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관內 스케일 부착 방지 장치(Scale Clean)의 개요

1. 제작사
일본 ㈜뉴매틱社 (Pneumatic Co.,Ltd.)

http://www.jsj.co.jp

2. 개발 역사

일본 동경전력과 신일본제철의 2社가, 水배관의 스케일로 애로사항이 있

어, 각 회사들이 모여 22년前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개량하여 2002年부터

시판하였습니다.

3. 원리

배관 외부에 13回 코일을 감아 배관 중심부에 1초간 약5,000발의 종류가

다른 전자파를 보내어 자석보다 강한 전자계를 발생시킴으로 이 구간에 흐

르는 유체의 스케일 성분이 서로 충돌을 반복하여 분산되므로 부착을 방지

합니다 (배관의 스케일 부착방지)

4. 특징

스케일을 경화시키지 않고,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을 연화시킵니다

(기존 스케일 제거)

장치의 전자계를 통과한 유체는 하류측 1~2km까지 효과가 있으며,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고온(95도)의 유체 및 용제가 함유된 것. 녹이 혹처럼 된 것과 탄산칼슘이 완전히

경화 것은 사용 불가능(현상유지는 가능)

5. 납입실적 일본內 500대 이상 (국내는 포항제철, 하이트, 롯데 등 30대)

6. 메인트넌스
18년前에 본격적으로 납품후, 과거 1대의 고장도 없었으며, 메인트넌스는

일체 불필요합니다.

6. 장치

7. 사양

전원: 단상 AC220V±10%, 50/60Hz, 소비전력 450W (2.5A)이하

사용온도: 제어반(-20℃~60℃ RH90%이하) 케이블(내열 105℃)

제어반 표시: LED(통전확인, 단선경보, 히터동작)

제어반 치수: 430(W) x 450(D) x 235(H)

설치 사진 



■ 배관內 스케일 부착 방지 장치 Sales Manual

제작사: 일본 ㈜뉴매틱社 (Pneumatic Co.,Ltd.)          

1. 판넬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2. 여기에서 파장이 다른 전자파를 

1초간 5000발 코일에 흘려 보냅니다 

3. 이것이 코일의 피막을 통과합니다. 

     배관의 벽도 통과합니다. 

2. 그로 인해 배관중에 흐르는 액체에 영향을 줍니다. 

 

① 스케일의 성장방지 

 코일내를 스케일 성분이 통과하는  

사이 전자계에 의해 충돌을 반복. 

② 스케일 제거 

 세분화 된 스케일이 기존 스케일에          

충돌하고 파괴. 



탄산칼슘(CaCO3)의 경우

5.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좌측 사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6. 수중에 탄산칼슘을 투입하고, 400배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7. 이 장치를 설치한 배관을 통과한 액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8.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장치는 화학 반응 능력이 없어 단순히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9. 스케일이라는 것은 좌측 사진과 같이 점점 퇴적되어 경화되는 것 입니다. 

   분산되는 것은 역현상입니다. 따라서 본 장치는 스케일 부착 방지 장치입니다. 

   쿨링타워 등에 부착된 스케일은 제거됩니다만, 당사가 제거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다음날부터 스케일이 떨어지지만, 늦을 경우 7~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스케일 부착 방지 장치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 불가능한 사례

1. 청관제와 병용은 불가합니다 (살균목적의 차아염소산 소다는 병용 가능)

2. 고온액 (95℃이상)은 불가 : 물이 비등한 상태에서는 자계가 소멸됩니다.

제거 불가능한 사례 (현상유지는 가능)

1. 녹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된 것.

2. 탄산칼슘이 완전히 경화되어, 콘크리트 상태로 된 경우.

( 현미경 배율 X 400배) 

스케일 성분의 질적 변화, 현미경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