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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co Company Overview
Essential Expertise for Water, Energy and Air

Business Division

회사 개요
•

Water & Process Services
(수처리 및 제지 사업부)

1928년에 설립된 Nalco는 산업 및 기관의 통합

•

Energy Services (석유화학 사업부)

용수 처리 및 공정 개선 서비스, 화학약품 및

R & D 조직

장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업종 및 시장에서 7 만 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간 $4,000만 예산

•

5개의 제품개발연구소 (미국, 유럽, 아시아)

•

600여 명의 박사

전세계 150여 개 나라를 거점으로 하여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

우수성 . 안정성

분야에서 고객들이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각
분야의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ISO 인증된 전세계 52개의 생산 공장

•

1928년 설립 이후 81년 동안의 수처리 노하우

•

2010년 총 매출 : $43억 (4.7조원)

Nalco Company Overview
Essential Expertise for Water, Energy and Air
1999:

1928:
National Aluminate
Corporation founded

1947:

1966:
National Aluminate
common stock
begins trade in the overthe-counter market

Suez acquires
Nalco and Calgon
and integrates both
with Aquazur

Nalco annual sales top
$100 million
1959:
Company name changes
to Nalco Chemical
Company

2008:
2003:
A consortium of
investment firms
purchase Nalco for
$4.1 billion, name
changed to
Nalco Company

2007:
Nalco annual sales
top
$3.9 billion

2010:
Nalco annual sales
$4.3 billion

1964:
1932:
Nalco’s water treatment
sales expand overseas
with establishment of a
company in England

Board names
J. Erik Fyrwald as new
Chairman,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2004:

Nalco shares listed
on New York Stock
Exchange
1989:

Nalco achieves
$1 billion annual
revenue mark

2007:
Nalco acquired
Nalco holds initial
Mobotec
public offering on 2007:
2001:
New York Stock
Exchange
Investor group
Name changed
sells remaining interest
to Ondeo Nalco Company
in Nalco, company now
fully publicly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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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연구소
약 18,000여명 근무
본사 소재지 : NAPERVILL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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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f Operation

Nalco Korea
본사


1990년 Nalco Korea 현리법인 설립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11층

1999년 Unico 인수

02) 789-6961

2010년 전국 8개 영업사무소(직원 150명)

Water & Process Services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70-5 대한송유관공사 내 별관동 2층
031) 701-9020~9



군산: 전북 군산시 지곡동 490-17

063) 461-0195~6


대 전
분 당

구미: 경북 구미시 옥계동 737-6 불로빌딩 2층
054) 473-6961~2



서울 (HQ)

안성 (물류창고)

구 미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593-5 유강코아루2단지 상가동 6호
054) 275-6961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77-1 공간건축 301호

서 산

포 항

042) 625-0205~6

Energy Service


군 산

서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313-1 2층

울 산

041) 669-0518


여수: 전남 여수시 상암동 2090
061) 683-0076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1-1 진우빌딩 2층
052) 272-4857~8

여 수

양산 (공장)

Nalco Korea


양산공장 및 실험실 개요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공단 863-1



Product History
Jun. 2000 : 설계작업 착수

(by 삼성엔지니어링)

Dec. 2000 : 현장 건설 착수 (by 삼성엔지니어링)
Sep. 2001 : 기계설비 완성
Oct. 2001 : 생산가동 시작



면적
총 29,668.3㎡ (약 8,990평)



연간생산능력
수처리 약품

: 30,000 TON/yr

에멀젼 응집제 : 10,000 TON/yr

Water Services
Solutions for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Customers


모든 산업분야의 고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스템 관리뿐 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유틸리티 및 폐수처리 응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걸친(분당, 대전, 포항, 구미, 군산) 현장전문가 조직은 고객에게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
등 모든 분야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

섬유 . 제지

자동차 . 자동차 부품
반도체 . 전지/전자
식품/음료 . 빌딩 . 병원 . 호텔 . 학교
원/폐수 처리장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냉각수 처리

E 보일러수 처리

Scale 방지제, 미생물 방지, 부식 방지제, 응집제, 청관제, 탈산소제

E

폐수 처리

Paper Services Offerings
Solutions for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Customers


고객의 특수한 요건에 맞추어 각 용지의 등급별로 펄프 및 제지 공정의 모든 면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급종이, 판지, 화장지 및 종이타월, 펄프제조를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Digestion
Fine Paper

Coated

Newsprint

Tissue
Board

- Digester Additives
- Online Monitoring & Control
- Defoamers & Wash Aids
- Pitch Control
- De-Inking Chemicals
- Retention, Drainage & Formation Aids
- Strength Aids
- Microbial Control
- Sizing
- Felt Cleaners
- Coating Additives
- Machine Optimization
- System Audits

Washing

Bleaching

Machine
Chest
Paper
Machine

Presses
Dryers

Energy Services Offerings
Solutions for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Customers


높은 신뢰도 구축과 정비 비용의 절감, 에너지 사용효율의 향상, 변화하는 환경법규에 대한 준수 등 정유/석유화학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빈 효율성, 수소 공급, 냉각수 성능/농축 및 냉각시스템 부식, 폐유회수, 위험폐기물의 효과적인 감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Corrosion Control
 Oil/Water Separation
 Scale Control
 Produced Water Management
 Paraffin/Asphaltene Control
 Gas/Production and Processing
 Gas Hydrate Solutions
Adomite

Oilfield Chemicals

Ⅱ.냉각탑 수처리제의 기본개념 및 현황

1. 물의 성질
2.부식의 원인, 종류 및 방지방안
3. Scale의 원인 및 방지 방안
4. 미생물의 발생원인 및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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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수처리의 기본개념
왜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는가?

•
•
•
•
•
•

값싸고,구하기 쉽고, 다량존재
다루기 쉽다. (Pumping가능)
많은 열을 운반할수있다.
분해되지 않음.
냉각수 온도에서 팽창,수축이 않됨.
비열(Specific Heat) : 1Kcal/oC Kg
– Methanol : 0.39 , Lead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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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수처리의 기본개념
물은 냉각수로서 완벽하지 않다!?
• “Universal solvent”
– 거의 모든것을 녹인다:metal,earth,stone.
– 불순물의 종류
• Gases (O2, CO2)
• Dissolved solids (Ca,Mg,SiO2등)
• Suspended
solids(부유물질:clay,silt,dirt,oil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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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계 문제점 Triangle

예측/예방 되지 못 한 문제점들로 인한 장해 현상
• Loss of heat transfer ( 열 전달 효울 저하)
• Reduced equipment life (장치수명 단축)
• Equipment failures ( 장치 설비 고장)

• Lost production ( 생산성 저하)

MICROBIO

• Lost profits (이익의 손실)
• Increased maintenance costs ( 보수비용 증가)

• Plant shutdown ( 운전 정지)

CORROSION

Cooling Water System Treatment
냉각수 운전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
 저 유속조건 열 교환기 (Low flow heat exchangers)
 고온 조건 (High heat flux conditions)
 미생물 및 조류 관리 (Microbiological and Algae control)
 계절에 따른 수질 변화 (Variability in Water Chemistry due to seasons)
 프로그램의 경제성 (Cost effective programs)
 환경문제 (Environmental Concerns)

Cooling Water System Treatment
Chemical 처리 프로그램 개념
 친 환경적 프로그램 (Non metal )
 High또는Low Hardness나 Alkalinity 조건에서 운전 가능
 고온 냉각수 (max. 65C ) 온도에서 운전 가능

 고온 Skin temperature (80C 이상)에서 효과를 나타냄
 저, 고 농축 운전 소화 (Cycle flexibility )
 분산제 가수 분해 와 인산의 O-PO4 전환 고려
 경제성 ( Cost effective)

성공적인 냉각수 처리를 위해서는….












* M=Mechanical (기계적측면)
Cover 가능한 MOC* 조건 확인
O=Operational (운전 측면)
시스템 조건 변화에 대한 이해
C=Chemical ( 화학적 측면)
시스템 Stress 확인
상기 조건들을 고려한 처리 프로그램 선택
최적의 관리 범위 설정
안정되고 정확한 Dosing system 구축
Monitoring 및 관리 범위 이탈 시 신속한 주입량 조정
철저한 미생물 관리
산화성 살균제의 효과적 조절
문제 발생 가능성들에 대한 trend 관리 및 진단
정기적인 Report

?

그러나…..

문제점을 잘 알고 관리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수계에서 여전히 장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스템 조건의 지속적인 변화

 불안정한 조건에서 program 이 효과적이 못함.
 약품 관리 농도 / 관리 기준이 이론적으로 설정됨.
 약주 설비 용량 부족 /부정확성으로 신속한 농도 조정이 안됨.

 서비스 부재 및 투입량 조정 주기의 부적절.
 수 처리 업체 담당자의 이해 부족 (Process, CW System, Program)
 공정 조건이 계속 변하고 일정치 않음.
 수질 변화가 심함.
 공정의 오염 .
 미생물 문제가 존재함.

냉각수 시스템에 항상 문제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처리 프로그램의 효과 와 시스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조절 되지 못하고 (Uncontrolled),
 관찰 되지 않은 (Undetectable)
 예상하지 못한 (Unpredictable)
조건들이 존재 하기 때문….

냉각수 시스템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

 기계적(MECHANICAL)
- Design Conditions
운전적 (OPERATIONAL)

- Process Conditions
 화학적 (CHEMICAL)
- Chemistry related issues
• Stress란 냉각수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든 조건들을 의미 함.

냉각수계의 장해 종류
부 식
(Corrosion)

부식이란 금속이 자연적 상태인 산화물의 형태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전기화학적 과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속들의 주성분인 Fe는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산소 (O2)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가공에 의하여 Fe가 된 것이므로 원래의 산화물 형태로 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스케일
(Scale)

물 속에는 많은 종류의 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건에 수질의 조건에 따라
이런 이온들이 침전되어 Scale이라 불리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주요 Scale : Ca, Mg, SiO2, Mn……

파울링
(Fouling)

보충수(Make-Up Water) 에서 침니 (Silt), 진흙 (Mud), 철 산화물 (Iron Oxide),
냉각탑 주변의 대기로 부터 먼지 와 Dirt등이 유입. Process Leak에 의한 Oil, 미
생물 성장에 의한 유기물 등이 유입 되어 침적물을 형성

미생물
(Microbio)

냉각수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 종류는 크게 Bacteria, Algae, Fungi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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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식 (CORROSION) 과정

1단계: 양극 부위 (Anodic Area) 에서 순수한 철은 냉각수와 접촉으로 인해 분해
되면서 전자가 발생한다.
Fe → Fe2+ + 2e- (산화)
2단계: 전자가 금속을 통과 음극 부위 (Cathodic Area)로 이동한다. 음극에서 전자와

냉각수에 의해 운반된 산소간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OH-가 발생한다.
½ O2 + H2O + 2e- → 2OH- (환원)
3단계: 이러한 반응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아래와 같은 반응이 진행된다.
Fe2+ + 2OH- → Fe(OH)2

2Fe(OH)2 + ½ O2 + H2O → 2Fe(OH)3 혹은 Fe2O3·3H2O
즉, 냉각수중의 용존 무기물은 이전기 화학적 회로를 양극으로 되돌려 부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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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
1. pH가 낮을수록 부식이 쉽게 일어난다.

2. 물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식이 쉽게 일어난다.
3.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부식이 쉽게 일어난다.
4. 냉각수계 내에 유속이 낮을수록 Deposits을 형성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증가하며 Deposits가 쌓일수록 국부부식이 쉽게 일어
나게 된다.
5. 미생물이 성장하면 Deposits화 하여 악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생물에 의해 H2S 가 형성되어 부식을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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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방지 방법
부식(Corrosion) 현상을 완전히 정지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진행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부식통제방법 으로는 부식방지 합금사용,pH조절,방지코팅,
희생양극사용, 화학적 부식방지제 적용 등이 있다.

• Anodic Inhibition (양극 부식 방지)
• Cathodic Inhibition (음극 부식 방지)
•일반적 방지제
부동태
피막 형성

금속표면에 비 전도
Film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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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 부식 방지
부식 진행 부위 중의 하나인 양극부위 (Anodic Area)에 Passivation Film을 형성
하여 부식을 제어한다.

냉각수 System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양극 방식제 종류는







Chromate
Molybdate
Nitrite
Ortho Phosphate
Si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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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 부식 방지
이것은 부식 진행 부위중의 하나인 음극부위 (Cathodic Area)의 반응을 방해한다. 음
극방식제로는 Bicarbonate, Polyphosphate, Phosphonate, Polysilicate, Zinc 등이 있
으며 금속표면에 Film을 형성하여 O2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식을 억제하
게 된다.
특히 Phosphonates(유기 인산염)도 음극부위에서 Ca-Phosphonate 로 Filme을 형성
하여 음극방식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Zn등과 상승작용 (Synergy Effect)을 일으
켜 Inhibitor의 역할을 극대화 하게 된다.
물속에 존재하는 Ca2+과 CO32-도 Cathodic Area에 형성되는 OH-로 인해 국부적으
로 pH가 상승하면 CaCO3로 되어 금속표면에 Film을 형성하게 되며 음극방식제로
작용하게 된다.

냉각수 System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음극 부식 방지제로는






Zinc (아연)
Ortho Phosphate (정 인산염)
Polyphosphate (중합 인산염)
Phosphonates (유기 인산염)
Calcium Carbonate
26

기타 양극(Anodic) 과 음극(Cathodic) 부식 방지제
 Soluble Oils
 Azole Filmers [동관부식 방지제]
Mercaptobenzothiazole (MBT)
Benzotriazole (BZT)
Tolytriazole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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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의 원인,종류 및 방지방안

부식의 3가지 종류
• 일반적 부식(General Corrosion)
• 국부부식(Pitting Corrosion)
부식이 발생된 부분은 깊이 패이며 결과적으로 깊은 구멍이나 Pit가
생긴다
주로 침전물밑에서 발생 또는 금속의 약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
어떤 금속은 다른 금속에 비해 좀 더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
만약 같은 계 내에 두개의 서로 다른 금속이 존재한다면 갈바닉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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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의 원인,종류 및 방지방안

Tuberculation
• 국부부식의 일종임.
• Tubercle은 국부적으로 부식이 발생된 곳을 덮고 있는
부식산화물과 Deposit의 Mound 임.
• 주로 물에 노출된 주철이나 Mild steel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배관,
Tube sheet, Cover등에 주로 발견됨
• 용수 공급 Line 의 End point등

Pipe에서 Tubercle제거 전후

전형적인 Tubercle

Tubercle 제거후 검정색의
Magnetite층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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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Monitoring
Corrosion Monitoring Equipments

Electric Corrosion Probe
Corrosion Test Coupon Rack
Corrosion Deposit Monitor

각 Metal별 부식도 허용기준
<5 mpy mild steel (general )
<1 mpy mild steel (with chromate)
<0.2 mpy copper and copper alloys
<0.1 mpy on exotic alloys
30

Monitoring Tools for Water Control
1). Corrosion Coupon Rack
Corrosion Monitoring은 냉각수 Return Line 에 설치하여 Corrosion Test Rack내부에 각
종류 (Mild , Steel , SUS , Copper 등) 의 Coupon 을 일정기간 부식 및 Scale 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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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식에 대한 새로운 도구

당사는 일반 부식율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Nalco Corrosion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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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스케일) ?
 물 속에는 많은 종류의 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건에 수질의 조건에
따라 이런 이온들이 침전되어 Scale이라 불리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Scale에 의해 만들어진 침전물은 단일 물질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Scale 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Silt 또는 미생물과 같이 존재 하기도 한다.
 과다한 Scale이 생성되면 열 교환기의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게 됨은
물론이고 Scale 하부에서 국부부식이 진행되어 Tube에 Pitting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냉각수 System에서 흔히 볼 수 있는 Scale(스케일) 종류
Iron Oxide, Calcium Carbonate, Calcium Phosphate, Calcium
Sulfate, Iron Phosphate, Zinc Phosphate, Zinc Hydrox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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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 Ion 농도
- 용해될 수 있는 농도 이상의 Ion들이 존재하면 Scale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과다한 Ion 이 있는 조건을 과포화 (Super Saturation)라 한다.

2. 온도가 높을수록 Scale 생성의 경향성이 증가한다.
- Ca & Mg Ion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 감소

3. pH가 증가할 수록 Scale이 쉽게 형성된다.
- pH가 높을수록 알 카리도 중 CO3-2 와 OH- 농도증가

4. 부유물질이 많을수록 Scale이 쉽게 생성된다.
- 부식 생성물들이나 슬라임의 형성은 Tube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Scale이
형성될 때 "Seed"로 작용하게 된다.

5. 열 교환기 Tube 내부의 유속이 낮을수록 Scale 형성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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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vs Deposits
• 스케일(Scale) : 물 중의
미네랄이 침전 되어 생성
“water formed”

• Calcium carbonate - CaCO3
• Calcium sulfate - CaSO4
• Tri-Calcium phosphate Ca3(PO4)2

• Silica / silicates
• Metal oxides - Fe, Mn
• Calcium / inhibitor complexes

• 침적물(Deposits) : 물 중의
부유물질에 의해 생성
“water borne”
• 침전된 물질이 생성한다.
(CaCO3)

• 금속산화물
- 다량의 침전물들
- 보급수로부터 유입
- 부식 생성물

• 진흙, 침니, 점토
- 보급수로부터

- 공기로부터

• 미생물에 의한 오염
• 이끼 류, 공장물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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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형성 요인

• 시간
• 온도
• 유량의 조건
• pH

• 포화도
• 스케일 핵의 형태와 수량
• 방지제의 성능

•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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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olubility - %

용해도(온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Normal Solubility

Calcium Sulfate
Calcium Carbonate
Calcium Phosphate

Inverse Solubility

65
18

85
29

105
41
Temperature oF
Temperature oC

125
52

145
63

Scale 방지를 위한 방법
스케일 제어 방법

스케일 Mode별 제어 방법

 냉각수중의 무기물의 농도 제한  Crystal modification(결정형태 변형)

(전처리 또는 B/D)

Phosphonates

 Sequestration(무기물과 착물형성)
 Acid injection : pH & alkalinity
 Mechanical Changes

Poly-phosphates, EDTA

 Scale conditioning

 유속증가
Acrylate polymers,
 Air rumble,Backflushing
lignins,tannins
 Side-stream filter, etc
 Dispersion(고분자를 이용 전하를
 Chemical inhibitors

주어 무기물이 멀리 떨어지거나 서로
저항하게 한다)

Anionic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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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방지제
. Typical Phosphonates (유기 인산염)
Calcium
Tolerance

Halogen
Tolerance

HTI
Tolerance

Relative
Cost

AMP

Good

Fair

Fair

Low

HEDP

Good

Good

Good

Moderate

PBTC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High

종류

. Crystal Modification

R
R PO R
POO O P
O
OO
OO

. Dispersant (Polymer)
scale
particulate

dispersed
scale
particulate

+

H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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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ale의 원인 및 방지방안
CaCO3 (2000X, 4micron). Polyacrylate(2000X,12-18u)
Polyacrylate(2000X,20u).

Organic-PO4(2000X,1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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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ling (파울링)?
Fouling에 의해 형성된 Deposit은 Scale에 의해 형성된 Deposits과 구별
된다.
Scale Deposits은 물속에 녹아 있던 Ion 성분들( Dissolved Minerals)이

침전됨에 따라 형성되지만Fouling Deposit은 부유물에 의해 형성된다.
Fouling Deposits 내에는 Scale이나 부식에 의해 생성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미생물에 의해 같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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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ling 발생요인
1.

보충수(Make-Up Water) 에서 침니 (Silt), 진흙 (Mud), 철 산화물 (Iron
Oxide)등이 유입.

2.

냉각탑 주변의 대기로 부터 먼지 와 Dirt등이 유입.

3.

냉각수 System에서 Process Leak에 의한 Oil, 부식 생성물, 미생물 성장
에 의한 유기물 등이 유입.

이렇게 유입된 이 물질들은 부유 물질로서 탁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들이
서로 달라 붙어서 계 내에 쌓이게 되며 Fouling 장해를 일으키게 된다.

Fouling 방지 방법
1. Fouling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보충수를 공급한다.
2. 냉각수계에 부식이나 Scale, 슬라임이 발생을 최소화 한다.
3. Side Stream Filter를 설치하여 냉각수계 내에 존재하는 부유물을 제거한다.
4. Blow-Down 을 증가시켜 오염물질을 계 외로 배출시킨다.

위의 방법 이외에도 Baffling이나 Tower Basin Vacuum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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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ower Film Fill Deposits

• 저 유속
• 고 농축
• 미생물 성장에 대한 좋은 환경

• 혼합형태의 침적물 생성
– 슬라임에 의한 부유 고형분 포획
– 스케일 형성

• 산화성 살균제, 미생물 분산제,
비산화성 살균제로 처리 가능
– Photos show power plant fill before
& after 73550 program

43

미생물 이란?
냉각수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 종류는 크게 Bacteria, Algae,
Fungi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Bacteria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떤
종류는 Sulfate등을 영양분으로 섭취한
후에 Acid를 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열 교환기 뿐 만 아니라 냉각
탑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미생물에 의한 장해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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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logical Growth
냉각수중의 미생물
미생물종류
Bacteria
Slime forming
Anaerobic
corrosive

서식장소

문제점

Tower basin, 열교환기

열교환효율을 감소시키는
Slime 형성
Deposit 하부, Dead pipe 산성부산물 발생으로 부식유발

Iron depositing

지하수 사용처

다량의 Iron deposit 형성

Denitrifying

Closed loop

부식방지제 소모

Algae

Tower decks & surface

Fungi

Tower lumber

Distributor hole 막힘
다른 미생물의 먹이
Fouling 유발
나무재질의 Tower 구조물의 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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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Control 방법(약품처리)
 산화성 미생물 살균제

 비산화성 미생물 살균제
Isothiazolne

Chlorine gas
DBNPA
(un-stabilized/stabilized)
Glutaraldehyde
Bleach (NaOCl)
ADBAC Quats
(un-stabilized/stabilized)
Sodium bromide
 슬라임 분산제
Chlorine dioxide
Nonionic Surfactant
Ozone Etc…
고체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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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izing biocide Chemistry
• Chlorination
Cl2 + H2O <--> HCl + HOCl
HOCl <--> H+ + OClNH3 + HOCl <--> NH2Cl + H2O
NaOCl + H2O <--> HOCl +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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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mine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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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산화성 살균제의 종류
Biocide

Primary
Application

Copper Sulfate
Methylene Bisthlocyanate
Glutaraldehyde
Carbamate
Quaternary amine salts
Cocodiamine
Tributyl tin oxide(TBTO)
Triazine
Dodecylguanidine
DBNPA
Metronidazol
Isothiazolines

Algae
Bacteria
Bacteria
Bacteria & Fungi
광범위
Bacteria
Fungi & Algae
Fungi & Algae
Fungi,Bacteri& Algae
Bacteria
Bacteria(SRB only)
Bacteria & Fungi

Effective
pH range
6- 7.5
6- 7.5
7- 9.5
7- 9.5
6- 9.5
6- 9.5
7- 9.5
7- 9.5
8- 9.5
6 -9
6- 8.5
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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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의 형성과 방지방안

3) 미생물 분산제 (Biodispersant)
• Nonionic Surfactant
• 산화성 / 비산화성 살균제와 병행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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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 Check Kit ( Sani Check B, Petrifilm )
냉각수 중에 Sani Check B Tester 또는 , Petrifilm을 침적 시켜 Incubator 에서 24 – 32시간
정도 배양 후 박테리아 수를 기준 Table과 비교하여 Slime 장해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관리 기준치

측정 Data

104개/ml 이하

103개/ml 이하
104개/ml 이하
105 - 106개/ml
106개/ml 이상

Sani Check B Tester

판정
Slime 장애 미약
경미한 Slime 장애
Slime 장애 발생
Slime 장애 심각
Petri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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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냉각탑 수처리 방안

새로운
Service

새로운 Service, Chemical, Equipment
및 Software를 이용하여 C/W System의 Stress를
관리 하여 냉각수 처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발된,
냉각수 처리를 위한 Total Solution System.

혁신적인
Chemistry

최신
Software

IT와 결합된
정밀한 장비

3D TRASAR 란 ?
•
•
•

혁신적인 냉각수 처리 프로그램.
냉각수 처리 Performance를 3차원(Corrosion / Scale /
Microbiological)으로 실시간 monitoring and control을수행
다양한 구성
–
–
–
–
–
–

•

특허된 monitoring and control 기술
Up-set 조건에서 Performance를 유지 할수 있는 새로운 dual function chemistry
(PSO)
운전중에도 프로그램을 최적화 시킬수 있는 Software
Remote communication, internet, DCS, SCADA 기능 장착
운전 중 System 진단 및 운전 정보 제공
(HTI, water usage, product usage, system volume)
pH, conductivity, ORP, water meters의 통합체

3D TRSAR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는 13개의 특허 제품이 탑재
되어 있음

3D TRASAR – 구성도
Flow Switch

Water Outlet
(To CT Basin)
Sampling Valve

3DT Controller

Fluorometer

Water Outlet, 4.5 GPM
(To Pellet Feeder)

pH & ORP Probes

Flow Meter
Conductivity Probe
Flow Throttle Valve
Corrosion Probe 2
Water Inlet
(5 GPM)
Strainer

Flow Meter

Corrosion Probe 1

3D TRASAR – 장비사양
Power Supply
•
85 - 250 VAC, 50/60Hz, 20 Amp
7 Control Relays
1.

TRASAR

2.

Tagged Polymer

3.

Bio-reporter (pump)

4.

Oxidizing Biocide

5.

Non-oxidizing Biocide

6.

Blowdown

7.

pH (acid or base feed)

Feedback 제어 가능

Stress….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System Stress 변화에 따른 약품 농도 조절 변화
분산제 농도(Concentration (ppm)

80
70
60
50
40
30

High Stress!
Low Stress!

20
10

측정 시간 간격 : 8 시간
-

유지농도 (Active Concentration (ppm)
투입 농도 (Treatment Concentration (ppm)

Stress ….
예측하기 어렵게 변화 한다.

1,800

1,600
1,400

Conductivity

1,200
1,000

3D TRASAR
increases stress

3D TRASAR
increases stress

800
600

3D TRASAR
decreases stress

400
200
-

Time (Each Division = 8 hours)

Stress …
쉽게 확인되기 어렵다.

1,000

3.0

900

2.5

800

ORP (mV)

700

2.0

600
500

1.5

400
1.0

300
200

0.5

100
-

-

Time (each division = 1 day)

ORP

Copper

Copper Corrosion Rate (mpy)

3D Bio-Control
Started

기존의 냉각수 관리(습식 분석)
주기적인 수질 분석에 의존

High

비정상 또는 계획되지
않은 운전 상황

Set Point
Spread

System
Stress

Low

Time

TRASAR Control

관리 범위내에서 Tight 하게
농도 관리

High

비정상 또는 계획되지
않은 운전 상황

Set Poin
Spread

System
Stress

Low

Time

3D TRASAR CONTROL

변화하는 Stress에 맞추어
실시간 프로그램 최적화

High

비정상적이고,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하는 Stress 환경에 대해
3차원적 예측을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처리 수행.

System
Stress

Low

Time

무엇으로 Stress를 관리 하는가?
• Total Solution
– Hardware, software, chemicals, and services
– 24/7 communication and data management
• New Performance-based sensors and control
– The Nalco Scale Index (NSI)
– The Nalco Bio-Index (NBI)
– The Nalco Corrosion Monitor (NCM) and PSO

STRESS Management For Cooling Systems

Corrosion ( 부식)
24/7 performance
(24hrs –7days)

전체적인
공장 운전
비용 절감

Scale(스케일)
Microbio(미생물)
KNOWLEDGE

부식 및 스케일 방지제, 미생물 처리제, pH and
cycles 조절

최신의 data
통신 및 관리
시스템

Inhibitor
Selection

Slider Bars
Cycles –2.5
pH – 8.4
Dosage - 50

current
Effect of slider
change

Biocide
Selection

System Performance

Go here for:
Key
performance
indicators
Corros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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