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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산업 회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기업 중 하나 

인 INDASA는 스페인 페롤 (Ferrol)에 위치한 해안선 외부 

공급 플랫폼을 건설하는 Navantia의 BAP 프로젝트를 

수여 받았습니다.

도전

표면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회사로서 INDASA는 재활용 가능한 강재 연마제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강철 연마제를 사용하면 

블라스팅 된 강재 표면에 용해성 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있었습니다.

가용성 염의 측정은 ASTM D4940 방법에 따라 전도성 

시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됩니다. 연마제와 순수한 

물을 혼합하여 연마제에서 용해 가능한 염 (염화물, 

황산염, 질산염 ...)을 침출하도록 교반합니다. 이 슬러리를 

여과하고 여액의 전도도를 측정한다. 전도도 값은 μS 

/ cm 단위로 표시됩니다. 국제 표준에서 허용되는 최대 

값은 SSPC-AB-3 표준 [8]에 따라 1000 μS / cm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ASTM D4940 표준에서는 «높은 

오염도의 전도도 값은 500 μS / cm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공기 담금질과 같은 열처리 공정은 

용해성 염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조로 판매되는 저탄소 (탄소 함량 0, 

1 %) 대 고 탄소 연마제 (탄소 함량 1 %)의 장점입니다.

솔루션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고 표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에어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안된 연마재를 

고객에게 WINOA 브랜드의 WAbrasives, Profi lium 45

를 제안했습니다. 

PHENICS : 염분 오염 위험
을 극복하는 뛰어난 해결책

PROFILIUM의 실험결과

0,62

Cx: µS/cm

32

Cx: µS/cm

8,1

Chlorides mg/l

1

Sulphates mg/l
ORIGIN

WA

PRODUCT

PROFILIUM 045

WATER SAMPLES
DATE

05/01/2016

우리는 Phenics설비의 

홉력 및 청결,회수의 

품질에 대해 깊은 

인생을 지닌다.

Indasa의 현장 

매니저：Imeldo 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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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수 환경에서PHENICS는 어떻게 작동할까 ：

오염물은 먼지,페인트 조각과 긴밀히 연결하고 있지만 

숏트볼은 소량의 오염물에 관련되고 있다. 혼합물에서 

먼지,페인트 조각,강 연마제를 불리하면 대부분의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페인트 쇄설+분진은 무게차이로 

효과적으로 강연마료과 분리되어 있으며,자력 분리는 

금속재료만 분리되는 것만  확보할 수 있다.

장점

회수가능한 숏트볼이 소모성 연마료를 대체하여 고객의 

이익을 향상시켰으며,그리고 현자 조작효율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높였다.연마료 체적과 폐물의 출현이 현저히 

감소해서 폐물처리와 운송원가를 절약하게 되었다.그리고 

생산과정 중 먼지의 감소와 수동처리의  취소 때문에 

조작자의 작업조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PHENICS는  시대에 떨어진 폭파방법을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회수한 강 연마료가 도전성 수준측에 관련 

편견을 도전했다.그리고 유럽 전체 가장 저명한 공업도장 

청부업자의(예로  INDASA）선택이 되었다.

시험결과를 본 후 고객은 Phenics의 회수설비와 Profi lium

의 결합체가 이 프로젝트의 정확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최대한 홉력을 얻고 청결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Phenics XL 소자를 선택했다.

SSPC-A B2 극한값：1000ΜS/ CM （회수 숏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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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전도율값μS/ cm

32

New Grit Recycled Grit (50 cycles)

Separating Metallic Abrasive from the 

WorkMix Using a Sheathed Magnet

131

300 ml of abrasive
+

300 ml of deionized water

Stirring + stand Filtration Conductivity measurement

ASTM D4940의 기준에 따라，저오염 정도 이하의 전도율이 약 50μS/ cm이다. Profi lium의 전도율 수준은 32μS/ cm

이고 설정의 기준보다  낮다.

공기 파텐팅 연마료의 품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회수설비는 재성매개체의 청결단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