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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료 절감을 위한 라디에이터(에어컨)의 정밀 세정

** 문제점 문제점

: 라디에이터 표면에 각종 이물질이 고착, Depo 되어 열교환 효율이 떨어져 엔진(에어컨) 냉각이 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되며연료 소모가 많아 짐.

오염된 에어컨 라디에이터 (알루미늄 산화막 제거 전)

알루미늄 산화막 제거 후

▲ 차량 에어컨라디에이터 정밀 세정 전 후 모습



1) 오염 물질 : 알루미늄 산화막 열화되어부풀은 코팅제 열화되어 고착된 이물질

1. 연료 절감을 위한 라디에이터(에어컨)의 정밀 세정

1) 오염 물질 : 알루미늄 산화막, 열화되어 부풀은 코팅제, 열화되어 고착된 이물질

2) 기존 수리 방법 : Air Gun으로 스프레이하여먼지를 떨어 냄(해결 안되면 폐기)

* 문제점 : 알루미늄 산화막, 코팅제 잔존물, 고착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음.

3) 지원 테크의 수리 방법

① 수지 코팅되어 있지 않은 라디에이터 : RR-101B(세정제)에 침적하거나 스프레이하여알루미늄산화막과 열화되어고착된 이물질을 완벽하게제거 함.

② 수지 코팅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 RR-101B(세정제)에 침적하여 알루미늄 산화막, 열화되어 부풀은 코팅제, 열화되어 고착된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후 재코팅 함.

* 알루미늄 산화막 생성을 막기 위해 수지 코팅되어있는 라디에이터도있으나 코팅막 때문에 열전달 효율이 떨어짐.

* 알루미늄(Al)의 열 전도도 : 235

* 알루미늄 산화막(Al2O3)의 열전도도 : 3.60

* 알루미늄 산화막(Al2O3) 때문에 열전도율이떨어짐

4) RR-101B(세정제)의 특징4) RR 101B(세정제)의 특징

① 냄새가 없음

② 피부 · 눈에 묻어도 상해의 위험이 없음

③ 알 미늄 재 손상이 없음③ 알루미늄소재 손상이 없음



5) 적용 사례

1. 연료 절감을 위한 라디에이터(에어컨)의 정밀 세정

)

① 엔진 오일 쿨러 (세정 전 후 모습)

② 선박 라디에이터 (세정 전 후 모습)

③ 전동차 압축기 에어 쿨러 (세정 전 후 모습)



2.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세정

** 문제점

: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미연소 카본이 고착되어배기 가스 정화 효율이 떨어짐.

1) 기존 수리 방법 : 고온의 가스를 통과시켜카본을 연소시킴 (해결 안되면 폐기)

* 문제점 : 카본이 일부밖에 연소하지 않음

2) 지원테크 수리 방법 : 장치가 차량에 부착된 상태로 RR-101B(세정제)를 순화 시킴 (C사 적용 중)

3) 적용 예 : 상용차 탑재 Euro 4 엔진 DPF

Filter Case 
(DPF 외부의 부식된 Scale을 완전히 제거한 모습)

[필터 확대 사진][필터]



3. 부품류의 정밀 세정

1) 탄화물이 고착된 부품류

①기존 방법 : 경유에 담근 후 수작업으로긁어 내거나 철 브러시, 샌드페이퍼, 샌드브라스트 처리

* 문제점 : 인력 소모가 많고 이물질을완벽하게 제거하기어려우며 부품에 손상을초래 할 수 있음

②지원테크 방법 : 세정제 침적 → 고압수세 또는 초음파 세정 → 수세 → 건조

* 1회에 대량 처리가 가능하여 인건비가절감되며 소재 손상이 없음량

③적용 사례

i) 피스톤 (세정 전 후)  ** 적용 케미칼 : Mclean-100

ii) 임펠러 (세정 전후)   ** 적용 케미칼 : Mclean-100

▲세정결과고착된 carbon 이제거됨▲탄화물고착피스톤

▲ 미연소 카본이 부착된 알루미늄 소재의 터보 임펠라의 세정 전, 후 모습



3. 부품류의 정밀 세정

iii) 철, 알루미늄 복합 제품 (세정 전후) ** 적용 케미칼 : RR-101Biii) 철, 알루미늄 복합 제품 (세정 전후)   적용 케미칼  RR 0 B



3. 부품류의 정밀 세정

2) 녹이 발생한 철 부품류 ** 적용 케미칼 : RR-101B) 녹이 발생한 철 부품류  적용 케미칼  RR 0 B

▼ Before ▼ After



4. 자동차 엔진 및 피스톤 세정

1) 기존 수리 방법 : 경유 침적 후 수세미 및 브러시로수작업 (완벽하게 처리 할 수없음)1) 기존 수리 방법 : 경유 침적 후 수세미 및 브러시로수작업 (완벽하게 처리 할 수없음)

2) 지원테크 수리 방법 : 세정제 침적→ 고압수세→ 수용성방청유 침적(80℃) → 인양 후 건조

3) 적용 예

① 엔진 Body  세정 예

: 케미칼 침적또는스프레이(PCR-100D) → 고압수세→ 수용성방청유 용액 침적(3% 방청유용액, 80℃) → 인양 후 건조

▲ 엔진 Body의 처리 전 모습

② 엔진 블록 세정 예

▲ 케미칼 스프레이(10분간 방치) ▲ 고압 수세 ▲ 처리 후 모습

② 엔진 블록 세정 예

: 케미칼 침적(PCR-100D) → 고압수세 → 수용성 방청유 침적 (3% 방청유 용액, 80℃) → 인양 후 건조

▲ 엔진 블럭 처리 전 모습 ▲ 케미칼 침적
(PCR-100D, 60-70℃, 2-4HR)

▲ 고압 수세 ▲ 처리 후 모습



4. 자동차 엔진 및 피스톤 세정

③ 실린더 헤드 세정 예③ 실린더 헤드 세정 예

: 케미칼 침적(PCR-100D) → 고압수세 → 수용성 방청유 용액 침적(3% 방청유 용액, 80℃) → 인양 후 건조

▲ 실린더 헤드 처리 전 모습 ▲ 케미칼 침적
(PCR-100D, 60-70℃, 2-4HR)

▲ 고압 수세 ▲ 처리 후 모습

④ 피스톤 세정 사례

: 케미칼 침적 → 수세 (초음파) →  건조

▲ 피스톤 처리 전 모습 ▲ 초음파 수세 ▲ 처리 후 모습▲ 케미칼 침적
(Mclean-100, 60-90℃, 2-4H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