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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Shell side 약품 흐름 

Pump 

Air Vent 

Chemical 

Tank 

Shell-side에 가설 배관 연결 

Tube side 약품 흐름 

* Shell tube 세정 장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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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① 선박 – Lube Oil Heater 

세정제 순환 
pump 

세정제 
return line 

적용약품  ST-100L 

적용소재 철 및 철합금, 동합금 

적용방법 약품 순환 

적용시간 2시간~4시간 

적용농도 50% 내외 

적용온도 70~80℃ 

제거대상 오염 농축 탄화된 오일 

■ 기존의 방법   
  1) Heater Tube를 청소하기 위해 shell cover를 분리한다. 
  2) Turbulator pin을 제거한 후 수작업에 의해 세정한다. 

■  신규 방법 : 케미칼 순환 

▲ 탄화물 등의 고형 불용성 부착물이 축적됨. 
또한, Tubulator pin에 탄화물이 고착되어 있음. 

▲고착되어 있던 탄화물 등의 불순물이 제거됨. 
또한, Tubulator pin에 탄화물이 용해된 모습 

▲ Tube side 약품 순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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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 Lube Oil (열교환기)- 성능 측정  

NO.2 L.O PURI' HEATER CONDITION 

소제(세정) 전                
    

2009.11.20 
FEED RATE 
(L/HR) 

출구 압력 
(Kg/cm2) 

HEATER OIL SIDE  
PRESS.(Kg/cm2) 

STM IN  
VALVE 개도 

TEMP(℃) 

HTR 출구 PURI 입구 CRT 

소제 전 

CASE 1 2000 1.4 0.5~0.8 FULL OPEN 74 73 70 

CASE 2 1000 1.4 0.5~0.8 FULL OPEN 77 77 74 

CASE 3 500 1.4 0.5~0.8 180' 86 85 82 

  * 항해중 최소 요구 FEED RATE : 2,000 LTR/HR   

  * 현재 운전 FEED RATE : 500~700 LTR/HR   

    

소제(세정) 후   

    

2009.12.05 
FEED RATE 
(L/HR) 

출구 압력 
(Kg/cm2) 

HEATER OIL SIDE  
PRESS.(Kg/cm2) 

STM IN  
VALVE 개도 

TEMP(℃) 

HTR 출구 PURI 입구 CRT 

소제 후 

CASE 1 2000 1.4 0.5~0.8 FULL OPEN 84 83 82 

CASE 2 1500 1.4 0.5~0.8 FULL OPEN 86 85 84 

CASE 2 1000 1.4 0.5~0.8 FULL OPEN 90 89 88 

CASE 3 500 1.4 0.5~0.8 180' 94 93 91 

                  

▲상기 Data에서 알 수 있듯이 세정후 Heating 효과가 충분이 입증되었다.  
세정전 74~86℃에서 84~94℃로 향상됨을 확인.   

Heating 효율은 규격의 99% 로 회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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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② 발전소 – Cross cooling water exchanger 

[ 따개비, 굴껍질 용해 실험] 

▲ 따개비 (ST-400P, 50% ) 

Before 1.59g Before 1.59g 

After 0.03g After 0.02g 

40℃, 90min 50℃, 90min 40℃, 60min 50℃, 60min 

Before: 2.90g 

After: 완전용해 

Before 4.87g 

After: 완전용해 

▲ 굴껍질 (ST-400P, 50%) 

껍질(Ca) 성분은 100% 용해되었
으며 속살 부분만 잔존 

▲ 세정 대상 C.W Exchangers ▲ tube side 반대측 어패류 부착모습 
(따개비, 굴 등) 

▲ 해수 입출구 ▲ tube sheet의 모습.  
   일부 tube는 물리적 세정작업으로 
   손상 받아 Leak 하여 Plugging 되어 
   있는 모습 



Best Partner With  Excellent  Chemical Solutions 

1. Shell tube (Heat exchanger) 

6 

IV. Cases 

③ 철강 회사 – 가성 소다 히터 

세정 전에 Rust 및 Scale 이 완벽하게 제거됨. 
(소재의 손상이 전혀 없이 신품과 같이 완벽하게 세정된 모습) 

적용약품 ST-200C 

적용소재 스텐레스 스틸 

적용방법 침적 후 고압수세  
약품순환 

적용시간 4시간~8시간 

적용농도 25~50%  

적용온도 상온~60℃ 

제거대상 스텐레스 산화막, 기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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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 Pin Side ⊙ Tube side 

① Steel industry – Dust collector(Zn) 

▲ Before cleaning ▲ Chemical spraying by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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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유화학 회사 

▲ Cooler Moving 

▲ Spray 세정 작업 실시 ▪  스프레이 세정 3시간 후 심하게 오염된 부분의 스케일 제거 성능을 확인함. 

▪  세정액 추천온도 : 50℃, 실제 세정액 온도 : 24℃  

▼ Before ▼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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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③ 철강 회사 : Radiator 

Before After 

▲ Radiator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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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 열교환기 표준관리로 최대 효율 유지 

   - 연료 소비량 젃감 

•장비 수명 연장 

   - 세정시 모재 손상 극소화 

   - 가스켓  분해시 발생하는 비용 젃감 

•장비 분해, 조립 불필요 

   - 작업시간 및 작업량 대폭 간소화 

펌프연결 

케미컬 투입 

펌프순환 

Rinse 

열교환기 
펌프 

케미컬 Bath  

판형 분해 

탈방청제에 

30여분간 담금 

브러싱 

말린 후 

고무바킹 부착 

조립 

시운젂 

 

• 산성 세관제 사용으로 인한 제품 손상으로 수명저하 

• 브러쉬 사용 등 물리적 세관 작업으로 인한 2차 손상 및 비용증가 

• 열교환기 분해 조립에 따른 작업량 증가 및 고무바킹 손상으로 인한 추가 교체비용 발생 

분해 세정 문제점 

[기존 방법] [신규 방법] 
순환 Benefits -  Total Costs 젃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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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① 철강 회사 – Rolling oil and water 

◀ 세정대상 압연유 냉각용 
    판형 열교환기 의 모습  

▲ 가설배관 약품 순환 Hose 연결 모습   

▲ 냉각수 라인의 스케일 및 오일 Side 측의 이물질 다량 확인 ▲ 순환 세정 완료 후 열교환기 내부가 완벽하게  
세정 완료된 모습 

※ 냉각수 Side, Oil (압연유) Side 의 약품 순환 세정 

    약품 순환 온도 : 50℃, 순환시간 : 냉각수, Oil Side  각각 5시간, 사용 약품 : MSR-100 & ST-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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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형 열교환기 세정 예 

3. 인산염 피막제의 고형물 제거 (재질: 스텐레스스틸) 

1. 물때, 각종스케일 및 고착물 제거 (재질: 스텐레스스틸) 
Slimes, SiO2 scales on Stainless steel plate 

2. 뻘, 해수 스케일 제거 (재질: 티타늄) 
적용 약품  ST-400P 

적용 소재 티타늄 

적용 방법 침적 또는 순환 

적용 시간 1 ~ 4 시간 

적용 농도 25% 내외 

적용 온도 10 ~ 60℃ 

제거 대상 진흙, 뻘,  해수 스케일 

적용 약품  ST-200P 

적용 소재 스텐레스 스틸 

적용 방법 침적 또는 순환 

적용 시간 2 ~ 4 시간 

적용 농도 25% 내외 

적용 온도 10 ~ 60℃ 

제거 대상 인산염 고형물 

적용 약품  MSR-100 

적용 소재 스텐레스스틸 

적용 방법 침적 또는 순환 

적용 시간 1 ~ 4 시간 

적용 농도 25% 내외 

적용 온도 10 ~ 60℃ 

제거 대상 물때, SiO2 성분스케일 

4. 탄화된 윤활유 제거 (재질: 티타늄) 적용 약품  ST-100L 

적용 소재 철 & 티타늄,  동합금 

적용 방법 순환 

적용 시간 2 ~ 4 시간 

적용 농도 50% 내외 

적용 온도 70 ~ 80℃ 

제거 대상 농축, 탄화된 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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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crew type 

▲ 처리 전 ▲ 고압 수세 후 

▲ Screw 냉동기 전경 

▲ 케미칼 처리 후 

** Thermal Conductivities (열전도율) - Al  : 235, Al2O3 : 3.50 이므로 Al2O3 산화막을  제거해야 열교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1. 수리 의뢰 회사 : xx 화학 전지 사업부 

2. 수리 설비 : Screw 냉동기의 Pin-tube 

3. 수리 사유 : Pin-tube에 각종 이물질이 흡착되어 냉동효율이 저하됨 

4. 수리 방법  

    ① 기존방법(고압수세) : 먼지 등의 이물질은 제거되나 Pin에 고착된 반응 생성물은 제거 안 됨 

    ② 신규방법(고압수세 → 케미칼 분사 → 수세) : Pin에 고착된 반응 생성물 완벽 제거 가능 

5. 적용 케미칼 : RR-101B, 상온~50℃, 25% 내외 

6.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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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vaporator & Condenser 

▼ Chemical input 

Heater Returned 

chemical 

Steam line 

for heating 

▲ 초기 용액 ▲ 스케일 용해 후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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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 removed Evaporator’s inside (Before & After) 

▼ Freezer inside Endoscope (Before & After) 

Lower part wall of the 

Condenser 1 

Lower part wall of the 

Condenser 3 

Tube support – lower 

part of Condenser 1 

Tube support – lower 

part of Condenser 3 

◀Uneven or thick rust were 
removed▶ 

◀Rust & scales were 

removed▶ 

▼ Rust removed Condenser’s inside (Before &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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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teel industry – Posco (Industrial water) 

처리 약품 ST-407(10wt%), 40℃, 4hr 침적 35%-HCl(10vol%), 40℃, 4hr 침적 

처리 전 무게 (mg) 37362 mg 37145 mg 

처리 후 무게 (mg) 37361 mg 37092 mg 

감량 (mg) 1 mg 53 mg 

  
-0.15

MM 

비중-d

ry 
수분 Al2O3 C CaO Cl K2O MgO MnO Na2O P S 

SiO2 

(ash) 
T-Cr T-Fe ZnO 

  %   % % % % % % % % % % % % % % % 

2011-01-13 99.5 1.14 34.07 3.54 7.5 3.27 0.079 - 1.04 0.89 0.097 0.133 0.36 4.4 0.02 57.67 0.16 

2011-01-27 99.4 0.94 31.85 3.41 6.21 3.41 0.059 - 1.508 0.86 0.074 0.131 0.37 4.68 0.011 57.14 0.14 

■ 의뢰 사유 : 스케일 제거에 산 사용 시 소재 부식 우려 및 유독 가스 발생 

■ 스케일의 조성 

Before After 

80.15 g 50.52 kg 

=> 소재 부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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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① 발전소 – CPP PREFILTER 

1. Test 의뢰 회사 : ** 화력 

2. 대상 설비 : Boiler Feed Water 정수 장치의 CPP PREFILTER 

▲ PREFILTER Chamber 
Service :  Condensate water 

▲ Filter Bundle  
: Front side 

3. Test 사유 : PREFILTER Bundle을 분해하지 않고 케미칼 순환으로 세정하고자 함 

4. 기존 방법 : ① Bundle의 지지봉, 스프링, 수지 필터를 완전히 분해 

                    ② 스프링(철합금), 지지봉(스텐레스)는 별도로 산처리 

                    ③ 수지 필터를 염산(HCl)에 일정 시간 침적 후 초음파 처리, 브러시 작업 

                    ④ 재조립 

 

** 기존 방법의 문제점 : ① Bundle의 분해, 재조립에 많은 인력 소모 

                                 ② 브러시 작업 시 Filter의 Groove 손상 우려 및 많은 인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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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 Element 

1. 처리 전 

2. 35%-HCl(50%), 25℃, 60분 침적 후 
(녹 산화물 잔존 및 Groove에 고형물 잔존) 

3. 35%-HCl(50%), 25℃, 360분 침적 후 
(녹 산화물 잔존 및 Groove에 고형물 잔존) 

4. MSR-100, 25℃, 60분 침적 후 
(녹 산화물 일부 잔존 및 
Groove에 고형물  없음) 

5. MSR-100, 55℃, 40분 침적 후 
(녹 산화물 및 Groove에 고형물  없음) 

추천 적용 방법 
 
1. 방법 ; Filter  Bundle 을 분해 하지 않고  
    액 순환용 Chamber 를  만들어  
    MSR-100 약액을 순환 세정 
 
2. 약품의 온도, 농도를 설정하여 적용 
 MSR-100용액 

▶ 약품 순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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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② 정수장치(식수, 폐수, 지하수) – GFF, PCF Filter 

▲ Filter Element 

▲ Filter Chamber 

1. Filter Chamber 및 Element 모습 

▲ 역세척 단계 

세정액 회수  

▲ 여과 운전 중 ▲ 케미칼 세정 

2. 정수 장치 운전 모식도 

세정액 & Air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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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Element 세정 전 후 비교 (Microscope × 300) 

3. Element Filter 세정 Test 

▲ 케미칼 침적 모습 ▲ 세정 전 ▲ 세정 후 

▲ 세정 전 ▲ 세정 후 

* 여과 대상물(정수 · 폐수 · 지하수)의 미네랄 스케일이 Element에  

  쌓여 여과 성능이 저하되어 정수 용량이 감소하게 됨. 

 

* 주기적으로(월 1회 정도) Element에 부착된 미네랄 스케일을 

   제거해 주면 정수 용량을 최대화 할 수 있음. 

 

* 적용 케미칼 : RR-101A, ST-207, ST-407 

* 처리 조건 : 상온(25℃), 60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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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4. 기타 필터 장치 : 멤브레인, 디스크, R.O, 세라믹, 금속 Etc. 



Best Partner With  Excellent  Chemical Solutions 

7. Cooler 

22 

IV. Cases 

분산기 cylinder 

냉각수 in/out  

▲ 냉각 순환계통이 이물로 거의 막힘 
(냉각수의 순환이 거의 불가능 상태) 

▲ 냉각 순환계통이 이물이 완전히 제거됨 
(Jacket  냉각 순환계통이 원형대로 복원됨) 

압축기 After Cooler 처리 전 스케일 및 오일 탄화물이 고착된 상태 약품처리 (RR-101B, 침적) 

고압 수세 모습 RR-101B에 의해 완벽하게 세정 된 모습 (튜브 내부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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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① Steel 

▼ Before ▼ After 



Best Partner With  Excellent  Chemical Solutions 

8. Parts 

24 

IV. Cases 

②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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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③ Aluminum, Copper 

▲Carbon Remover 에 4시간 

    침적 및 초음파 세정(온도 60℃) 
▲ 세정결과 고착된 carbon 이 제거됨 ▲ 탄화물 고착 피스톤 

미 연소 카본 부착  Al 소재  

임펠라의 세정 전 후 모습 

초음파 또는 침적 후 고압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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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① 빙과 회사 : 아연도금 냉동기용 응축기 

▲ eliminator를 open한 후 내부 냉각 튜브에 스케일이 생성되어 있는 모습 ▲ 냉동기용 응축기 

▲아연도금 튜브에서 떼어낸  

스케일 모습 

Scale 

아연 판재 

▲ 스케일 용해 실험 ▲ 스케일이 용해된 모습 

( 아연소재의 손상이 거의 
없이 스케일 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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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② APH Glass tube cleaning 

Glass or cast 

iron tubes 

▲ 세정 전  

(Ash 성분의 스케일) 
▲ 세정 후 

(스케일 완전히 제거) 

Chemical Bath Pump 

▼ 처리 방법 제안 

: Glass를 장치에서 탈착 시키지 않고 Cleaning 할 때 

  * PVA 수지 호스(수도 호스)로 10~50EA를 연결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케미컬 순환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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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③ Hot Press(열매체유 계통) 리페어 

▲ 세정 대상 Hot Press 

▲ 열매체유 라인 

▲ 열매체유 

input 

▲ 열매체유 히터 

■ 순환 세정 작업 공정 

▲ 순환세정액 조성 및 승온 작업 ▲ 순환 세정 작업 가설배관 연결 ▲ 순환 세정 작업 , 탄화물 제거 ▲ 열매유 계통의 제거된 탄화물 찌꺼기 

· 사용 약품 : PCR-100     · 순환온도 : 70~80℃     · 작업시간 : 라인별 2~4Hr 

· 작업 순서 : 약품조성 및 승온작업 → 열매유 Drain → 약품 순환실시 → 순환량 Check 및 세정완료 → 열매유 계통 Air 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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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④ Cooling drum 

적용 약품  MSR-100 

적용 소재 특수강 

적용 방법 순환 

적용 시간 12~24 시간 

적용 농도 25% 내외 

적용 온도 50~60℃ 

제거 대상 특수강 모재 산화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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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⑤ 열매체유 열교환기 리페어 (세정 순환 작업 모습) 

◀ 순환 세정 2시간 경과 후 

뜰채로 걸러낸 
열매유 Sludge 

▲ 상부 순환 배관 모습(지상 3m에 위치) ▲ 하부 순환 배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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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ses 

⑥ 진공 펌프 냉각수 스케일 

▲ 진공 Pump 내부 스케일 성상 

▲ Pump Body ▲ Pump Impeller 

▼ Before  ▼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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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OH(10%), 95℃, 30분간 처리 

▲ 충진제 오염물 부착 모습 

** NaOH 처리 시 : 오염 부착물이 박리되지 않음 

** PCR-OT 처리 시 : 오염 부착물이 완벽히 박리 됨 

▲ PCR-OT(25%), 95℃, 30분간 처리 

▲ PCR-OT(25%), 95℃, 1hr 부분 침적 후 
   수세 (** 충진제 오염물 100% 제거 가능) 

▼ 탈취탑 분해 후 꺼내 올린 충진제 모습 

※ 부연 설명 

① 탈취탑 충진제 : 탈취탑에 12단의 충진제가 채워져 있음 

② 한 단의 충진제는 SUS 블록 6EA로 이루어져 있음  (우측 그림 참조) 

9. The others IV. Cases 

⑦ 식용유 탈취탑 충진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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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others IV. Cases 

⑧ 금형(몰드) – 스치로폴 금형 세정 

▲ 처리 전 모습 ▲ Chemical  Bath ▲ 고압 수세 

▲ 처리 후 모습 

* 처리 약품 : RR-101A 

* 처리 온도 : 상온 ~ 60℃ 

* 약품 침적 시간 : 6~1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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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객실 배관 스케일 (인도네시아 Shangri-La Hotel) 

PCR-100D, 10% 용액 
상온(25-30℃), 72hr 침적 후 

PCR-100D, 10% 용액 
60℃, 30min 침적 후 

샹그릴라 호텔 객실 배관 스케일 모습 

9. The others IV. Cases 

** PCR-100D, ST-407 적용 시 장점 

① 배관을 뜯지 않고 케미칼과 온수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제거할 수 있음. 

② PCR-100D, ST-407은 냄새가 전혀 없고  

     피부나 눈에 묻어도 상해 위험성이 없음. 

스케일 용해 Test 

** 세면대 · 변기 · 소변기 모식도 

** 작업 방법 

   ① 밸브를 열어 물을 Drain 함 

   ② 밸브를 잠그고 케미칼을 채우고 일정 시간 지체 

       ex)  25℃, 72hr 또는 60℃, 1hr 내외 

   ③ 밸브를 열고 물을 내린다. 

** 적용 케미칼  

   - 세면대·변기 : PCR-100D 

   - 소변기        : ST-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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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배관 스케일 

9. The others IV. Cases 

1. 수리 대상 : 배관 내부의 스케일 제거 

2. Test 사유 : 배관 내부에 스케일이 축적되어 공급이 원활치 않음 

3. 수리 방법  ① 기존 방법 : 배관 교체 

                    ② 신규 방법 : 케미칼 순환 후 수세 

4. 적용 케미칼 : RR-101A, ST-205, ST-407, MSR-100 중에서 선택 

    * 적용 전 사전 Test를 통하여 적용 케미칼 선정 및 경제성 검토 필요 
처리 전 처리 후 

처리 전 처리 후 

* 주의 : 소재가 심하게 부식되어 모재가 얇아진 경우  

             스케일을 제거하면 뚫린 부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Test 예 
  - 시편 : 아파트 난방(온수 순환) 배관 Φ 60㎜ 의 철 pipe 
  - Test 조건 : ST-205 (50% 용액), 60℃, 침적 

* 상기 시편은 3~4hr 처리로 스케일 제거가 가능하며 순환 작업 시 시간 단축 가능 
* 상온(20℃) 처리 시 48hr 소요 됨 

처리 전 1hr 침적 후 2hr 침적 후 3hr 침적 후 4hr 침적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