류탑

응용분야

(이미지출저 : The Engineer’s Guide to Level Measurement, EMERSON)

기술의 차별성
및 장점

• 선박의 LNG 탱크에 결합되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유면 레벨을 센싱하되, LNG 탱
크의 기울기와 마이크로웨이브 수신에 의한 시간 지연을 바탕으로 선박의 움직임에 의
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면 레벨을 보정하여 정확성이 크게 향상됨
• 또한 프로브가 상하 유동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탱크 내 LNG 양이 적은 경우 프로브가
LNG 측에 가깝도록 이동되어 마이크로웨이브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도록 함으로써 신호
송수신에 따른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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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제처리능력에 따른 각 기술별 등급
(1(녹색): 좋음, 2(노랑): 양호, 3(분홍): 나쁨)

명

• 현재 레벨 계측 기술은 기계, 전자 분야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 세분화되어 수많은 방식
으로 각기 개발되어 옴
• 대표적으로 가이드 웨이브 레이더, 비접촉식 레이더, 초음파, 압력 트랜스미터, 정전용
량, 방사선, 레이저 등의 방식이 있고, 상기 [표 1]은 각 기술별 문제처리능력을 나타냄
• 적용대상의 특성 및 센싱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각 기술별 장점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분석 및 판단하여 적절한 단일 기술 또는 여러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음
• 세계의 레벨 센서 시장은 2017-2023년간 5.66%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53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정부 지원, 자동차 생산 증가, 산
업용 사물인터넷(IIoT)의 발전, 저가의 소형 스마트 센서 개발 등의 요인이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Level Sensor Market by Technology (Contact ( Magnetostrictive,
Vibratory Probe), Noncontact (Ultrasonic, Optical)), Monitoring Type (Continuous
Level Monitoring, Point Level Monitoring), End-Use Application, and Geography Global Forecast to 2023, MarketsandMarkets, 2017.06)
목표시장 동향

• 그 중 특히 탱크 레벨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은 2015-2020년 CAGR 6.0%로 확대되어
2020년까지 8억 5,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부문별로는 2014년에 플로트 및
테이프 게이지 기술이 최대 부문이 되었으며, 금액 기준으로 25.5%의 점유율을 차지함.
이 부문은 예측 기간중 CAGR 4.3%로 확대될 전망임.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15-2020년의 예측 기간중 CAGR 12.4%로 확대되어 가장 빠른 성장이 예측됨(Tank
Level Monitoring System Market by Technology (Float & Tape Gauging, Pressure
Level

Monitoring,

Ultrasonic

Level

Monitoring,

Capacitance

Level

Monitoring,

Radar-Based Level Monitoring), Application, & Geography - Analysis & Forecast to
2020, MarketsandMarkets, 2015.08)
Ÿ 본 기술은 LNG 탱크의 기울기와 마이크로웨이브 수신에 의한 시간 지연을 바탕으로 선
박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면 레벨을 보정하여 정확성이 크게 향상됨. 특
히, 프로브가 상하 유동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탱크 내 LNG 양이 적은 경우 프로브가
LNG 측에 가깝도록 이동되어 마이크로웨이브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도록 함으로써 신호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후 전망성

송수신에 따른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짐
Ÿ 해당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인 구조로 계측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
여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임. 또한, 레벨센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 타켓 수요 분야인 선박의 LNG 탱크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발
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기술의 사업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사료됨.
Ÿ 다만, 보유특허의 권리범위가 비교적 좁은 수준이므로, 향후 IP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에 대한 권리를 촘촘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