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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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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w

스프레이 헤더에 장착된

1/4J 이류체 미세분무 노즐이

주철관을 냉각시킴

재활용 소재로 주철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한 주조 공장은 가열된 아스팔트에 주철 하수관을 담근 후 

파이프를 177℃에서 38℃로 냉각하는 공정의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식 방지제 역할을 

하며 파이프의 기공을 채우는 아스팔트 코팅제를 무용제 코팅제로 선택했지만, 파이프 표면에 발라진 

상태로 식으면서 표면 결함을 야기했습니다. 아스팔트는 이전에 사용하던 코팅제를 대체하는 적합한 

"친환경적" 대안이었지만, 표면 결함은 고객들에게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반품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조에 담가 식히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스팔트 코팅에 수포가 생겼습니다. 상온에서 

식히는 방법은 마감 상태는 더 낫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파이프 표면에 흐른 아스팔트 

코팅제가 식어서 굳은 곳에 요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파이프를 수동으로 회전시켜야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과도한 육체노동과 초과근무 비용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개의 1/4J 이류체 미세분무 노즐을 두 열로 구성한 간단한 냉각 스테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로부터 30" (762 mm) 상단에 장착된 노즐들은 4' x 10' (1.2m x 3m) 면적을 

균일하게 커버하였습니다. 주철의 비열과 파이프 질량을 토대로 열 수지를 계산하여 목표 시간 내에 

냉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이론상의 유량과 노즐 개수를 구했습니다. 이류체 미세분무 노즐은 거의 

100%에 가까운 증발을 제공하고, 냉각을 극대화하며, 재활용된 용수를 사용할 때에도 막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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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perts in Spray Technology

냉각 시스템은 재작업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월간 40,000 달러의 지출을 없애면서, 주조 공장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으로 2주 내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냉각 시스템은 회사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세히 보기

J 시리즈 이류체 미세분무 노즐은 다양한 크기와

구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인입구 연결 범위는 1/8 ~ 1"이며,

 유량은 2.8 bar에 2.08 ~ 343 l/hr (0.55 ~ 906 gph, 40 psi)

입니다. 사용자는 압력- 또는 사이펀-공급 스프레이 셋업과 

원형, 광각원형, 360° 원고리형, 부채꼴 스프레이 또는 

편향 부채꼴 스프레이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부속품은 설치의 일부분이며,  

t-스타일 스트레이너, 레귤레이터, 게이지, 솔레노이드 밸브, 

에어 필터 등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