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 플랜트는 새로운 가스 냉각 인젝터로
생산을 두 배로 늘리고 수익성을 향상

문제점:

중국의 한 에틸렌 제조사는 온도를 400°C에서 170°C로 식히기 위해 가스 스트림 안으로 퀀칭 오일을
분사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공정 라인에서는 냉각을 위해 대형(8인치) 원형 노즐 8개를 사용했습니다.
제조사는 총 에틸렌 생산량을 연간 6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2대의 스팀 크래킹
노(steam cracking furnace)를 추가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크래킹 노 내부의 가스 유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각각의 노에 새로운 가스 냉각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특수
노즐을 권장했으나, 에틸렌 제조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그 권장 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루션:

우리는 독자적인 가스 냉각 계산 및 전산유체역학(CFD) 모델링을 통해 작은 노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최적의 가스 냉각을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6인치 원형 노즐
6개를 권장했지만, 프로세서는 효과적인 가스 냉각을 위한 적절한 입자 크기와 총 유량 확보를 위해
3인치 FullJet® 원형 노즐 10개를 결정했습니다.
특수 노즐 선정, 병류 스프레이 방향 및 삽입 지점이 모두 CFD 모델링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고급 모델링 기술은 가스 속도, 스프레이 농도, 입자 잔류 시간 및 온도를 포함한 여러 기준을
분석하고, 가스 냉각 시스템의 다양한 노즐 구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번의 CFD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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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즐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고, 플랜트는 에틸렌 생산량 두 배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설계된 퀀칭 시스템은 낮은 등급보다 2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에서 판매되는
"A" 등급 에틸렌의 플랜트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최상급 제품의 비율 증가는
CFD 모델링과 노즐 렌스에 대한 총 투자 비용을 약 1달 안에 회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시스템 자세히 보기

FullJet® 노즐
스테인리스 스틸 FullJet 노즐은 중간 크기
입자경을 가진 원형 스프레이 패턴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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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렌스
개별 FullJet 노즐이 850mm (33") 렌스에 부착됩니다.
렌스는 직경 1950mm (77")의 덕트 내부에 45도 각도로
각각 삽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