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개요

에너지에너지 절감절감 을 위한 열교환기의 최적화

우리는주변에알게 모르게많은열교환기를사용하고있습니다.

제품을생산하는공장들은물론이고수많은빌딩들, 자동차, 심지어각 가정에서사용하는보일러,

에어컨, 냉장고에도열교환기가들어 있습니다.

I. 개요

이러한열교환기를사용하다보면 사용 기간이경과함에따라 열교환기의각 부위에산화막이나

스케일이쌓이게되고 이러한산화막이나스케일이열 전도를막아설비의효율을떨어뜨려더 많은

에너지를소모하게되며 심지어복구가불가능하여값비싼설비를폐기하게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산화막이나스케일을제거 해 주면열교환효율이높아져에너지소모량이절감 된다는것은 대부분

알고있으나 비용이너무 많이 들거나기술적어려움으로산화막이나스케일을제거하지못하고

사용하는경우도많고 또한 어떤방법으로이러한산화막이나스케일을제거하는것이좋은 지 선택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많아 기존에사용되고있는일반적인방법과지원테크가제안하는새로운방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II. Shell tube 열교환기

1. 기존 방법

1) 산(Acid) Base 케미칼순환의문제점

① 설비 부식의문제점이있다 (설비의수명이짧아짐)

② 산가스발생으로인해 주변의계측기, 전자 기기가손상 될 우려가있다

③ 고온에서생성된스케일, 여러 성분의복합 스케일은제거할수 없다 (용해 안됨)

④ 수소취성이발생하여소재가약화된다

* 수소 취성 산(HCl, H2SO4, H3PO4…)에 포함된 수소가 금속과 반응하면서 금속 내부에 침투하여

소재가 약화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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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 인산, 염산 】금속별, 온도별 무게 및 두께 감량

· Chemcial :황산, 인산, 염산 (10% 용액) · 1㎎ = 1/1000g

· 시편 Size : 100×50㎜ · 1㎛ = 1/1000㎜

· 침적 시간 : 50℃, 4hr 침적 시간  50℃, 4hr

황산 인산 염산

Iron(SS41)
[비중 7.852]

처리전 무게(㎎) 37,072 37,895 37,635 

처리후 무게(㎎) 29,648 31,531 37,245 

감량 무게(㎎) 7,424 6,364 390 

감량 두께(㎛) 95.2 81.6 5.0 

SUS304
[비중 7.93]

처리전 무게(㎎) 37,432 37,314 37,440 

처리후 무게(㎎) 35,708 37,302 37,436 

감량 무게(㎎) 1724 12 4 

감량 두께(㎛) 22 미량 용해 미량 용해

Al(A5052)
[비중 2 68]

처리전 무게(㎎) 13,173 13,201 13,192 

처리후 무게(㎎) 13,055 12,247 7,790 

감량 무게( ) 118 954 5 402[비중 2.68] 감량 무게(㎎) 118 954 5,402 

감량 두께(㎛) 4.4 35.6 201.6 

Copper
[비중 8.9]

처리전 무게(㎎) 11,495 10,713 10,998 

처리후 무게(㎎) 11,491 10,705 10,986 

감량 무게(㎎) 4 8 12 

감량 두께(㎛) 미량 용해 미량 용해 미량 용해

▲ 표 1. 산 종류별 금속 용해도(시편사용, 각각 10% 용액, 50℃, 4hr 침적)

Brass(6:4)
[비중 8.4]

처리전 무게(㎎) 10,215 10,573 10,994 

처리후 무게(㎎) 10,209 10,573 10,982 

감량 무게(㎎) 6 0 12 

감량 두께(㎛) 미량 용해 0 미량 용해

산 B 케미칼은 금속 스케일과반응 시 발열 반응으로인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갈 수 있음** 산 Base 케미칼은 금속·스케일과반응 시 발열 반응으로인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갈 수 있음.

칼슘(Ca)계 고온 생성 스케일

* ST-407 에서 용해

실리카(SiO2)계 스케일

* MSR-100 에서 용해

칼슘·실리카·알루미나

(Ca,Si,Al2O3)계 복합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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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산에서 용해시키기 어려운 스케일

* ST-205 에서 용해



2) 물리적 방법 (봉을 사용하여 Pipe 내부를뚫는다) 의 문제점

① 인력이많이소요된다.

② Pipe 내벽이 손상될 우려가크다.

③ 튜브 번들 안쪽의스케일을제거할수 없다③ 튜브번들 안쪽의스케일을제거할수 없다.

▲ 그림 2. 기존 작업 방법 ▲ 그림 3. 기존 작업 방법

▲ 그림 4. tube sheet의 모습 ▲ 그림 5. 튜브 번들 안쪽의 스케일
(일부 tube는 물리적 세정 작업으로 손상 받아

Leak 하여 Plugging되어있는 모습)

림 튜 쪽의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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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 부식의우려가적다. (적용 케미칼별금속 부식율표참조)

2) 고온 생성 스케일및 여러 성분의복합 스케일도제거할수 있다. (용해됨)

3) 열교환기를분해하지않고케미칼을순환한다

2. 지원테크 방법 : 케미칼순환

3) 열교환기를분해하지않고케미칼을순환한다.

Circulating inside tube

Air Vent

Hose connection with Shell

Circulating inside shell

Pump

Chemical 

Tank

Circulating inside shell

▲ 그림 6. 열교환기 스케일 제거 방법 모식도

** 케미칼 선택, 농도 선택, 작업 온도 및 작업 시간 설정 방법

① 지원테크제품리스트(스케일별로구분되어있음) 를 참고하여 2~3가지케미칼을선택한후

각각의케미칼을비이커에채우고(ex. 농도 25%, 온도 50℃) 용해 상태를관찰하여케미칼을선택

한다.  ** 지원테크제품 리스트 : 별첨 (17page 참조)

된 케미 몇가 ( ) 성하여 상태 관 하여작업② 선택된케미칼을몇가지농도 (ex. 10%, 25%, 50%)로 조성하여용해상태를관찰하여작업 농도를

결정한다.

③ 선택된케미칼을온도별로몇 개의 비이커에채우고 (ex. 상온, 40℃, 60℃) 용해 시간을체크하여

작업온도와작업 시간을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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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양을알고 있을 때 필요한케미칼양을 구하는방법

: 비이커에케미칼을일정량채우고 (10~50% 에서 선택한농도) 스케일이용해되지않을 때까지

용해된양을 계산하면스케일일정무게를용해할때 필요한케미칼양을구할 수 있다.



** 설비 제원

· Tube 구경 : 15 mm

· Tube 길이 : 1460 mm

3. 실 작업 사례

 Tube 길이 : 1460 mm

· Tube 개수 : 200 EA

· Tube 재질 : 동

· Shell 재질 : 철

· 스케일 성분 : CaCO3와 기타 성분을포함한열변성스케일

* 동(Cu) 의 열전도도 : 420* 동(Cu) 의 열전도도 : 420

* CaCO3 의 열전도도 : 0.14

** CaCO3 스케일 때문에열전도율이떨어 짐.

1) Tube 번들 외면 세정방법

① 기존방법 : 브러시로떨어 냄 (번들 내측 pipe 사이 스케일은제거할수 없음)① 기존 방법  브러시로떨어 냄 (번들 내측 pipe 사이 스케일은제거할수 없음)

* 산 Base의 케미칼사용 시 산가스에의한 2차 오염 및 소재 부식 우려

② 지원테크방법 : 케미칼스프레이또는 침적

* 분해하지않고 케미칼을순환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림 6 참조)

* 적용 케미칼 ST-407

처리 전 처리 후

▲ 그림 7. Tube 번들 외면 처리(케미칼 30분-스프레이 후 수세

2) 폐색(완전히막힘)되지 않은 pipe 내면 스케일제거 방법

① 기존방법 : 그림1, 그림2의 물리적방법① 기존방법  그림1, 그림2의 물리적방법

* 산 Base의 케미칼사용 시 산가스에의한 2차 오염 및 소재 부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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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폐색되지 않은 pipe



② 지원테크방법 : Tube side 케미칼 순환 (ST-407, 60분)

그림 9. 폐색되지 않은 pipe 스케일 제거 후 ▶

테 시작후 수분 후 열 환기 내부의▲ 테스트 시작후 수분 후 열교환기 내부의

스케일이 용해되어 나오는 모습

▲ 그림 10. 케미칼 순환 작업 모습

3) 폐색(완전히막힘)된 pipe 의 내면 스케일제거 방법

◀ 그림 11. 폐색된 pipe

① 기존 방법 : 각각의 pipe를 드릴로뚫어관통 후 브러시로내면 폴리싱.

*  산 Base의 케미칼사용 시 산가스에의한 2차 오염 및 소재 부식 우려

② 지원테크방법

a. Chemical 침적 : Chemical 침적 시 기포 발생과함께초기 2cm/hr의 속도로 Scale이 용해되나

일정깊이(20cm 가량)가 되면 Scale 용해 시 발생된기포가 Chemical과일정 깊이(20cm 가량)가 되면 Scale 용해 시 발생된기포가 Chemical과

Scale의 접촉을막아반응이정지 됨.

◀ 그림 12. 폐색된 pipe의 스케일 제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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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침적 시 기포 발생 10hr 침적 후 모습(20cm 가량 Scale 용해)

b. 고무 호스를삽입하여 Tube 내부로 Chemical 분사 : 2cm/hr 속도로 Scale 용해 됨.

▲ 그림 13. 케미칼 침적

Tube 내 고무 호스 삽입 고무 호스 삽입 후 Chemical 분사

▲ 그림 14. 고무 호스를 사용한 폐색된 Pipe의 스케일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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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처리 전

▲ 그림 15. 폐색된 pipe의 내면 스케일 제거 전, 후

** 기타 견해 : Scale로 Tube 내부가 폐색되기 전에 예방 정비(ST-407 순환)를 한다면 열교환기의분해 없이

1~2hr에 Scale 제거가 가능하나 완전 폐색 후 처리하려면

III. Pin tube 열교환기

에 제거가 가능하나완전 폐색 후 처리하려면

분해 – 침적 – 호스 삽입 후 Chemical 분사 – 조립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많은시간(80시간이상), 노력, 비용이 발생 함.

1) Pin 부분

① 물리적방법 : 브러시 (표면 노출 부분만처리 가능)

② 화학적방법 – 알루미늄소재 : 처리 방법없음

1. 기존 방법

- 동 소재 : 산(Acid) Base 케미칼 처리 (산가스에의한 2차 오염 및 소재부식 우려)

** 표1의 산 종류별금속 용해도참조

2) Tube 부분

① 알루미늄소재 : 처리 방법 없음

② 동 소재 : 산(Acid) Base 케미칼 처리 (소재 및 용접 부위 손상으로일부 제품만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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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특징

① 소재 손상이없다 (동, 알루미늄)

② 산 가스 발생이없다 (냄새 없음)

2. 지원 테크 방법

② 산 가스 발생이없다 (냄새 없음)

③ 열교환기를분해하지않고 처리할수 있다

2) 소형 제품의처리 방법 : 케미칼침적 또는 스프레이후 수세

① 자동차라디에이터 (에어컨방열판)

* 라디에이터(에어컨방열판)가 알미늄산화막및 오염 물질로 Depo’ 되면 엔진 냉각이잘 되지않아

출력저하를초래 함출력저하를초래 함.

* 알루미늄(Al)의 열 전도도 : 235

* 알루미늄산화막(Al2O3)의 열전도도 : 3.60

* 알루미늄산화막(Al2O3) 때문에 열전도율이떨어짐

오염된 에어컨 라디에이터 (알루미늄 산화막 제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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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자동차 라디에이터 산화막 제거 예

알루미늄 산화막 제거 후



② 전동차압축기 Air Cooler

처리 전 스케일 및 오일

탄화물이 고착된 상태

약품처리

(RR-101B,2hr침적)
고압 수세 모습

RR-101B에 의해 완벽하게 세정 된 모습

(튜브 내부 및 외부)

▲ 그림 17. 소형 열교환기의 세정 예

③ 대형제품의처리 방법

* Pin Side : 케미칼 분사

* Tube Side : 케미칼 순환* Tube Side : 케미칼 순환

Pin Side : 케미칼 분사 Tube Side : 케미칼 순환

▲ 그림 18. 대형 Pin tube 열교환기의 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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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 작업 사례 (xx 공업)

i) 설비명 : Boiler Fan Cooler

ii) 기존 방법 : 분해 후 고압 Air 분사

* 소재 부식 우려 및 주변 산가스오염 우려로케미칼을사용할수 없었음* 소재 부식 우려 및 주변 산가스오염 우려로케미칼을사용할수 없었음.

iii) 지원 테크 방법 : RR-101B를 스프레이하여 스케일과산화막을제거

iv) 작업 순서

a. Air를 분사하여 Fan cooler 먼지 제거

b. Fan Cooler  방수 작업 (비닐 또는 천막천)

RR 101 B 50% 수용액을오염 부위에스프레이(순환)c. RR-101 B, 50% 수용액을오염 부위에스프레이(순환)

d. 용수를 사용하여수세

e. Air를 분사하여건조

Fan Cooler 방수작업Boiler Fan Cooler 전경

Scale 완벽히 제거된 상태Fin-Side의 악성 Scale 

▲ 그림 19. xx 공업의 Pin Tube 열교환기 전경

세정 후 상태세정 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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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처리 전 후 표면 상태



상당수의냉방 장치는 Shell & tube 형태의 증발기, 응축기부분(냉동기)과 Pin tube 형태의 방열부분

(공기조화기)으로 되어있다. 

** 냉난방 장치의 검토 사항

( )

따라서 설비의최적화를이루기위해서는 Shell & tube 열교환기부분의냉각수스케일과 Pin Tube

열교환기부분의오염 및 스케일상태를동시에제거 할 필요가있다.

▲ 그림 21. 냉방(냉동 장치) 유니트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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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판형 열교환기

1. 기존 방법

1) 작업 순서1) 작업 순서

① 판형열교환기분해

② 산 Base 케미칼또는 물에 침적

③ 건조후 가스켓교체(전체 또는일부)

④ 조립

⑤ 시운전 (L k 검사)⑤ 시운전 (Leak 검사)

2) 기존 방법의문제점

① 수리기간이오래 걸림

② 인력소모 과다

③ 가스켓교체등 비용이많이 든다

④ 전문인력이아니면수리할수 없다

▲ 그림 22. 판형 열교환기 작업(기존방법)

④ 전문 인력이아니면수리할수 없다

2. 지원 테크의방법 (케미칼순환)

1) 장점

① 열교환기를분해하지않고 수리하므로수리 기간단축

② 인력소모가적다

③ 가스켓을교체할 필요가없다 (가스켓비용 절감)

④ 전문 인력이아니라도수리할수 있다.

⑤ 수리가용이하므로자주 수리하여설비의효율을최대로높일 수 있다.

2) 단점

① 폐색(완전히막혀스케일과케미칼이접촉할수 없는 상태) 된 부분이있는경우 채널링현상으로

완벽히수리할수 없다.

* 채널링현상 : 용액이 막힌 부분으로흐르지않고흐르기쉬운 부분으로만흐르는현상)

② 폐색된부분이생기기전에 수리해야하므로수리 주기가짧아진다.

케미컬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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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펌프

케미컬 Bath 

▲ 그림 23. 판형 열교환기의 세정(지원테크 방법)



3) 케미칼 순환 방식 적용의사전체크

① 지원테크제품리스트(스케일별로구분되어있음)를 참고하여 2~3가지케미칼을선택한후 각각의

케미칼을천에 흠뻑 적셔(흐를정도) 스케일이 Depo 된 판의 스케일부분에올려 놓고 일정 시간

(30분~60분) 경과 후 수세하여스케일제거 상태가가장 좋은 케미칼을선택한다. 선택된 케미칼을

10%, 25%, 50% 원액의농도로같은 방법으로테크하여스케일제거 상태가가장좋은 농도를정한다.

* 농도 결정 시 경제성을고려하여가능한낮은 농도에서결정함.

케미칼에 적신 천

② Bath (플라스틱그릇 등)에 선택한케미칼을채우고작업 할 온도를맞춘다.

* 온도가 높을수록 작업 시간이짧아짐 (50~60℃가적합)

▲ 그림 24-1. 케미칼 선택과 농도 결정을 위한 사전 체크 (약품 습포 Test)

③ 스케일이 Depo 된 판을 Bath에 담그고스케일용해 상태를 체크한다.

④ 판에 Depo 된 스케일이대부분용해되는시간을체크한다. (중간에 꺼내어흐르는물에 수세 해본다)

* 순환 작업 시 순환속도를감안하여고압 수세는하지 않는다.

⑤ 상기에서체크한시간을고려하여작업시간을정한다.

** 원하는 작업시간 내 스케일이제거되지않으면기존 방식으로수리한다. 원하는 작업시간 내 케일이제거되지않 면기존 방식 수리한다.

▲ 그림 24-2. 작업 조건 설정(온도, 시간)을 위한 사전 체크

케미칼 침적 수세 건조 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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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때, 각종스케일 및 고착물 제거 (재질: 스텐레스 스틸)
적용약품 MSR-100

적용소재 스텐레스스틸

적용방법 침적또는순환

적용시간 1 ~ 4 시간

2. 뻘, 해수 스케일 제거 (재질: 티타늄)

적용약품 ST-400P

적용소재 티타늄

적용시간 1  4 시간

적용농도 25% 내외

적용온도 10 ~ 60℃

제거대상 물때, SiO2 성분스케일

3. 인산염 피막제의 고형물 제거 (재질: 스텐레스스틸)

적용방법 침적또는순환

적용시간 1 ~ 4 시간

적용농도 25% 내외

적용온도 10 ~ 60℃

제거대상 진흙, 뻘,  해수스케일

적용약품 ST-200P적용약품 ST 200P

적용소재 스텐레스스틸

적용방법 침적또는순환

적용시간 2 ~ 4 시간

적용농도 25% 내외

적용온도 10 ~ 60℃

제거대상 인산염고형물

탄화된 활 제거 (재질 티타늄)4. 탄화된 윤활유 제거 (재질: 티타늄)
적용약품 ST-100L

적용소재 철 & 티타늄,  동합금

적용방법 순환

적용시간 2 ~ 4 시간

적용농도 50%내외

적용온도 70 ~ 80℃

제거대상 농축 탄화된윤활유제거대상 농축, 탄화된윤활유

▲ 그림 25. 사전 체크를 통한 케미칼 선택 예

4) 실 작업 사례 (xx 스틸)

① 설비명 : 판형 열교환기 (압연유 Heating 용)① 설비명  판형 열교환기 (압연유 Heating 용)

② 재질 : 스텐레스스틸

③ 오염물질 : 전면 – 압연유 불순물, 후면 – SiO2를 다량 포함한복합 스케일

* 스텐레스스틸 열전도도 : 22

* SiO2 복합 스케일의열전도도 :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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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2 복합 스케일의열전도도 : 0.16

* SiO2의 스케일때문에열전도율이떨어짐



④ 기존방법 : 분해 후 케미칼처리 → 브러시작업 → 건조 후 가스켓교체 → 조립 후 Leak 검사

⑤ 지원테크 방법 : 사전 체크를통하여용수 부분은 MSR-100, 압연유 부분은 ST-100L의 케미칼선택

(온도 50℃, 농도 각각 30%, 처리 시간 5hr)

▲ 그림 26. 수리 대상 설비 ▲ 그림 27. 케미칼 순환을 위한 배관 연결

▲ 그림 28. 용수 부분 처리 전 후

▲ 그림 29. 압연유 부분 처리 전 후

5) 기타 고려 사항 (Shell &Tube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공통)

① 다이아프렘펌프 사용 시 더 좋은 결과를얻을수 있음

* 케미칼순환(용해) 효과 + 충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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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칼순환(용해) 효과 + 충격 효과

② 순 방향 순환, 역 방향 순환, 순환 일시 정지(침적효과)를 병행하면더 좋은결과를얻을 수 있음

③ Pump는 가능한케미칼 Pump 사용



V. 검토 사항

아래사항을감안하여수리비대비에너지절감 금액을산정하여경제성을검토합니다.

1) 스케일 · 산화막을제거하지않고 운전할때의 에너지비용

2) 스케일 · 산화막을제거하고운전할때의 에너지비용

3) 기존 방법으로수리시의수리 비용 및 설비 손상

4) 지원테크방법으로수리시의수리비용 및 설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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