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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제 
 

Fyrquel® 유체란 무엇입니까? 

Fyrquel® 유체는 자가소화 (내화성) 합성 비수성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로 전 세계 산업용 

유압유체 및 윤활유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yrquel® 유체는 사용자들에게 수 백만 시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성능을 제공해왔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ISO에 따라 “HFDR” 

지정과 함께 별도의 클래스로 분류됩니다. 비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 합성 유체는 자가소화 성질이 

없으며 따라서 ISO HFDU로 별도 분류됩니다.  
 

왜 인산염 에스테르 내화성 유체를 사용해야 합니까? 

내화성 유체를 사용하면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우수한 자가소화 내화성 유체. 미네랄 오일과 비-자가소화 합성 유체가 관여된 화재는 소화가 

어려운 화재를 발생시키는 화염을 전파합니다.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됩니다. 주요 증기 터빈 OEM은 

본질적으로 자가소화 성질이 있는 ISO Class HFDR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 사용을 요구합니다.  
 

왜 Fyrquel®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를 주요 OEMS에서 선호합니까?  

인산염 에스테르는 자가소화 (내화성)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 합성 유체를 사용하는 중요한 화재 안전성의 

장점 때문에 Airbus, BHEL, Boeing, Alstom, GE Energy, Hitachi, LMZ, MHI, Shanghai Turbine, Siemens, 

Westinghouse 등의 주요 산업 및 항공 OEMS에서 지정하여 선호하는 내화성 유압유체입니다. 다른 종류의 

합성 유체는 일단 점화되면 계속해서 연소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방염 및 

자가소화 성질이 있습니다.  
 

Fyrquel®의 자가소화 화재 방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Fyrquel®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의 자가소화 장점은 www.fyrquel.com에서 볼 수 있는 5분짜리 동영상에서 

시연됩니다. PAG 폴리알킬렌글리콜유 및 POE 폴리올 에스테르 종류를 포함하는 다른 모든 합성 유체는 

인산염 에스테르보다 연소열이 훨씬 더 높으며 이 샘플 시연에서 자체 연소를 지속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산염은 산불 진화 및 특정 종류의 휴대용 소화기에 사용하는 인산염 기반 화학물처럼 

화재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ISO Spray Test ISO/DIS 15029-2, Hot Manifold Ignition Test ISO 

20823 및 ISO 14935 Wick Test 와 같은 다른 글로벌 산업표준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산염 에스테르 내화성 기능성유체가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습니까? 

내화성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산업 및 상업용 항공 유체 용도에서 우수한 화재 방지 기록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성능 요건은 현저하게 다르며 두 가지 뚜렷하게 다른 인산염 에스테르의 

종류로 이용됩니다. Fyrquel® 내화성 산업용 유압유체 및 윤활유에 사용된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는 

항공 유압유체 용도로 사용되는 트리알킬 인산염 에스테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휘발성이 적습니다.  
 

Fyrquel® 유체는 니트릴(또는 부나 N 이나 네오프렌) 씰, O-링 또는 호스에 적합합니까? 

Fyrquel® 유체는 니트릴/부나 N 또는 네오프렌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ICL 

Fyrque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적합성이란 제목의 제품 회보를 검토하여 부틸 

고무, 플루오로카본, EPDM, PTFE (DuPont Teflon), 나일론 등을 포함한 적합 소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CPE 또는 염소 처리 폴리에틸렌 호스를 Fyrquel®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까? 

CPE로 만들어진 호스 소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EPDM 호스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염소처리된 

탄성중합체 소재를 Fyrquel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품 회보 
자주 묻는 질문들 - Fyrquel® 유체 

 

http://www.fyrqu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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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EL, Alstom, GE Energy, Hitachi, LMZ, MHI, Shanghai Turbine, Siemens, Westinghouse 장비에 보통 

사용하는 Fyrquel® EH 시리즈 터빈 제어유체를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한 설명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yrquel® 유체를 과거에 일부 석유회사에서 판매한 다른 

리세일 브랜드의 자가소화 (내화성)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와 비교하면, 이러한 제품 대부분이 더 오래된 또는 

1세대 Trixylyl 인산염(예: 1 세대 ICL 제품 - 제품명 Fyrquel® EHC N 및 Fyrquel® L.)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3 세대 Fyrquel® EHC Plus 제품은 가장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Trixylyl 인산염 불포함 설계가 특징입니다. 

Fyrquel® EHC Plus 제품만이, UN GHS에서 위험 및 운송 규제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생분해성의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Leningradsky Metallichesky Zavod (LMZ) OEM 설계 전력발전소를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ICL은 특별한 제품 Fyrquel® L을 유일하게 LMZ 증기 터빈 용도에 

공급합니다. 비록 이 특정 질문과 답변에 상관 없지만, Fyrquel® L 제품은Fyrquel® EHC N과 같이 동일한 Trixylyl 

인산염 화학적 명칭인, CAS 및 EC 숫자를 갖습니다. 하지만, LMZ 용도에 필요한 특정 성분으로 차별화됩니다.  
 

제품 시리즈 Fyrquel® 전자 유압식 제어유체 

화학적 계열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아릴 인산염 

제품 기능 자가소화 (내화성) 유체 

ISO 클래스 HFDR 

 

제품 세대 1세대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제품명 Fyrquel® EHC N (또한 LMZ 장비에 사용된 Fyrquel® L)  

화학적 명칭 Trixylyl 인산염 

CAS 숫자 25155-23-1 

EC 숫자 246-677-8 

동의어 트리실레닐 인산염, TXP; 페놀, 디메틸포스페이트(3:1)  

실증적 화학물 포뮬라  C24H27O4P 

유럽 REACH 01-2119531415-46-0001 

  

제품 세대 2세대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제품명 Fyrquel® EHC  

화학적 명칭 부틸레이티드 트리페닐 인산염 에스테르 기반 혼합물과 Trixylyl 인산염 

제품 식별자  부틸레이티드 트리페닐 인산염 에스테르 기반 혼합물과 Trixylyl 인산염 

REACH 등록번호  01-2119519251-50-0000 [68937-40-6]; 01-2119531415-46-0001 [25155-23-1] 
 

제품명 Fyrquel® EHC S  

화학적 명칭 부틸레이티드 트리페닐 인산염 혼합물 > 10% 트리페닐 인산염 포함 

 이 이전 세대의 제품은 아직 ICL 이 공급하지만 더 이상 홍보하지 않습니다. 

제품 식별자  페놀, 이소부틸에네이티드, 인산염 (3:1) 

동의어  테르트-부틸페닐 디페닐 인산염 혼합물 

REACH 등록번호 01-2119519251-50-0000 (t-부틸페닐 디페닐 인산염 [68937-40-6]) 
 

제품 세대 3세대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제품명 Fyrquel® EHC Plus  

화학적 설명 부틸레이티드 트리페닐 인산염 혼합물, 보통 < 2-3% 트리페닐 인산염  

EC 번호 273-065-8 

REACH 등록번호 01-2119990477-21-0000 (tBUTPP low TPP)  

MOC 적합성 이전 세대 인산염 에스테르로서 동일한 건축 소재 적합성  

혼합성 이전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와 완전하게 상호교환 가능하며 혼합가능  

OEM 승인 Alstom, Westinghouse, GE Energy, Siemens, Shanghai Turbine, Harbin Turbine 

교환 유체 귀하의 Fyrquel®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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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 유체의 주요 유형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합니까? 

내화성 유체의 주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 "수성 유체"로 불리며 내화성 제공을 위해 

수분 함유량에 의존하는 수성 기반 유체. 이러한 유형의 유체에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유체의 내화성 성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SO는 제형과 수분 함유량에 따라서 이러한 

유체를 HFAE, HFAS, HFAB, HFC로 분류합니다. ‘합성 비 수성 유체’는 내화성을 부여하는 화학적 

구성에 의존합니다. Fyrquel® 유체는 고유의 자가 소화(내화성) 성질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며 

ISO에 따라 단일 HFDR로 분류됩니다. ISO는 비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의 합성 유체를 별도의 ISO Class 

HFDU로 분류합니다. 이 HFDU 카테고리에는 Polyol Esters (POE), Polyalkylene Glycols (PAG) 및 

식물성 오일이 포함됩니다. 다음 Q&A는 다른 종류의 비수성 기반 합성 유체에 비해 Fyrquel® 유체와 

같은 HFDR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가 우수함을 설명합니다. 
 

모든 ‘합성 비 수성 유체’가 유사한 내화성 유체 성능을 제공합니까? 

내화성 성능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합성 유체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다릅니다. Fyrquel®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는 자가소화 및 점화의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내화성 유체입니다. 폴리올 에스테르(POE) 및 

폴리올 에테르(또는 폴리알킬렌글리콜유(PAG))를 포함한 비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 합성 유체는 일단 

점화되면 계속해서 연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력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의 ISO Class HFDU 합성 유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2011년 EPRI는 자체 터빈 전자유압식(EHC) 유체 평가서를 발행했습니다. EPRI, Palo Alto, CA: 2011. 

1024580. 이 보고서는 EPRI 회원인 발전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또한 EPRI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ICL은 

이 보고서를 구매하여 이 보고서 내에 포함된 정보를 토의할 수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에 의거 ICL은 

복사본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EPRI 평가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Fyrquel®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의 자가 소화 내화성 장점은 첨가물에 의존하거나 서비스 중 변질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가소화 내화성 성질은 인산염 에스테르 고유의 특징이며 첨가물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중 변질되지 않으며, 여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EHC 시스템용 증기 터빈 OEMS에만 지정됩니까?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40년이 넘게 터빈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의 고유하고 중요한 자가소화 성질로 장비 사용업체에 

소극적인 화재 진압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비용이 드는 화재 진압 시스템을 

발전소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소화 Fyrquel® 유체를 사용하면 스프레이, 

뜨거운 표면 및 파이프 절연재와 액체 풀 화재를 포함한 심지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유체는 밸브 침식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모든 금속에 대해 비부식 적합성을 가지며, 장기 펌프 

수명을 위한 우수한 윤활 성질이 있고, 장기 유체 서비스 수명에 대해 작업 안정성이 좋고, 사용 중 

변형없이 점도를 유지하고, 우수한 공기 배출과 낮은 염소 함유량이 특징입니다.  
 

Fyrquel® 유체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Fyrquel® 유압유체 및 윤활유를 밀봉된 드럼에 보관하여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호하면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최소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물 오염은 이 유체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많아지면 용해 한도가 초과하여 유체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체의 

열화를 가속하게 됩니다. 추가된 물은 Fyrquel® 유체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상단에 별도의 수층으로 

나타납니다. 유체의 열화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유체 분석을 해야 합니다. ICL은 사용자들이 

중요한 공장 밀봉을 해제하고 드럼을 열어 사용하기 한참 전에 유체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물이나 미세한 입자가 침투하여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샘플을 오염시키지 않고 드럼에서 유체 샘플을 적절하게 채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ICL-IP는 

신규 유체의 용도 적합성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Fyrquel®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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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rquel® EHC Plus 

차세대 Fyrquel® EH 시리즈 제품 

 
새로운 Fyrquel® EHC Plus 유체란 무엇입니까?  

개량된 차세대 현대식 인산염 에스테르 터빈 제어 또는 EHC 유체입니다. Fyrquel® EHC Plus는 생분해성, 

비 수성 내화성 유체이며 필수 증기 터빈 OEM 지정 자가소화 내화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의 유체는 고유의 자가소화 특징 때문에 ISO에서 별도 ISO Class HFDR로 분류합니다.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5분짜리 동영상에서 언급한 자가소화의 장점과 다른 유형의 유체와의 

비교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일반 정보 섹션에 나열된 차세대 Fyrquel 

EHC Plus의 장점 회보를 검토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회보는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제품은 Fyrquel® 유체 제품과 적합합니까?  

Fyrquel® EHC Plus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된 모든 Fyrquel®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와 완전히 혼합 

가능하고 상호 교환되며, 적합합니다. 장비 구성 소재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품 대비 장점은 무엇입니까?  

Fyrquel® EHC Plus는 필요한 산화 저항성, 공기 배출 보호로 형성되며 더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가 

특징입니다.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제품 정보 섹션에서 다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더 자세한 

정보를 직접 살펴보십시오. 증기 터빈 OEM 승인 제품입니다. Fyrquel® EHC Plus로 전환하려는 고객은 

Fyrquel® 담당자와 상의해보도록 권장합니다.  

 

이전 트라이자일릴 인산염 제품과 현대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신제품의 가격이 보통 낮습니다. 귀하의 Fyrque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UN GHS (General Harmonized System)가 Fyrquel® 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유럽 REACH 규정과 개정된 USA OSHA 위험물 커뮤니케이션 표준에서 GHS 위험물 분류 규칙을 도입하고 GHS 

위험물 기호를 기존 MSDS 및 라벨에 사용하나 시간 일정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의 화학물 제조업체는 

2015년 까지 이전 MSDS를 새로운 SDS 위험물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ICL은 이미 대부분 

Fyrquel® 제품에 대해 이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Fyrquel® EHC Plus의 더욱 안전한 환경 및 

인체 건강 프로필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GHS 분류 또는 운송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운영업체는 Fyrquel®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대 인산염 에스테르 Fyrquel® EHC Plus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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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취급 및 보건, 안전 및 환경 
 

제품 문헌, 적용 안내 및 SDS의 최신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Fyrque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등록 후 www.icl-ip.com에서 직접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SDS는 다양한 언어와 지역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MSDS의 형식과 라벨을 관할하는 세계 위험물 

커뮤니케이션 표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UN General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GHS)로 변경했고 

이 중요한 서류는 이제 SDS라고 불립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이 이미 실행되었으며, 미국에서는 해당 

당국인 OSHA가 개정된 위험 통신문 표준을 발행하여 2015년 까지 새로운 SDS에 GHS 분류를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ICL은 이미 대부분의 제품 MSDS를 새로운 SDS 형식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트라이자일릴 인산염을 유럽의 “매우 우려되는 물질” 목록에 후보 물질로 추가를 제안했습니까?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ECHA (European Chemical Agency)가 광범위한 EU REACH 화학물 사용 

규정의 일부로 트라이자일릴 인산염을 “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로 등재했다는 뉴스를 발표한 HERA 

부서로부터 서신 사본을 받으십시오. 이 제안은 이후 REACH 당국에서 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락되면, EU ECHA REACH 규칙에서는 사용자들에게 트라이자일릴 인산염을 함유하지 않은 현대 

자가소화 인산염 에스테르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자산, 장비 및 인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의 자가소화 성능에 의존해왔던 사용자들은 현대식 인산염 에스테르 

Fyrquel® EHC Plus로 전환함으로써 이 성능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yrquel® EH 시리즈 유체에 Trixylyl 인산염이 포함됩니까? 

이전 1세대 및 2 세대 유체는 그렇습니다. ICL은 Fyrquel® EHC Plus는 그렇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ICL은 이전 세대 Fyrquel® 유체를 생산 중단합니까?? 

ICL은 현재 유체를 포함한 상기 1세대 및 2 세대 TXP를 생산 중단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ICL은 

계속해서 사용자들에게 인산염 에스테르 Fyrquel® EHC Plus로의 쉬운 전환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일반 정보 섹션에 나열된 1페이지짜리 차세대 Fyrquel EHC Plus의 장점 

회보를 검토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회보는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Trixylyl 인산염 불포함 제형이 더 나은 보건, 안전 및 환경(HSE)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Fyrquel® EHC Plus의 제형 장점에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다른 

FAQ 및 권장된 차세대 Fyrquel EHC Plus의 장점 회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yrquel® EHC Plus는 더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가 특징이며 이전 세대의 인산염 에스테르 제품을 대체하도록 권장됩니다. 예, 더욱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에 대상 트라이자일릴 인산염 불포함 설계가 특징이지만, 업계가 새로운 이전의 

도달 불가능하게 낮은 트리페닐 인산염 함유량의 t-부틸레이티드 페닐 인산염 에스테르를 선호하게 만든 

현대 제품 플랫폼 때문이기도 합니다.  

 

Fyrquel® 유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Fyrquel® 유압유체와 윤활유 드럼은 건조하고 시원한 곳의 지붕 아래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보관하면 유체가 물이나 먼지 오염에 노출되어 장비를 손상시키고 열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야외에 저장할 경우, 드럼을 덮어서 수평으로 놓아 물이 드럼 위로 모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드럼 

상단은 개봉 전에 깨끗이하고 물기가 없어야 합니다. 온도는 27~38 °C 범위로 유체 이송을 위해 유량 

흐름이 양호해야 합니다. 제품 SDS를 참조하여 적합한 취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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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개인보호 장비를 권장합니까? 

ICL 제품 SDS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귀사의 Fyrquel® 담당자가 또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용 조건 하에서, 작업자들은 장갑, 보안경 또는 고글 등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업계 표준 위생 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샤워와 눈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에 

튀는 경우 부차적 노출을 유발합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피부를 닦아내고 옷은 세탁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찰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Fyrquel®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생분해성입니까? 

대부분의 현대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즉시 생분해성으로 평가됩니다.  

 

유출 후 가장 좋은 청소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최신 SDS를 참조하십시오. 보통 온도에서 인산염 에스테르는 특별한 

휘발성이 없으며 벽, 케이블 트레이 및 바닥의 청소 시 인공호흡기와 같은 특수 개인보호장구(PP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속 건조기, 키티 리터 또는 진흙 흡수제와 같은 흡수재만 사용하면 됩니다. 케이블 

트레이와 같은 곳은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합니다. 케이블 절연재의 구성 성분에 따라, 절연재에 사용되는 

엘라스토머의 가소화를 피하기 위해 무취의 미네랄 스피릿으로 처리한 천으로 닦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블록과 같은 다공성 구조는 세제를 포함하는 보통의 트리소듐포스페이트 

용액(TSP)으로 문지를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한 표면이 인산염 에스테르에 노출되면 페인트가 에폭시 

유형의 형태가 아닌 한 벗겨질 수 있습니다.  

 

누출된 유체가 뜨거운 표면에 접촉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SDS를 참조하십시오. Fyrquel® 과 같은 자가소화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화재보다는 

연기만 날 가능성이 많으며 최소한의 청소를 하면 됩니다. 파이프 절연재와 같은 뜨거운 표면이 다공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증기에 작업자가 노출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뜨거운 온도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미네랄 오일과 모든 종류의 유체에 해당됩니다. 유출된 유체로부터 

연기나 증기가 목격될 경우 해당 지역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고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작업자들은 

적합한 개인보호장구(PPE)를 갖추도록 권장합니다. 유출된 Fyrquel® 유체가 뜨거운 표면과 접촉하여 

연기나 증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유기적 증기와 산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면 

공기정화 호흡기를 권장합니다. 공급업체에 따라 쌓아 놓은 2개의 별도 캐니스터 또는 이중 기능의 

캐니스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로 젖은 절연재는 제거하고 새 절연재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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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유지관리 
 

서로 다른 Fyrquel® 유체를 섞어도 됩니까? 

Fyrquel® 유체는 다른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와 어떠한 비율로도 혼합할 수 있습니다. Fyrquel® 유체는 다양한 

점도에도 이용 가능하며 특정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Fyrquel® 유체에 대한 권장 작동 유체 한도는 얼마입니까? 

사용자들은 OEM 권장량을 따르고 Fyrquel®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Fyrquel® 유체의 점도가 이용 중 변화합니까? 

인산염 에스테르는 점도 변경 첨가제나 중합체가 없이 제조되며 이용 중 무한하게 점도를 유지하여 

사용자들에게 장시간 사용 수명을 제공합니다. 다른 유체들은 중합체 전단 때문에 이용 중 점도를 

상실하거나 베이스 스톡 분자의 추가 중합반응을 유발하는 산화 분해 때문에 점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비-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잦은 또는 연례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유체에 대한 작동유체 점도는 또한 물, 다른 점도 등급의 오일 또는 솔벤트에 의한 용액 

오염과 물리적인 혼합의 결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정기적인 유체 분석이 중요합니까? 

유압유체 사용 시 오염과 열화는 정상적인 결과이며 주기적 유체 분석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열화된 유체로 

작동하는 것을 피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될 시기를 알려주는 유체 관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ICL-IP에서는 어떤 유체 분석 성분을 권장합니까? 

저희는 점도, 산도, 수분, 염소 함유량 및 입자 수 그리고 전자 유압식 제어(EHC) 또는 터빈 제어유체 

용도에 대한 유체 저항성을 모니터링하도록 권장합니다. 점도는 다른 유체의 오염때문에 변합니다. 

수분 함유량은 용해된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고 가수분해의 위험을 표시합니다. 유체 산도는 유체의 

남은 사용 수명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일 성분 지표입니다. 저항성은 전자 운동성 마모 

메커니즘을 통해 서보 밸브의 부식 손상 위험을 직접 측정합니다. 입자 수는 밸브 부식과 침전물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결도를 측정합니다.  
 

과다 작동유체 온도는 얼마입니까? 

71º C (160 F)는 최대 권장 작동 온도입니다. 보통 사용자들은 Fyrquel® 유체를 49-57 º C (120-135 º 

F) 범위에서 유지하고 60 º C (140 F)를 알림 한도로 설정합니다.  
 

유체 내 염화물(염소) 함유량은?  

보통 30 ppm 미만입니다. 
 

유체에 대한 mg KOH/g 의 산가의 보통 값은 얼마입니까?  

드럼에 공급된 새로운 Fyrquel® 유체의 산가는 보통 0.01 to 0.02 총산가(TAN)입니다. 대부분의 

Fyrquel® 유체 사용자들은 작동유체를 0.05 ~0.10 TAN으로 쉽게 유지합니다. TAN은 유체에 존재하는 

산성화 촉진 물질의 농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실무 방법은 새로운 

유체를 깨끗한 유압시스템에 추가하고, 시스템에 주입한 후 1-2일 후에 유체 산도(TAN)와 청결도를 

측정하며, 이를 시작 또는 베이스라인 값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산가는 몇 mg KOH/g입니까?  

0.15 TAN보다 크면 비정상입니다. 대부분의 Fyrquel® 유체 사용자들은 작동유체를 0.05 ~0.10 TAN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수분해 열화 반응은 0.15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TAN 이 보통은 느린 가수분해 

반응율을 빠르게 하는 자동 촉매 반응입니다. 0.20 또는 그보다 높은 유체 산도(TAN) 값은 유체가 

심각하게 열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심하게 열화된 유체는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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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를 유지하는 권장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조건에서 Fyrquel® 유체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시스템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온도 조건을 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수분해 

반응은 산의 존재로 촉진되기 때문에 산도 (TAN) 증가율은 작동유체를 권장 저 산도에서 유지할 때 더 

느려집니다. Fullers Earth, BASF Selexsorb® GT 및 이온 교환 매개체는 산성 촉진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작동유체의 양호한 화학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경험 많고 평판이 좋은 

공급업체로부터만 산 제어 또는 산 흡수 필터를 구입하십시오.  

 

유체에서 산가를 제거하는 방법 중 권장할 만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산가가 설정 수준까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줄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유체의 산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 유체가 0.20 TAN을 초과하면, 여과는 해당 유체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개별적인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다른 모든 중요 유체와 같이, 인산염 에스테르 저장소 유체는 OEM 권장 유체 산도 한도를 초과하거나, 

용액이나 고체로 심하게 오염될 때 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산가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전통적인 석유보다 큰 산화 안정성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석유와 달리 

인산염 에스테르는 산성 인산염을 형성하는 가수분해로 알려진 프로세스에서 물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산성화라고 부릅니다. 산 제어 여과로 적극적으로 여과하지 않는 한 보통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를 정상 사용하면 산도가 높아집니다. 유체 내의 이 산성 인산염의 농도는 총 

산가(TAN)를 결정할 때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산성 열화가 인산염 에스테르가 사용 중 열화되는 주된 

원인입니다. “물이 필요하며, 열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산 인산염이 열화를 더 진행시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의 열화로 부식성이 있는 인산이 형성됩니까? 

인산염 에스테르는 부식성이 있는 인산을 형성하는 열화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산가에서 귀사 유체의 pH는 얼마입니까?  

pH는 수용액에서의 H+ 이온 농도로 정의되므로 pH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를 물과 

혼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의 pH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여과 과정을 사용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OEM 설계 인산염 에스테르 시스템은 표준 입자 제거 인라인 필터 및 고체, 물을 제거하고 산 

함유량을 낮게 유지하는 별개의 보조 또는 오프라인 필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유체에 물이 포함되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통의 가수분해 반응에서는 물이 필요한 성분이지만, 가수분해 반응의 주된 동인은 아닙니다. 이는 

가수분해 반응 온도가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동유체 내의 수분은 최대 0.10-0.20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중 권장할 만한 방법은?  

인산염 에스테르는 물보다 무겁고 물과의 혼화성이 매우 낮아서 잘 분리됩니다. 전체 물 오염분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식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저장소 유체 레벨 상단으로부터 물로 

이루어진 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수분 제거를 지속합니다. 그러나 '진공 청소기'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코알레싱 필터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용해된 물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 흡수 필터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량 유체 충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진공 탈수기를 사용합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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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F에서 유체가 얼마나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0.10 TAN 상태에서 양호하게 유지되는 새로운 유체는 약 4000-4500 ppm 물을 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와 유체 산도는 실제로 흡수되는 물의 양과 인산염 에스테르 내에서 용해되는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인산염 에스테르의 물 용해성도 증가합니다.  

 

귀사 유체의 물 분리성은 어떻습니까?  

표준 물 분리 ASTM D 1401 테스트를 이용하여 40 ml의 유체와 40 ml의 물을 엄격하게 혼합하여 2개의 

층이 형성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인산염 에스테르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면 물 분리성 값이 5분 

미만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가장 특이한 전체 물 오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유체에 대해 

에멀전이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사 유체의 물 분리성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은 무엇입니까? 

인산염 에스테르의 물 용해성을 변경시키는 모든 오염물질이 물 분리성을 증가시킵니다. 

 

귀사 유체의 색 값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유체는 1.5미만의 ASTM 색 값을 가졌으며 APHA 색 값은 300 미만입니다. 이전 세대의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현대의 차세대 Fyrquel EHC Plus보다 본질적으로 더 어두운 색입니다. 

 

색 값이 변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동 또는 사용한 유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작동 품질의 

저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소량의 고여 있는 유체가 순환유체와 혼합되어 

어둡게 될 때 국지적 열화 및 산화가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개별적인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인산염 에스테르 터빈 제어유체가 서보 밸브의 바니싱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유체와 오일은 서보 밸브의 바니싱을 유발하는 불용성 물질 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 시스템의 바니싱을 방지하는 핵심은 유체 상태를 모니터하고 0.20 TAN 이상의 유체 산도로 

표시되는 열화된 유체로 작동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서보 밸브 수리 서비스 회사가 내부에 토사 및 바니시 오염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서보 밸브의 수리 

이외의 다른 것도 해야 합니까? 

중요한 유체 산도와 입자 청결도 추세를 포함하여 현재와 이전 2년 간의 유체 분석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결과에서 심각한 고체 또는 액체 오염이나 열화 징후가 있으면, 문제나 바니싱을 일으키기 전에 이 

중요 작동 유체를 항상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유체 산도에 대한 OEM 한도를 초과하는 

작동유체를 교체할 때 재충전하기 전 먼저 이전 유체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중간 플러싱 유체로 

시스템을 헹구거나 플러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Fyrquel® 담당자가 일반적인 시스템 세척 옵션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1페이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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