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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 플랜트는 노즐 교체로
연간 10만 달러를 절감

 

문제점:

솔루션:

 
 

뉴잉글랜드에 있는 한 폐기물-에너지 플랜트는 고가의 압축 에어의 양과 스프레이 
드라이어 흡수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SDA 타워로 주입된 분사하기 
어려운 라임 슬러리는 산과 공장의 배기가스 스트림에서 나온 오염물을 세척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듀얼 액체 노즐 렌스는 엄청난 양의 압축 에어를 소모했습니다. 노즐 
유지보수를 자주 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유지보수 작업자 두 명이 매일 3시간씩 
투입되어 노즐에 끊임없이 쌓이는 건조 슬러리를 제거하는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했습니다.

당사는 전산유체역학(CFD) 분석 및 FloMax  수염현상방지 노즐로 공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DA 타워의 CFD 모델을 만들어 타워를 통과하는 가스 흐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 후 노즐 렌스의 분사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SDA에서 예측되는 공기 흐름을 
기반으로, 4개의 FloMax 노즐 렌스는 압축 공기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석회 활용도와 
건조도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입자 크기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CFD 모델은 노즐 렌스의 적절한 설치 위치도 결정했습니다. 4인치(1.2 m) 길이의 
렌스에서 150인치(45.7 m) 높이의 SDA 베이스 위로 112인치(34.1 m) 지점에 노즐을 
설치하여 특정 각도로 분무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FloMax 수염현상방지 에어 캡은 
노즐 위에 석회가 쌓이는 것을 없앰으로써 매일 하던 노즐 유지보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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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 플랜트는 노즐 교체로
연간 10만 달러를 절감

결과:

시스템 자세히 보기

FloMax  노즐 렌스로 전환하면 석회 슬러리 주입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가 
675scfm(1147Nm3/hr)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 운영자는 이전 분사 시스템 전용 
200HP 압축기를 작동 중단하여 연간 약 US$70,000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 노즐 
유지 관리 비용에 연간 43,800달러를 추가하면 투자 비용 회수에는 15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지 보수 직원의 안전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배출 규정 준수율은 훨씬 개선되었으며, 200 HP 압축기를 작동 
중지하면 에너지 사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FloMax 수염현상방지 노즐은 
노즐 오리피스 근처의 재료 
축적을 방지하고 성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받은 에어 캡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노즐은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전에 표준 노즐보다 최대 5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유체역학(CFD). 수십 가지 변수가 
가스 흐름의 스프레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응용 분야에서 CFD를 
사용하여 기체 흐름을 모델링하고 정확한 
작동 조건을 기반으로 최적의 노즐 유형, 
배치, 스프레이 패턴 및 각도를 결정합니다.

렌스 및 인젝터. 당사는 스프레이 인젝터의 전체 제품 
라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표준 경량 FloMax 
인젝터는 옵션 사항인 어댑터, 냉각 재킷, 퍼지 튜브 및 
보호 튜브가 있는 퀵-릴리스 또는 볼트-온 플랜지의 
0°, 45° 및 90° 구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