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코
500형 열교환기
API Heat Transfer사
… 열전달기술의 세계적선도업체
………………………………………………………………………………………………………………
비용효율이 높고, 신뢰성 있으며, 빠른
품질, 가치, 성능
표준 열교환기들은 비용효율에서
API heat Transfer사의
높은 성능을 발휘해줍니다.
전통

75년이상 동안, 장비제조
업체들과 수리용 부품시장
공급업체 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열전달제품들을
API사에게 기대해 왔습니다.
바스코 500형은 궁극적인
가치와 장기간의 신뢰도
에서 표준사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스코 500형 쉘 및 튜브형열교환기는 고객에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서도 표준디자인과 함께
높은 비용효율을 제공합니다.
열교환기들은 상업표준, ASME 또는 ASME/TEMA-C로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500형 품목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만대의 장치로 증명된 신뢰성
신뢰성은 식견 있는 기사가 알맞게 응용하고 숙련된 사람이
만든 잘 고안된 질 좋은 재료의 사용으로 생기게 됩니다.
바스코 500형의 특징은:

API바스코사
ISO-9001
인증

튜브형열교환기제조협회

* 고강도탄소강 또는 스테인레스강 쉘
* 유체바이패스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열전달을 보장
하기위한 정밀하게 펀칭된 배플(유체조절장치)
* 쉘에 용접 되어 있고 적절히 맞추어지도록 정밀하게
구멍이 뚤린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또는 90:10구리니켈
합금(CuNi)으로 된 튜브판
* 용도에 따라 구리, 90:10CuNi, 스텐레스강 및 탄소강제의
튜브가 사용되며, 올바른 접착을 보장하고자 제어된 압력
방법을 사용하여 롤러로 늘려(압연되어) 진다.
* 고급 주철 또는 탄소강 덮개는 1, 2, 또는 4패스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가 있다.
특수주문에 따라 동전기 작용의 효과를 중화하고자 아연 양극
이 장치될 수 도 있다.
튼튼한 장착 까치발은 반대로 뒤집거나 회전될 수가 있으며,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길쭉한 구멍의 특징을 갖고 있다.
까치발 바닥면을 수평으로 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시는
중량을 체크 해야만 한다.
귀사가 요구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튼튼하고
용도가 넓은
500형 열교환기는 아래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컴프레셔장치
* 해상용
* 증기회수장치

*유(수)압장치
*도장장치
*살균장치

*고정설치된 기관
*공기건조기
*윤활유조절용기

광범위한 임무를 위한 최신식 열교환기 제조 전문기술

인증된 수요공정 생산방식 및 ISO품질
API heat Transfer사는 고유한 수요공정기술제조의 탁월한 품질,
개선된 작업공정 및 원가조절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품은 "수요가 있을 때" 그때 그때 바로 지원되는 복합기계 들
과 부품으로 제조되어 집니다. 수요공정기술로, 불필요한 절차는
제거되고, 재고원가는 절감되며 조립의 매 과정에서 품질이 유지
되며 검증됩니다. API사는 세계 일류의 제조방식과 당사의 고객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보증하는 ISO9001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공정기술과 ISO9001은 감소된 순환주기, 증대된 신축성,
높은 효율, 지속적인 고품질, 및 ………… 당사의 고객들을 위한
보다 많은 유용성 으로 귀착이 됩니다.
코일로 감겨있는 배관제료 사용은
고유의 수요공정기술제조에서
신축성을 지원해 줍니다.
양질의 롤로 감겨있는 이음매를
똑바로 펴는 특수장비와 거친면이
없는 독특한 절단가공

강력하게 찍어낸 강철제 까치발
은 표준품이며 다양한 장착
이 필요 시 회전되고 뒤집어
질 수가 있습니다.

튜브는 구리,90/10 CuNi,
스테인레스강, Admiralty
또는 티타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튜브는 롤러로 늘려
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씰용접
과 홈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밀펀칭된 배플은 튜브와
튜브구멍 들 사이의 공간을
단단한 쉘(껍질)은 강철 및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스테인레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순환을 보장해 줍니다.
쉘과 배플 사이의 최소공간은
각 구경에 있어서 배플의
바이패스를 감소시켜 주며
조각 수와 구경은 최상의
열 전달을 최대화하여 줍니다.
실행과 일치합니다.

로봇식의 컴퓨터수치제어
복합공장기계는 하루
24시간 정밀한 드릴링이
된 튜브판을 보장합니다.
API사의 추가적인 그라인딩가공은,
장치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동안에
균열, 부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가스켓의 압박을 제거하고, 주물의
쪼개짐을 방지합니다.

끝부분 덮개는 1,2 또는
4팩스형태의 고급 주철,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강
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된
헤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TEMA-C
모델에 근거한 표준 사양입니다.

두꺼운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또는 90/10 CuNi제 튜브판들은
쉘에 용접 되어 부착됩니다.

바스코 500형
500형 시판용 표준 제품
3 - 8인치 직경, 곧은 U-튜브

500형 표준재료
쉘: 강철파이프 또는 배관
튜브: 구리, Admiralty 또는 90/10 CuNi
튜브판: 강철, 스테인레스강, 또는
90/10CuNi
보닛: 주물
배플: 탄소강
가스켓: 압축파이버
시판용표준형과 쉘가장자리에 특수 프랜지
가 부착된 변형제품의 그림 임.
추가로 제조기간을 더 주면 몇 가지 변형제품
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형 스테인스제 제품
3 - 8인치 직경, 곧은 U-튜브

500형 재료
쉘: 용접 된 304스테인레스강
튜브: 304스테인레스강
튜브판: 304스테인레스강
보닛: 주물 된 304스테인레스강
배플: 304스테인레스강
가스켓: 압축파이버

그림의 모델은 304스테인레스제 배관이 되어
있는 제거가능한 튜브판 U-튜브입니다.
고정된 묶음모델도 또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500평ASME 및 TEMA-C 제품
5 - 12인치 직경, 곧은 U-튜브

ASME 및 TEMA-C 재료
쉘: 탄소강
튜브: 구리, Admiralty, 90/10 CuNi,
스테인레스강
튜브판: 탄소강, 90/10 CuNi, 스테인레스강
보닛: 탄소강, 연성주철
배플: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가스켓: 압축파이버

ASME모델은 5인치직경부터 그 이상의
것으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TEMA-C 모델은 곧은 U-튜브디자인으로
12인치직경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용어

공통규격...

규격(인치)
05
쉘
직경

024
튜브
길이

표준곧은튜브500형 열교환기

전체길이, 쉘배출구센터거리 및 장착구멍위치는
실제 튜브의 길이를 가감하여 조정될 수가 있다.

설계압력
쉘 가장자리
튜브가장자리

표준수치
표준장치
TEMA-C/ASME
300psi
150psi
150psi
150psi

설계온도
화씨300도, 스테인레스이상
실험압력
모든 제품들은 공기압이나 수압검사를 받는다.

ASME부호곧은튜브500형 열교환기

쉘: ASME규격에 따른 강철 또는 304스테인레스제
파이프. 쉘은 조립 전에 청소가 된다.
튜브: 구리제, 튜브판으로 1/4인치, 3/8인치 또는
5/8인치로 롤러 압연된다. Admiralty, 304,
316스테인레스제, 또는 90/10CuNi제도 구입할 수 있다.
ASME/TEMA-C곧은 튜브 열교환기
튜브판: ASME규격에 따른 질 좋은 강철제. 탁월한
밀봉을 위해 정밀기계 가공되었다. 모든 사이즈에서
스테인레스강 및 90/10CuNi제도 구입할 수 있다.
배플: 고강도와 신뢰성을 위한 펀치 된 열연강철제.
고속력의 유동체로부터 튜브 벽의 손상을
감소시키자 정확히 맞도록 설계되었다.
황동 및 304스테인레스강제도 구입할 수 있다.
헤드: 주물 또는 조립구조물. ASME규격에 따른
1, 2, 또는 4패스 디자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탁월한 가스켓밀봉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옵션에는 강철,304스테인레스, 및 90/10 CuNi로
조립된 헤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물헤드는 철,
304스테인레스 , 주물 또는 황동주물제로 구입할 수 있다.
추가보호를 위해 아연양극이 보충될 수 있다.

표준500형 U-튜브 열교환기

ASME/TEMA-C U-튜브 열교환기
연결부: 튜브가장가리 도는 쉘가장자리는 3,4,5,6 및
8인치 사이즈로 나삿니가 나 있거나 플랜지가 붙어 있다.
모든 모델에서 추가의 연결부가 옵션으로 설치
될 수 있다.
부호: ASME. ASME/TEMA-C의 스탬프가 적절히
찍힐 수 있다. 부호1형은 연성철덮개 와
쉘용 튜브장치가 있으며, 부호2형은 조립해드와
쉘용 파이프가 있다.
마감: 외부표면은 청소되고 고급 산화프리머로
도장 되었다.

* 최대튜브길이: 외경3/8인치 - 12피트;
외경 5/8인치 - 20피트. 초당8피트에 근거한
최대유속.
부식허용치: TEMA-C모델에서 양쪽면1/16인치
프랜지들은 150#ANSI 돋음 표면이다.

모든 모델들은 기타의 길이로 구입할 수 있다. 중심선을 따라 모든 길이칫수에 해당
변경칫수를 적용시키시오. 3/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12피트이다.
5/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20피트이다. FL은 ANSI150파운드RF플랜지를
가리킨다. 부호디자인모델 들은 쉘 가장자리에 바닥배출구만 장착된다.
덮개배기구는,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만약 아연양극이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암나삿니가
파여 있지 않을 수 있다.

모든 모델들은 기타의 길이로 구입할 수 있다. 중심선을 따라 모든 길이칫수에 해당
변경칫수를 적용시키시오. 3/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12피트이다.
5/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20피트이다. FL은 ANSI150파운드RF플랜지를
가리킨다. 부호디자인모델 들은 쉘 가장자리에 바닥배출구만 장착된다.
덮개배기구는,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만약 아연양극이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암나삿니가
파여 있지 않을 수 있다.

모든 모델들은 기타의 길이로 구입할 수 있다. 중심선을 따라 모든 길이칫수에 해당
변경칫수를 적용시키시오. 3/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12피트이다.
5/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20피트이다. FL은 15미국표준150파운드
RF플랜지를 가리킨다.

모든 모델들은 기타의 길이로 구입할 수 있다. 중심선을 따라 모든 길이칫수에 해당
변경칫수를 적용시키시오. 3/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12피트이다.
5/8인치튜브장치에 대한 최대튜브길이는 20피트이다. FL은 15미국표준150파운드
RF플랜지를 가리킨다.

GTTD = 큰 터미널온도차
LTTD = 작은 터미널온도차

멀티패스열교환기를 사용할때의 운전일지평균온도차
를 위한 수정
멀티패스열교환기는 모든 역류유동량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사용을 위해 운전일지평균온도차를 변경한다.
운전일지평균온도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그래프에서
얻은 값에다 이 수정그래프에서 얻은 수정인수를 곱하시오.
만약 P와 R 값이 그래프 밖에서 교차하면, 공장에 자문을
구하여 귀하의 특수용도를 의논하시요.
T1: 더운유동체입구온도, 화씨
T2: 더운유동체출구온도, 화씨
t1: 찬유동체입구온도, 화씨
t2: 찬유동체출구온도, 화씨

R과P의 교차점에 수정인수의
위치를 정한다.

올바른 500형열교환기를 선택하기위한
견본계산
조건
공정유동체: 화씨 140도에서 120동사이로
냉각된 분당 20갤런의 점도10짜리 오일
냉각매체: 화씨85도의 물. 최대10도의
온도상승을 가정하라.
냉각기디자인: 물과 에너지사용을 절약
하고 져 4패스디자인이 선택된다.

실제열교환기길이를 계산하기
귀하는 주어진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교환기의 실제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튜브장치의 직선피트당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튜브의 표면은:
1/4인치튜브장치: 튜브장치피트당 0.0655평방피트
3/8인치튜브장치: 튜브장치피트당 0.0982평방피트
5/8인치튜브장치: 튜브장치피트당 0.1636평방피트

총열효율결정

필요한튜브장치의 직선피트 = 필요면적
튜브수ㆍ피트당면적

Q=△Tㆍ열효율값(차트)ㆍ분당갤런(또는 공기
SCFM)
Q=81,600BTUH(시간당BTU)

앞의 예를 사용하여 …
직선피트 =
26평방피트
116튜브ㆍ0.0928

필요냉각수유동량을 결정하라

튜브쪽 속도계산하기

Q=△t(허용온도상승)ㆍ유동계수ㆍ분당갤런수
Q
= 분당갤런수 = 81,000
△Tㆍ유동계수
10ㆍ500
= 16.3캘런/분

귀하는 튜브를 통하여 흐르는 유동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속도은 초당 2와 6피트 사이가
되어야 하며 초당 8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표준튜브장치에서 속도인수는;
1/4인치튜브장치: 9.66속도인수 = 2,28피트
3/8인치튜브장치: 4.02속도인수
5/8인치튜브장치: 1,47속도인수

필요한 교환기표면을 결정하라
면적 =

Q
Uㆍ운전일지평균온도차

Q = 81,600 BTU/시간
"U-값"은 챠트에서 얻는다. 가벼운 오일에는
범위가 70 - 100이다. 오일은 보통으로
더러워진 특성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기계
윤활유라고 가정하여, 당사는 절약U-값으로
80을 사용할 것이다.

앞의 예를 사용하여 …
속도(초당피트) = 16.3(갤론/분)ㆍ4.02(속도인수)ㆍ
116(튜브 수)
4(패스) = 튜브 내에서 초당 2.26피트
공통열전달공식

앞 페이지의 그라프에서 작업일지평균
온도차를 계산하라
전형적인 총열효율값
그러므로 … 큰 온도차 = 45도
작은 온도차 = 35도
그래프에서 읽는, 작업일지평균온도차 = 40도
전형적인 종합U-값
500형열교환기를 선책하라
5페이지의 공통사양차트를 참조하시오.
모델05036은 24평방피트의 표면을 갖고 있으며
사용하기에 너무 작음을 유의하시오.
모델 06036은 116개의 튜브와 34평방피트의
듀브표면적을 갖고 있다. 최대유동률은 초과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라. 전에 계산된 유동률은 분당
16.3갤런이다. 06036은 분당 57갤런의 최대
유동률을 간고 있다. 이것은 조건에 맞는다.
주목: 높은 U-값은 깨끗하고 낮은 속도의 흐름에
필요한 유동률이 그 열교환기에 대한 최대유동률을적용한다. 낮은 U-값은, 열교환기에 달라붙는 경향
초과할 경우에는,보다 큰 모델이 필요하다.
이 있으므로, 고압력이고 더럽고 끈적이는 유동체에
사용하시오.

API Heat Transfer사에서 구입가능 한 기타제품

시각적디자인

중심화 된 쉘과 튜브열교환기

표준부품으로 만든 곧은 튜브, 이동할 수
있는 관다발의 열교환기.
밀봉누수방지와 쉬운 정비를 위해 유동하는
튜브판. 3인치(7.62cm)부터 42인치(106.68
cm)까지의 직경. ASME,API,TEMA,ABS 및
기타의 부호가 가능함.

기름, 물, 압축공기 및 기타 산업용유동체의
냉각을 위해 설계된 곧거나 U-튜브, 고정
또는 이동할 수 있는 튜브판의 일반목적
열교환기. 다양한 배출구배치와 재료가
가능하다. 3인치(7.62cm)부터 12인치
(30.48cm)까지의 직경.

TEMA 쉘 및 튜브

브레이징한 판형열교환기

미리 설계된 또는 맞춤 디자인을 사용하는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광범위한 종류의
TEMA형들을 구입할 수 있다.
쉘은 직경이 6인치(15.24cm)에서 60인치
(152.4cm)까지이며, ASME, TEMA, API,
ABS, TUV, ISPESL 및 기타 보호의 구조물
을 구입할 수 있다.

기성품인 표준장치는, 최대성능과 저비용을
위한 판형열교환기의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주문자부착방식이나 수리용부품시장용으로
이상적이다. 비축되어 즉시 납품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다. 공정용 또는 냉장
용의 모델.

확대된 표면

공냉식 열교환기

원심 또는 축컴프레셔 중간냉각기 및
후냉각기용 그리고 최소압력손실을
위한 독특한 특허 된 플레이트-핀 디자인
디자인은 분리기를 고려치 않고 있다.
ASME부호디자인이 표준형이다.
직경은 20인치(50,8cm)에서 120인치
(304.8cm)까지 이다.

광범위한 액체와 주위의 공기를 포함한 가스의
냉각용인 브레이징된 고효율의 알미늄제냉각기.
가볍다, 그럼에도 튼튼하다. 단일 장치 내에서
복수의 액체를 냉각할 수 있다.
이 모델들은 냉각팬과 다양한 구동장치와 함께
공급될 수 있다.

판형열교환기

파이프라인 후냉각기

탁월한 열 전달을 하여주는 간결한 장치이며
소형이다. 판은 스테인레스강, 티타늄 및
기타 합금을 프레스 한 것이다.
니트릴, EPDM, 바이통, 압축화이바 및 테프론제
가스켓이 사용된다. 가스켓없는 용접 되고
브레이징된 디자인도 구입할 수 있다.

차고 건조한 압축공기가 생기도록 디자인된
곧은 튜브의 역류 후냉각기.
습기분리기가 장착 또는 미 장착된 것과
광범위한 종류의 디자인부호로 건조된 것을
구입할 수 있다. 직경은 6인치(15.24cm)
에서 42인치(106.68cm)까지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