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spel® CR-6100의 Light Hydrocarbon 펌프 적용 소개 

 

적용 

경질 탄화수소 (Light Hydrocarbon) 서비스용 API 펌프는 refinery, petrochemical 공장, 천연가스 

분류공장, LNG 공장, 및 제품의 공급관로 (pipelines) 등에서 사용됩니다. 경질 탄화수소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로 분류되며, 흔히 “flashing (액체의 압력이 떨어

질 때 기화되는)” 물질로 통합니다. VOC는 증기압이 14.7 psia (또는 1 bar) 이상인 탄화수소, 즉,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모든 탄화수소로 정의되며, ethane, LPG, NGL, LNG, butane, propane, ethylene, 

gasoline 등이 포함됩니다. 

Vespel® CR-6100은 이러한 물질들에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소재입니다 - 대부분의 경질 탄화수

소의 공정온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안정하며, 특히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황

산 (sulfuric acid), MEK (methylethylketone), 벤젠, 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 등에도 문제없이 

사용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 

경질 탄화수소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펌프는 몇 가지 도전 과제와 마주합니다. (1) 경질 탄화수

소는 회전과 고정 부품 간에 낮은 윤활성을 부여합니다. (2) 대부분의 경질 탄화수소 공정은 최소

의 suction 조건을 만듦으로 펌프의 run dr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경질 탄화수소는 

mechanical seal로 효과적으로 sealing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seal chamber 압에서 대

기압으로 이동하면서 mechanical seal 전 면에 걸쳐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compression 

packing으로 경질 탄화수소를 sealing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펌프의 VOC 배출은 각국의 정부 법규에 따라 500 ppm 이하 등으로 점점 더 엄격하게 규정됩니

다. 이렇듯 한층 강화되는 배출 규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펌프의 진동이 낮아야 하

며 mechanical seal 주변의 shaft 휨 현상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길고 얇은 shaft 디자인을 가진 오래된 펌프일수록 심한 진동과 함께 mechanical seal 부근에서 

shaft 휨 현상이 두드러져 rotor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1000 ppm 배출 규정을 맞추기 위해 

mechanical seal을 테스트할 경우, 약간의 진동 또는 shaft 굴곡현상만으로도 쉽게 실패로 이어집

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펌프 제조사들은 bearing housing, shaft, seal chamber를 현재의 API 규

정에 맞도록 upgrade하는 retrofit kit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retrofit kit은 효과적인 대신 매우 

비싸게 마련입니다. 

  



해결 

Vespel® CR-6100은 경질 탄화수소 공정 펌프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우수한 해결책을 제공

합니다. Vespel® CR-6100이 장착된 경질 탄화수소 공정 펌프들은 process upset 중에도 쉽게 손상

을 입지 않으며, wear ring clearance를 줄임으로써 rotor 안전성 및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금속 

wear ring은 seize할 수 있으며 고 에너지 실패 모드와 대기중에 공정 유체 배출로 이어질 수 있

는 반면, Vespel® CR-6100은 off-design 상황에서도 seizure 없이 run dry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Wear ring의 running clearance 감소는 rotor 안전성을 높이고, 진동을 줄이고, mechanical seal 부

위에서 shaft 휨 현상을 줄여줍니다. Wear ring으로부터 기인하는 감쇠력 (damping force) – 

“Lomakin Effect” – 은 속도 (speed), 차압 (differential pressure), 간극 (clearance)에 의해 결정됩니

다. Clearance의 50% 감소는 wear ring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쇠력을 300% 증가시킵니다. 낮은 

shaft 휨 현상과 낮은 진동은,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mechanical seal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종종 rotor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close clearance Throat Bushing을 이용한다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Vespel® CR-6100이 우수한 throat busing 재질임은 틀림이 없으나, throat busing만으로는 rotor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Close clearance throat bushing의 목적은 mechanical seal chamber의 

운전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wear ring에 있습니다. Wear ring은 일반적으로 throat 

bushing의 최소 3배의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ing 접면에서의 속도도 그만큼 훨씬 빠릅니다. 

또한 wear ring은 펌프의 최대 차압에서, 반면 throat busing은 부분 차압에서 작동됩니다. “3배의 

속도, 2배의 차압, 2개의 wear ring” 대비 “1개의 throat bushing”을 감안하면, rotor 안전성에 대한 

wear ring의 영향력은 throat bushing의 최소 12배에 달합니다. 다단 펌프일 경우 wear ring의 영

향력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Wear ring clearance의 감소는 energy saving에도 기여합니다. Wear ring clearance를 50% 줄였을 

때 나타나는 효율 증가는 펌프 type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Pipeline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대

적으로 고속 펌프인 경우 통상 1.5~3%, Refinery에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head, 저속의 공

정 펌프인 경우 4~7%까지 효율 증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적용사례 

대부분의 국내 정유공장 및 다수의 석유화학공장에서 case wear ring, sleeve bearing 등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공정별로는 BTX aromatic, Molten Sulfur, Sulfuric Acid, Cyclohexane, 극저온 Ethylene 

공정 펌프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