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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시스템을 품질이 저하되거나 상당히 오염된 유체로 작동한 경우 청소해야 합니다. 
중간유체로 새 장비를 세척하면 유체 오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세척하지 않은 오래된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사용한 작업 장비: 사용한 Fyrquel® 유체가 품질 저하 되거나(0.20 TAN 유체 산도 이상) 또는 액체나 

고체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경우, 해당 유체는 적절하게 배출하고 새 유체를 다시 채우기 전에, 

저장소를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세척하거나 청소해야 합니다. 

  

신규 유압 장비: 특히 증기 터빈과 같은 새로운 장비를 가동할 때, 펌프, 배관, 열교환기 및 기타 

유동 경로 내부에 잔여 프로세스 오일, 녹 방지 유체 및 기타 입자여과기로 제거되지 않는 용해성 또는 

잔여 오염물질이 남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유압 시스템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밸브 또는 블록의 플러싱 이용을 포함하여 아래 옵션 2 절차를 강력 권장합니다.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최초에 채운 유체가 처음 순환된 이후 약 24-72시간 내에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저장소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표준 유체 샘플과 분석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외부 

또는 용해성 오염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된 작동 유압유체: 안전조치와 양호한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저장소와 같이 시스템의 낮은 유동 

부위에는 고체 오염물질이 점차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층에서의 교반을 하면 급속 펌프 출구 또는 

기타 필터가 막힐 수 있습니다. 용해성 오염물질은 순환하는 유체에 대한 정기적인 유체 분석에 탐지되지 

않고 쌓일 수 있습니다. 작동유체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유압시스템을 세척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4 가지가 있습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개별적인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사용한 유체를 포함한 드럼은 항상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용한 Fyrquel®은 Fyr-back® 프로그램 리턴의 자격대상이며, 처분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체를 투입한 후 1-5일 이내에 Fyr-check® 샘플을 채취하여 

베이스라인 유체 품질을 확인하고, 또한 세척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새롭고 깨끗한 유체를 깨끗한 

유압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표면을 닦을 때는 보풀이 일지 않는 천을 사용하십시오.  
 

1. 간단한 유체 교체와 수작업 세척을 실행하십시오. 
사용한 유체는 뜨거울 때 가능한 신속하게 배출시켜 잔여 유체가 배관에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장소, 흡입 여과기 및 기타 접근 가능한 부품을 검사하십시오.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2. 중간유체를 사용하여 유동 경로를 깨끗이 합니다. 
사용한 유체는 뜨거울 때 가능한 신속하게 배출시켜 잔여 유체가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요 시 보풀이 없는 

천으로 저장소와 필터 하우징을 수작업으로 청소합니다.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충분한 FyrquelÒ 220을 투입하여 

펌프가 유체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이는 전체 정격 시스템 용량의 약 75% 정도입니다. 대략 

24시간 동안 플러시 또는 헹구어냅니다. 밸브는 대략 1시간에 6번 정도 스트로크해야 하고 쿨러는 매 30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어큐뮬레이터도 헹구어야 합니다. 중간 플러시를 배출하거나 뜨거운 유체를 가능한 뜨거울 

때 신속하게 헹구어냅니다. 필터를 교체하고 다시 점검한 다음 필요 시 저장소를 청소합니다.  
 

3. 3자 도급업체를 이용하여 표준 OEM 권장 난류 플러시를 실시합니다. 

플러싱 유체를 배출하고 새로운 유체로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 특별 세제 제품인 FyrquelÒ 세척 유체를 사용하여 유동 경로를 청소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및 특별한 문제 해결 제품을 이용하기 

전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특별한 단계별 Fyrquel® 세척 유체 가이드라인 절차 

회보는 요청 시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제품 가이드라인 
유압시스템 세척 옵션 - Fyrquel® 유체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