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슈퍼히터 솔루션

디슈퍼히터 솔루션
스파이렉스사코 디슈퍼히터는
열에너지 이송에 있어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스파이렉스사코 디슈퍼히터는 과열증기의 온도를 낮추고
정밀한 제어가 요구될 때 그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스팀 온도 제어
잔류하거나 낭비되는 열을 회수하여 재사용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솔루션
스파이렉스사코 솔루션을 통해 고객 적용처에 꼭 맞는
이상적인 디슈퍼히터 선정이 가능하며 열병합발전,
석유화학, 가스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에 적합성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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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슈퍼히터 솔루션
공정 효율 향상

긴 수명

다양한 적용처에서 과열증기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킵니다.

스텐레스강 내부는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과 긴 수명을

잔류하거나 낭비되는 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보장합니다. 여러 가지의 몸체 재질로 제작이 가능하여

공정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광범위한 작업 온도 내에서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속(水速)과 신뢰성

컴팩트한 설치

스파이렉스사코 디슈퍼히터는 물방울 낙진을 제거하고

각 디슈퍼히터는 스키드–마운티드로 제작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송을 보장합니다.

완벽한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스파이렉스사코 제품과
함께 쉽게 설치됩니다.

높은 비용 효율성
검증된 기술
스파이렉스사코 디슈퍼히터 솔루션은 많은 장점과
적은 소유비용과 함께 효과적인 비용과 긴 수명을

스파이렉스사코 디슈퍼히터는 발전 및 TVR 후단과 MVR 등

제공합니다.

다양한 적용처에 성공적으로 설치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스파이렉스사코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슈퍼히터는
과열증기의 디슈퍼히팅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적용됩니다.

이 디슈퍼히터 패키지는 13 bar g, 275℃ 과열증기를
8 bar g, 포화증기온도 +5℃로 낮추어 줍니다.
사용자는 과열증기를 공정에 사용하고
디슈퍼히팅된 스팀을 스파이렉스사코의
급탕 및 난방용 열교환기에 공급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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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면적식 솔루션
높은 부하조정비
50 : 1까지의 부하조정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적용처에서

PN9000 시리즈 구동기와 VAD

전 유량 범위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솔루션
가변 면적식 설계는 디슈퍼히터가 매우 다양한
공정 부하 내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합니다.
TN2000 시리즈 구동기와 VAD

쉬운 설치
VAD는 설치가 쉬운 컴팩트한 삽입형 디자인 입니다.

고정 면적식 솔루션
고정 면적식 솔루션
고정 면적식은 정확한 공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됩니다.

정비 불필요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동작 부위가 없고 정기적인 정비가

벤츄리 타입 디슈퍼히터
–고정 면적식

필요 없으며 정밀한 구조로 불필요한 작업을 줄여 줍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디슈퍼히터는 냉각수를 과열증기 속으로 미세하게 분사하여 과열도를 낮춥니다. 효과적인 디슈퍼히팅이 일어나도록 물방울을 가능한 한
긴 시간 동안 하부 배관에 머물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물방울 낙진’
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식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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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슈퍼히터 설치도
압력 컨트롤러

PCV
안전밸브

디슈퍼히터
과열증기
온도
컨트롤러

TCV

체크
밸브
냉각수

디슈퍼히터 선정표
부하조정비
SND-스프레이 노즐 타입 디슈퍼히터
STD-스프레이 타입 디슈퍼히터
최소 냉각수 압력 :
스팀 압력+0.5 bar

VTD-벤츄리 타입 디슈퍼히터
최소 냉각수 압력 :
스팀 압력+0.1 bar

SAD-스팀 오토마이징 타입 디슈퍼히터
최소 냉각수 압력 :
스팀 압력과 동일

요구되는 오토마이징 스팀 압력 @1.5×디슈퍼히터
유입 스팀 압력 또는 3 bar g(최소)

VAD-가변 면적식 디슈퍼히터
최소 냉각수 압력 :
스팀 압력+3 bar

부하조정비는 설치(수평 또는 수직), 잔여 과열, 배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 요인에 따라 디슈퍼히터의 부하조정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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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산업 적용처
디슈퍼히터 솔루션은 여러 산업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슈퍼히터가 설치된 산업 분야별 적용처 입니다.

발전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스팀의 온도를

담배 산업
담뱃잎 건조 플랜트

낮추어 공장의 다른 곳에서 사용
터빈 워싱

공정 산업
공정 산업에서 경제적인 운전을 위하여 보일러의
스팀 온도와 압력을 낮추는데 디슈퍼히터가
사용됩니다.

화학 및 제약 산업
원자로 히터 재킷 및 코일
공정 히터에 스팀 공급

석유화학 산업
진공 증류 기동 히터
공정 히터에 스팀 공급

제지 산업

감압 스테이션과 터빈 바이패스
TVR 후단

종이 건조 기계

식품 산업
스팀 취사용 조리기구

MVR

주조 및 증류 산업
스팀 난방 시스템

증발 열교환기
제품 컨디셔닝

섬유 산업

보일러 및 터빈 설치
발전
선박 제조

직물 스팀 멸균 처리기

커피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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