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LING TOWERS 
냉각탑은 냉각기, 에어컨 또는 기타 다운 스트림 공정 장비를 주변 공기로 냉각시키는 데 

사용되는 재순환 수에서 열을 방출합니다.  증발 과정을 통해 열이 환경으로 방출되어 냉각

탑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THE PROBLEM 
냉각탑은 환경 및 수질 공급 요소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냉각 공정에서 물이 증발함에 따라 

미네랄은 냉각탑 충전물, 분지 및 하류 장비에 스케일로 침전됩니다. 냉각탑은 먼지와 오물

이 냉각탑으로 흡입되어 분지, 채우기 및 하류 장비에 진흙과 슬러지로 침전되므로 효율적

인 공기 청정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온, 스케일, 진흙 및 슬러지의 조합은 박테리아, 레

지오넬라 및 조류의 생물학적 성장을 위한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냉각탑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케일링 

• 부식 

• 퇴적물 (진흙 쓰레기 및 먼지) 축적 

• 비 효과적인 화학 물질 주입  



THE WATERCUBE 
Watercube는 운영 비용을 30 ~ 50 % 절감한 맞춤형 냉각 알루미늄 또는 316SS 스키드로 

설계되었으며, 냉각탑을 따라 또는 아래로 측면 스트림으로 설치됩니다. Watercube의 구성

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냉각탑에 맞게 다양

한 크기와 유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del HW SCF WC - Hard Water Treatment 

& Self Cleaning Filter 

Model HW SCF SMIP WC - Hard Water 

Treatment, Self Cleaning Filter, Chemical 

Injection & Static Mixer 

  

  
Model HW SCF UV SMIP - Hard Water 

Treatment, Self Cleaning Filter, UV, Chemical 

Injection & Static Mixer 

Model HW SCF UV - Hard Water Treatment, 

Self Cleaning Filter & UV 

 



Watercube는 

• 화학 물질 사용 향상 

• 유역, 채움 및 하류 장비의 경수 문제 완화 

• 생물막, 레지오넬라 및 조류의 서식지 제거 

• 냉각탑의 열전달 효율 향상 

• 유지 보수 및 운영 비용을 최대 50 % 절감 

 

Watercube의 추가 혜택 

• 재순환 펌프는 자체 세척 필터 작동에 중요한 일정한 유량과 압력을 제공합니다. 

• 경수 보호는 물에서 미네랄의 전하 (제타 전위)를 감소시켜 더 부드럽고 습한 물과 

스케일 축적을 완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물에 칼슘 및 기타 미네랄은 

냉각탑 채우기, 물통 및 관련 다운 스트림 배관 및 장비에 스케일로 축적됩니다. 이는 

냉각탑 효율을 감소시켜 조기 장비 고장을 유발하고, 생물막과 레지오넬라가 달라붙어 

성장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여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자체 청소 스크린 필터는 조류, 파이프 스케일, 공정 수 불순물, 대기 오염 물질 및 

슬러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유지 보수, 에너지 및 화학 처리 비용을 

최대 30-50 % 줄일 수 있습니다. 스크린 필터는 레지오넬라, 박테리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슬러지를 크게 줄여서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 화학 물질 주입 및 혼합, 선택적 단일 또는 다중 화학 물질 주입 지점을 통해 AIR 

STATIC MIXER 로의 화학 물질 주입 제어가 가능합니다. 화학 물질과 물은 완전히 

혼합되어 있으며 동일한 양의 화학 물질에 대해 OR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ductor Ring Main은 냉각탑 유역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덕터 노즐은 난류를 생성하여 

고형물을 부유 상태로 유지하고 여과로 더 쉽게 제거합니다. 

• 추가적인 박테리아 및 제어를 위해, 처리된 물이 Eductor Ring Main 을 통해 유역으로 

되돌아 오기전에 UV 시스템을 수처리의 최종 단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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