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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osion Cement Specialists (ACCS) Ltd  
고품질 내식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재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ACCS Ltd는 

산성과 알칼리성 (기본) 물질의 처리 및 저장 관련 전세계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

리고 있습니다. 

45년 이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저희는 중화학과 석유화학부터 핵 처리, 광업 및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국 및 해외 프로젝트 실적의 균형에 힘입어, 저희 회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CCS Ltd는 화학분야의 회

사로 설립되었으며 MinChem Group의 자회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6-27 

페이지 참조).

제품 혁신
과거에 ACCS Ltd는 강도와 내구력으로 유명한 Nori 브랜드 모르타르와 스크리딩

재료를 제조하는 주요 업체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자체 브랜드 이름으로 같은 재료를 계속 제조해 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멘트 모르타르와 

스크리드를 공급하면서도, 혁신을 이어나가 다양한 종류의 부식성 물질에 대해 매우 높은 내화학성을 제공하는 에폭시

와 비닐에스테르 수지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설치의 우수성

숙련된 설치 전문가팀은 고객을 위해 당사의 제품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고도로 숙련

된 전문 설치팀은 현재 저희 사업의 중요한 부문으로써, 계약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있습

니다. 또한, 숙련된 직원들이 정교한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준비단계에서 독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모든 부식 

관리 시스템의 설계나 개선을 위해서도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안전, 환경 및 품질 규정 준수

당사 사무실 및 공장 직원들은 포장, 품질 관리 및 국내외 제품 배송에 고도로 숙련되어 있으며, 최신 건강, 안전 및 환경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BS EN ISO 9001:2008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인증받았습니다.

회사 소개

회사 소개

흥미로운 사실 'Nori'라는 이름은 금형 제조 업체의 잘못된 
철자 입력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 벽돌에 새겨넣을 
문구는 'Iron(철)'처럼 단단한 이라는 문구였으나, 철자가 금
형에 잘못 입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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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S Ltd는 내부식성 시장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Greenbrook 시멘트, Kemkor, Greenbank 엔지니어링 및 FW Howarth-(ARC) 등의 상호로 사업했던 당사는 

전세계 화학 산업에 보호 라이닝을 제작,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력이 강한 고품질 내식성의 최초 도입 이래로, 실리카 및 실리카 파생물은 보호 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있어 왔습니

다.  

ACCS Ltd는 다수의 보호 라이닝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본 재료를 사용합니다. 당사는 특별히 제조된 결합제와 더불

어, 처리 및 환경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보호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탄소계 필러, 에폭시, 비닐에스테르, 플라스틱 및 고무와 같은 최신 물질의 사용을 통해 회사를 확장하는 한편, 과거의 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Nori 벽돌 또는 Accrington 벽돌은 강도와 내구력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Accrington 지역의 진흙으로 만든 이 벽돌은 'Iron'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 이름에 대한 근거로 전해져 옵니

다(Iron은 Nori를 거꾸로 한 것).

이렇게 '철처럼 단단한' 벽돌은 기존의 주택 벽돌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워집니다. 높은 온도는고경질 (유리 같은) 저

다공성 벽돌을 생산하며, 이로 인해 탁월한 내식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Nori 벽돌은 산성 및 알칼리 물질을 포함하는 

작업에 부식 방지 용도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Nori벽돌 공장의 폐쇄 전까지 ACCS Ltd는 모든 Nori 브랜드의 내식성 페인

트/코팅, 멤브레인, 모르타르/시멘트, 스크리드 및 콘크리트 물질의 제조를 

도맡았었습니다. 당사는 Norisil, Noricrete, Norifur 및 Nori Epoxy 등의 

브랜드를 제조했습니다.

저희는 자체 브랜드로 계속해서 동급의 우수한 기준과 품질을 바탕으로 같은 제

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제품의 종류를 다

양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벽돌 및 타일 브랜드인 ACCSIL은 Nori 벽돌을 대체하여 더 우수한 제품

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식은 영국에서 보유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전세계의 프로

젝트 현장에 직접 컨테이너로 출하합니다.

NORI

연혁

흥미로운 사실 Nori 벽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며, 영국의 블
랙풀 타워 및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같은 유명한 공
공건물의 토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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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조

병을 채우기 전에 깨끗한 배

관, 용기 및 저장 탱크를 보

장하기 위해 고강도의 산과 

알칼리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폐수에 대한 향상된 보

호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폐

수처리 시스템에 폭넓은 경

험이 있습니다.

� 화학 
가공이 필요한 방대한 양의 

물질로 인해 농축된 산과 알

칼리가 화학 플랜트의 어딘

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거

의 확실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플랜트의 지

속적인 생산성 보장위해 포

괄적인 보호 라이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예: 정제당) 

위생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산업분야에서 유기산의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

으로 형성된 물질에 대한 보

호는 당사의 사업이 성장하

고 있는 부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바이오 연료 부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광업

광산에서 암석과 광석 처리는 

최종 산물의 정제에 크게 의

존하며, 일반적으로 농축된 

산과 알칼리를 이용합니다. 

또한, 암석과 광석의 수송은 

높은 수준의 내마모성을 필요

로 합니다.

� 원자력 연료

우라늄 광석을 정제하는 동

안 거의 모든 과정에서 

핵 성분을 분리하고 폐기물

질을 제거하기 위해 산과 알

칼리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

요합니다.

� 석유 및 가스

당사의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산과 알칼리 처리 및 보관은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원유와 천

연가스에서 유황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저희 보호 라이닝 제

품은 플랜트의 작동을 지속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

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 제지

종이의 제조 과정 동안 산과 

알칼리를 사용하여 표백 공

정을 합니다. 또한, 펄프 과

정에서 내마모성 물질이 사

용됩니다.

� 석유화학 
석유와 가스의 1차 정제 후, 

전문 제조업체는 산과 알칼

리를 이용해 플라스틱, 용

매, 아세테이트, 윤활제 및 

에폭시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 전력 생산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

은 발전소의 내부 작업에 방

대한 양의 부식, 열 및 마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공정 단계에 걸

쳐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철강 및 금속 작업

당사는 철강 제조 시 내화물 

보호에 요구되는 조건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분야에 경쟁

력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산세척, 도금 공정, 농

축기, 산 재생 시설 및 침출 

반응로 등의 산과 알칼리가 

사용되는 분야에서도 앞서가

고 있습니다.

� 물과 폐수 처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방출에 

대한 법령 강화와 언론의 지

대한 관심으로 제기된 위협

을 줄이기 위해 농축된 산과 

알칼리의 사용이 급증하였

습니다. 저희는 종종 전문 

엔지니어링 응용 관련 문제

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

기도 합니다. 

온도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Potsil, 

Silcrete 및 푸란* 등 무기

물 접착성 기반의 ACCS 

Ltd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코팅, 렌더, 

모르타르, Gunning 배합물

과 케스타블 종류에 적용되

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도에

서 광범한 범위의 화학 물질

에 극도로 강한 저항성을 제

공하는 이러한 물질들은 (특

히 농축된 산) 오랫동안 화

학 산업의 보호 라이닝 분야

에서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 및 저장 과정 중 

산/알칼리 농도가 증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조하는 진보적인 법들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용이한 적

용이 (최소한의 운행정지 요

구) 가능하며 극도의 내화학

성을 지니는 유기 코팅이 인

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융통적이고 비용대

비 효율적인 내화학성 옵션

을 갖추고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 결

과, Epitek, Novolac 

Epoxy 및 Novolac 

Vinylester* 등 ACCS Ltd 

제품 사용이 증가하였습니

다.

변화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

변화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및 새로운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저희 ACCS Ltd는 매우 다양한 시

장에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 페이지의 제품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 비료

비료 산업에서, 특히 황산, 

인산과 같은 산의 방대한 사

용은 제조 공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보호 라이닝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CCS Ltd는 가혹한 산업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화학성, 내마모성 및 내열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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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품 간략 소개 - 형태적 품목들

물질 제품 구성요소 권장함 일반적인 최대 
작동 온도

권장하지 않음 

규산-기반

ASTM – C466

Potsil
Silcrete SG
Silcrete 
Gunning
Silcrete R
Sodasil

알칼리 규산 기
반의 솔루션, 촉
매 분말 (무할로
겐 가능).

고농축 HNO3, H2SO4 & 크롬
산 등의 모든 산. 내산성 벽돌과 
회반죽을 접합하여 산 가스에 
이상적임. (예: 굴뚝과 유황 피
트에 이용)

900ºC. 
(1400ºC까지 
특별 변형 가능)

HF 또는 산/염이 
함유된 불소. 모든 
알칼리 증기 냉동
해동 적용

푸란

ASTM – C395

푸란 S
푸란 ST
푸란 T
푸란 C

푸란 솔루션, 실
리카/탄소로 충전
된 촉매 분말.

모든 비산화성 산, 알칼리, 염 
및 용매. 유리 섬유/매트 멤브
레인 시스템과 AR 벽돌 접합에 
이상적임. 
유리 반응로 수리에 탁월함.
탄소 충전 - 전기적으로 소산
됨.
0.5% 미만의 저다공성

180ºC 강 알칼리와 산/염
 함유한 불소로을을

충전된 실리카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비닐에스테르계 
물질

ASTM – C395

Novolac 비닐에
스테르 범위 
VE50
VE55
VE60
VEGF30

스티렌 수지, 실
리카/탄소로 충전
된 촉매 분말.

모든 비산화성산, 알칼리, 염 
및 일부 용매. 110ºC까지 묽
은 HNO3과 크롬, NaOCl에 효
과적임. 유리 섬유/매트 멤브레
인 시스템과 AR 벽돌 접합에 
이상적임.
강철, 벽돌 및 콘크리트에 접착
력이 좋음. 빠른 세팅. 저다공
성 (<0.5%).

125ºC 강한 산화성산 및 
농축된 HF로 충
전된 실리카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에폭시계 물질

ASTM – C395

AC90
PE120

Epitek 범위
Epitek 페인트
Epitek
멤브레인
Epitek 모르타르
Epitek 스크리드

Novolac
에폭시 범위
NE50
NE55
NE60
NEGF30

에폭시 수지, 에
폭시 경화제, 실
리카/탄소 충전 
분말.

수용염액, 비산화성산 (예: 
H3PO4, HCl, H2SO4, NaOH, 
NaOCl 및 HF)에 우수함.
수지 모르타르 중에서 최고의 
강도. 콘크리트, 금속, 벽돌, 
유리 및 세라믹에 우수한 접
착력.
강철 탱크/바닥의 모노리식 
라이닝에 좋음.
식품 산업용 저악취성 물질 
저다공성 (<0.5%). 낮은 수
축률.

105ºC 산화성산, 농축된 
HNO3과 H2SO4으
로 충전된 실리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지원 AC95
Bitutek
Epitek QS 
Almax
Epitek Flexicoat

에폭시 수지, 에
폭시 경화제.
역청 코팅.
내화성 케스타
블.

방습, 빠른 경화, 신축성있는 코
팅 및 단열성 케스타블 등 다양
한 응용.

105ºC



Potsil 모르타르
 물질입니다. 또한, 고온까지 뛰어난 안정성을 규산칼륨은 거의 모든 산 물질에 대해 가진 탁월한 내식성

접합성이 좋아 견고한 연마 이러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며, 강도를 제공합니다.

Silcrete SG
SG는 화설계된 규산 칼륨 물질인 Silcrete 스크리드 및 콘크리트용으로 특수 

학적 보호용으로 선호되는 기존의 '벽돌과 모르타르'솔루션에 추가 옵션을 제공
 유사한 방식으로 합니다. 토목용 콘크리트와 사용되도록 설계된 Silcrete SG는 

화학 보호층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현대적인 시설에 

푸란
당사의 또 다른 주력제품인  벽돌 모르타르지만 렌더링이나 코푸란은 일반적인

팅용으로도  내열성과 탁월한 내식성을 지니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간 정도의

며, 특히 유기산과 용매에 잘 작용됩니다. 저다공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폐수 

처리에 사용되어 온 푸란은 수 많은 화학 처리 분야에서 인정받은 모르타르입

니다.

Novolac 에폭시/비닐에스테르

저희 Novolac 제품은 광범위한 산 및 알칼리, 또는 산과 알칼리의 혼합물에 

대해 독보적인 내식성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강한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보호 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 이 물질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원 제품

보호 라이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양한 프라이머와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설치 및 라이닝 수명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AC95는 내습성 에폭시 프라이머로써, 주조된 후 

48 시간 이내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작업이 수행되도록 해줌; Epitek 

Flexicoat, 균열 브리징 프라이머; Epitek QS, 급속경화 패치 수리 모르타르; 

Almax, 단열 내화성 케스타블;  내산성인 Bitutek, 역청, 방수 밀봉 

5 제품 간략 소개

흥미로운 사실 저희 규산 물질은 유사한 방식으로 토목용 물질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 공사 기간 동안 당사로부터 최소한의 감독/
지도하에 현지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규산

푸란

에폭시/비닐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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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S Ltd는 가혹한 산업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화학성, 내마모성 및 내열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간략 소개 - 비형태적 품목들

유형 제품 설명 및 용도

세라믹 ACCSIL 벽돌

– 실리카

– 탄소

– 탄화규소

 일부 보통의 알칼HF를 제외한 모든 산성 적용물질.
리 환경.

모든 산성과 알칼리 적용.

모든 산성과 알칼리 적용. 높은 열충격이 발견되
는 부분

세라믹 패킹

타워 지지대

파이프

F를 제외한 모든HF를 제외한 모든 산성 적용. 일부H
경

절연 셀룰러 유리 블록 HF를 제외한 모든 산성 적용. 일부 보통의 알칼리 
환경.

세라믹 용지

세라믹 로프 (코킹)

암면

보통의 산성 및 알칼리 환경.

멤브레인 및 강
화재

유리 매트

유리 베일

HF를 제외한 모든 산성 적용. 일부 보통의 알칼리 환
경.

PTFE

SS 앵커

SS 메시

고무

보통의 산성과 알칼리 환경

보통의 산성과 알칼리 환경

보통의 산성과 알칼리 환경

보통부터 강한 산성과 알칼리 환경.

ACCSIL형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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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SIL 벽돌

ACCSIL 벽돌은 실리카 알루미나, 탄소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상관없이 모두 고품질의 원료 성분으로 만

어 집니다. ACC들어 집들어 집니다. ACCSIL 벽돌은니 온도에서,들들어 집니다. 들어 집 ACCSIL 벽돌은

고 동결-해동 상태에서도 잘 견딥니다.

일부 ACCS Ltd의 벽돌 일일부 ACCS Ltd의 벽돌 라이 기계라이닝이부 ACCS
적 단단함 덕분에, ACCSIL 벽돌은 저희의 내부식성 모르타르와 결합하여 전통
적으로 부식 방지에 가장 좋은 형태를적으로 부식 방지

세라믹 패킹 및 타워 지지대

희는

의 실

저희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세라믹 타워 패킹과 지지대를 공급합니다.저

질의 실리카 알루미나 소재로 만든 이 제품은 전세계의 산 생산시설에서질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체지지 돔이나 빔 지지 설계 모두를자체지지 돔이나 빔 지지

셀룰러 유리 블록
높은 수준의 부식 방지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열성을 제공합니다. 셀룰러 유리 블

록은 온도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의 최선책입니다. 또한, 본 물질의 저밀도성으로 

인해 굴뚝 내부구조물 같은 수직적 보호물에도 매우 좋습니다.

유리 매트/베일/PTFE

본 물질들은 부식방지 라이닝의 비형태적 제품에 대한 여러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

� 유리 매트와 유리 베일은 라이닝 두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추가적

      인 기계적 강도를 제공합니다; 
� PTFE는 단순 코팅으로는 불충분한 영역에 모노리식 부식 방지를 제

공합니다. 

제품 간략 소개

탄소 및 세라믹 벽돌

ACCSIL 벽돌

셀룰러 유리 블록

유리 매트/베일과 세라믹 용지

패킹



유황 피트/황회수 설비(SRU)

8

경
사

1
:6

0

유황 피트 - 계획

유황 피트 - 고지

일반적인 사용



9 일반적인 사용

흥미로운 사실 황산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며 생산/소비의 총톤수는 

한때 나라의 산업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유황 대부분 정유 및 기타 탄화수소 가공 플랜트로

부터의 부산물이며, 유황이 공기에 노출되는 곳에서 부식성 물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CCS Ltd는 일반적으로 대형 지하 저장용기인 유황 피트와 같은 유형에 사

용하기 위해 제품들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필요에 맞춰 유황 피트의 맞춤식 설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는 토목 콘크리트를 준비하기 위한 프라이머 층과 열차단을 

제공하는 단열층 (일반적으로 셀룰러 유리 블록)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층이 있습니다: Potsil 모르타르가 결합된 ACSIL 벽돌; 섹

션 주조 Silcrete SG 콘크리트; 또는 분무 Silcrete Gunning. 이후 저희는

Silcrete R로된 맞춤 렌더 시스템으로 지붕을 보호합니다. 

다른 SRU 공정에서는 극도의 열차단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완벽한 '보호용 

패키지'인 코팅, 모르타르, 벽돌 및 콘크리트 같은 광범위한 내화성 물질을 공

급하고 있습니다. 

내산성 벽돌과 모르타르

Bitutek 
멤브레인

Silcrete 'R' 렌더

Potsil 모르타르

ACCSIL 벽돌Sodasil 프라이머

Potsil 모르타르

셀룰러 유리 블록

Sodasil 프라이머

Potsil 모르타르

셀룰러 유리 블록

Bitutek 
멤브레인

Silcrete SG 또는 
Silcrete Gunning

Silcrete 'R' 
렌더

내산성 케스타블/규산염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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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유황은 

황산(H2SO4)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여기에 보여진 일반적인 처리는 황산

의 생산과 농도 증가에 매우 효율적입

니다. 이 방식은 공정 단계에서 황산이 

사용되는 여러 화학 플랜트에서 일반

적으로 이용됩니다. 생산 공정에서 일

단 소비된 후 사용된 산은 황산의 정제

와 재농축을 위해 다시 이 시스템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급냉탑, 건조탑 및 흡수탑의 

내식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물질뿐만 

아니라 버너, 폐열 보일러 및 열교환

기에 필요한 내화물질까지, 황산처리

에 필요한 모든 보호 라이닝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예.  S2, H2SO4, SO2

연소버너

폐열 보일러
낮은 가스 온도. 여분의 
증기는 플랜트로

불순물 제거. H2O + 
SO2 (g)  ~80ºC에서급냉탑

폐기물
H

2
SO

4

H2O 제거

열교환기 온도 상승

촉매 변환기 SO
2
 g SO

3

흡수탑 H
2
O + SO

3
 g H

2
SO

4

제품 >98% H2SO4

폐기물 
H

2
SO

4

>98% 
H

2
SO

4

94% 
H

2
SO

4

원료 투입

건조탑

황산처리시설

일반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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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냉탑은 황산처리시설의 가스 세정 

부분의 일부를 형성하며, 이 단계에서

의 극한 환경 때문에 상당한 내부식성

이 요구됩니다. 급냉탑은 상당한 수준

의 침식, 부식 및 열 순환을 겪게 됩니

다. 그러므로 연강 쉘을 보호하고 긴 

수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닝 물질

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급냉탑

일반적인 사용 

흥미로운 사실 전세계의 하수 시스템은 하수에 존재하는 박테리

아가 약한 농도의 황산을 형성하게 되어 부식 공격에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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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탑은 가스에 있는 여분의 물을 제

거합니다. 습성 가스는 탑에 들어가고 

새들 (높은 표면적의 내산성 세라믹)

을 통과하면서 물과 황산이 반응하게 

됩니다. 건조탑에는 빔 지지 덮개나 자

체지지 돔과 같은, 패킹 지지에 대한 

대체 디자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조탑

일반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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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탑은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입

니다. 건조탑과 

유사하게, 중간판은 더 많은 새들을 수

용함으로써 SO3 가스가 '약'94% 황산

에 함유된 물과 반응하여 산 농도를 

98%로 올립니다. 가스가 밑에서 타워

로 이동할 때 위에서 '약'황산이 분사됩

니다. SO3 가스가 '약'황산과 반응함에 

따라 생성된 98% 농도의 황산은 탑의 

바닥으로 배출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산 농도와 온도에 의한 상당한 공격이 

있게 됩니다. 새들은 다시 자체지지 돔

이나 빔 지지 덮개 위에 이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흥미로운 사실 매년 약 1억7천만톤의 황산이 생성되며 주로 비료

산업의 요구 증가로 인해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흡수탑



A B C

E

A - A B - B C - C

E - EE - E

일반 단부벽 벽돌
작업 세부사항

14

산 펌프 탱크

유황 용광로

일반적인 사용



AC-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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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석유화학산업

산 재농축기  석유화학산업의 광범위한 산 및 알칼

리 사용으로 내부식성 물질이 필요한 

영역은 많습니다. 생성되는 물질의 다

양성으로 인해 처리되는 제품과 인허

가권자에 따라 용기 설계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예시로 산 재

농축기와 산 회수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흥미로운 사실  저희 제품 AC90은 잠재적으로 10mm 깊이까
지 손상된 콘크리트 기판을 개선, 수리 및 향상시키도록 특별
히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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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료공장은 습식 처리를 

이용하여 이인산 암모늄 (DAP)이나 

일인산 암모늄 (MAP)을 생산합니다. 

이 방식은 원재료로부터 인산염을 제

거하기 위해 침출제로서 반드시 황산

을 사용합니다 (황산처리 시설이 일반

적으로 필요함을 의미). 인광석과 황산

을 반응기에서 결합함으로써 DAP와 

MAP 생산의 주요 성분인 인산 

(H3PO4)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비료공장 

인산염 소화조

슬러리 반
응로

인산염 원자로

벨트 필터

약한
H

3
PO

4

정화제

제품 
(H

3
PO

4
 42%)

인
산

염
이

 함
유

된
 

바
위 농

축
 황

산

진공 증발기

일반적인 사용



기초/측벽 세부사항
(축척 1:10)

푸란 'S' 모르
타르

라이닝 세부사항
(축척 1:10)

기초 벽돌작업 세부 사항

벽체와 기초는 퓨란 'S' 모르타르
으로 접합된 4mm 부틸 고무 멤
브레인과 80mm ACCSIL 벽돌로 
접합됩니다.

언더플로우 세부사항
(축척 1:10)

17

흥미로운 사실  약 2천만톤의 염산이 매년 생산되며, 후속 공정 이

전에 철강의 녹 또는 산화철 스케일을 제거하는 강철 산세척에 가

장 많이 이용됩니다. 

농축기

일반적인 사용 



AC-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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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처리

리치 반응기 야금공장의 처리단계에서 내화학성 물

질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리치 반응기, 산세척 탱크, 산 회수 장

치, 농축기, 도관, 굴뚝, 배수조, 피트, 

수로 및 바닥재 등의 제조 공정의 중요

한 부분에 보호 라이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전력 생산

전력 생산은 전세계적 규모를 지니며 

모든 국가들이 여러 형태의 연료 연소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또는 폐기물 재활용 연료가 연소될 때 

코크스, 재 및 아황산가스와 같은 고온

의 가스가 방출됩니다. 콘크리트나 발

전소 강철 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라이닝이 필요합니다. 이 보

호 라이닝은 내열성, 내식성 및 내화학

적 특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굴뚝 연

도용 보호 라이닝에 대한 다양한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은 벽돌, 유리 

강화 플라스틱, 셀룰러 유리 블록 및 

내화학성 콘크리트와 Gunning 물질을 

포함합니다.

19

발전

굴뚝 (벽돌 라이닝)

일반적인 사용



탱크

수로

플린스 배수조

바닥

20

바닥재, 수로 및 배수조 

전형적인 저장 탱크 방벽

일반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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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계 전반에 걸쳐 농축된 또는 약한 부식성 물질을 처리하는 곳에서 

모니터링 되지 않는 노출의 대부분은 바닥재, 수로 및 배수조 구역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부식성 화학물질은 화학

공장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적인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보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것

은 단순한 코팅/멤브레인 디자인, 스크리드와 강화 마감재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 또는 타일/벽돌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은 특정 요구사항과 

프로젝트의 예산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산 또는 알칼리의 저장과 처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내식성이 필요합니다.

벽돌과 타일 라이닝

유리 섬유 강화 수지 코팅

유리 매트 강화 수지 코팅

AC90 프라이머

유리 매트/
Novolac 에폭시

AC95 프라이머

VEGF30 코팅

ACCSIL 타일

푸란 'S' 모르타르

PE120 멤브레인

일반적인 사용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기술 설계와 컨설팅을 통해 당사의 제품은 환경과 의도된 시설에 맞게 지정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금액대비 우수한 가치를 보장합니다.

컴퓨터 이용 설계 (CAD)

저희의 설계 컨설턴트는 업계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입니다.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한 레이아웃, ACCS Ltd의 

물질 선택 및 배치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다름을 이해하고 각 프로젝

트에 알맞는 맞춤형 기술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선택된 물질이 시설의 효율성과 기대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

다.

응력 – 변형률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치 존속 기간 동안 물질이 어떻게 작용할 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응력-변형 설계를 

 있어 극제공합니다. 이는 물질의 설계 목적인 부식 환경보다 더 복잡한 환경 조건이 포함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히 중요합니다.

열역학 및 열전달

또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경 및 예산상의 제약 내에서 처리 용기의 효율을 극대할 수 있도록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

을 만족시키는 설계 대안을 제시합니다.

희

ASTM 및 EN 기준 시험

저희의 물질은 ASTM 및 EN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으며, 품질관리시스템을 (ISO 9001:2008의 일환)저

해 크고 작은 주문에 모두 이 기준이 유지됨을 보장합니다. 증명서는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저희는 부식성, 연마성 및 온열 환경에서의 작업 관련 위험을 완화하고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위험 평가 자문

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장 검사

현장 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이 선택되고 작업 환경이 고객이 원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도록 보장합니다.

제품 개발 
저희는 때때로 제품이 처리 환경에 특별히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맞춤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제품을 변경하고 개선함으

로써, 고객의 처리 및 시설 조건에 정확하게 맞춰진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품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다양한 제휴사가 있으며, 당사의 설계 컨설턴트는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기

술에 정통합니다. 바람직할 경우, 저희는 고객의 개별 요구사항에 더 적합하고 비용대비 효율적인 대체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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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컨설팅



제품과 물질의 정확하고 수준 높은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ACCS Ltd는 훈련된 설치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호되는 타
사 설치팀의 목록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ACCS Ltd 승인 감독자까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객의 특
정 현장이나 사업 요구사항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고객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전한 설치 방법 설명서, 물질안
 서류를 제공전보건자료, 기술 자료, 품질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관련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해외 사업의 특성 및 인원과 장비의 이동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당사 제품에 경

인력에게 교육 현지 채용 험이 있는, 발탁된 타사 설치 인원을 권장합니다. 또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승인된 ACCS Ltd 감독자를

의 감독자는 국제적인 화학 처리 시설에 대한 수년 간의 경험을 가진, 자격을 갖
춘 엔지니어입니다.

고객의 지역에 승인된 설치 인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저희는 영국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 설치 엔지니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당사의 직원들은 기존

고객으로부터 신규 사업을 빈번하게 수주하고 있으며 완료된 작업의 품질에 대한 추천을 통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

니다.

설치팀은 현재의 제품군을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시험하고 개선합니다. 또한, 현장의 신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기술의 발

전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 시,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는 정확한 설치를 위해 타

사 설치 인원이나 감독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설치 인원은 CCNSG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밀폐 공간 훈련을 이수했고 화학 보호 업종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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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감독

설치 및 감독

흥미로운 사실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 개
발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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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ACCS



해외
Al Yamamah Steel – 사우디아라비아 – 아연도금 탱크
Aramco – 사우디아라비아 – 유황 피트 지붕 보호
BMS Sword Labs – 아일랜드 – 방벽
Chevron – 카자흐스탄 – 유황 피트
China Steel Corporation – 대만 – 여러 굴뚝
Codelco – 칠레 – 용기 라이닝
Coppex – 칠레 – 흡수탑
Dragon Steel – 대만 – 굴뚝
El-Kureimat Power Station – 이집트 – 굴뚝
Enami – 칠레 – 흡수탑

바닥재Engro Chemicals Ltd – 파키스탄 – 일반 화학 
ETI – 터키 – 산 플랜트 용기 라이닝
Exxon – 태국 – 유황 피트 라이닝
Hertz Teknik – 말레이시아 – 여러 라이닝 응용
Huntsman Tioxide – 전세계 – 분해기 라이닝
JAC – 싱가포르 – 유황 피트 라이닝
JINCO – 중국 – 반응기 라이닝
JPMC – 요르단 – 인산염 분해기 라이닝
Kazzinc – 카자흐스탄 - 산 플랜트 용기 라이닝
Khursaniyah Gas Project – 사우디아라비아 – 유황 피
트
Lamma Island Power Station – 홍콩 – 굴뚝
LG Nikko – 한국 – 산 플랜트 용기 라이닝
Lynas – 말레이시아 – 희토류 반응기
환경부 - 카타르 - 유황 피트 지붕 보호
Money Point Power Station – 아알랜드 – 굴뚝
Port Kelang Power Station – 말레이시아 – 굴뚝
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 – 아랍에미리트 
– 유황 피트
Sidi Krir Power Station – 이집트 – 굴뚝
Schering Plough – 아일랜드 – 방벽
SKEC – 아시아/중동 – 여러개의 SRU 프로젝트
SPCC – 페루 – 급냉기 라이닝
Thai VCM – 태국 – 급냉기 라이닝
Tuas Incinerator – 싱가포르 – 굴뚝
Turkmengas – 투르크메니스탄 – 유황 피트 4개, 유황 
펠릿화 피트 1개
Vidrios Lirquen – 칠레 – 굴뚝
Xstrata – 칠레 – 산 플랜트 용기 라이닝
YAP Construction – 말레이시아 – 사용된 산 탱크 라
이닝
Zinifex – 뉴질랜드 – 반응기 라이닝

영국
Ames Goldsmith – 일반 공정 바닥재

Baker Hughes – 유조선 적재 구획, 저장소 방벽, 저장소 

바닥재

Banner Chemicals – 내부 탱크 라이닝

BIP Oldbury – 보올 밀 재라이닝

BNFL –바닥재와 방벽 수리 관련 많은 프로젝트 

BP –바닥재와 방벽 수리 관련 많은 프로젝트 

British Sugar – 공정 활송장치 및 바닥재

Ciba Geigy – 벽돌 용기 라이닝

Diageo – 일반 화학 바닥재 및 폐수 처리 영역

Drax Power Station – 다양한 물질, 애시 호퍼 및 저장 

영역 공급

D.S.M Ltd – 저장 기지 벽 보수

Egborough Power Station – 다양한 물질, 애시 호퍼 및 

저장 영역 공급

Essar Oil Refinery – 유황 피트의 수리 및 재건축 재료

Fiddlers Ferry Power Station – 다양한 물질, 애시 호퍼 

및 저장 영역 공급

Goodwin Group – 보올 밀 재라이닝

GrowHow UK – 일반 처리 영역

IAE – 산세척 탱크, 처리 영역, 경계 영역 및 일반 바닥재

ICI – 여러 처리 영역

Ineos Chlor – S황산운반선 적재 구획, 저장 영역, 처리 

영역 및 경계 영역

John Hyde – 일반 공정 바닥재

Klenzan – 일반 공정 바닥재

Lucite – 사용된 산 탱크

M & CT – 보올 밀 재라이닝

Mexichem Fluor – 폐수 처리통, 저장 구획, 세척 구획, 경

계 영역

Nestlé – 식품 처리 영역, 폐수 처리 및 저장 영역

Novartis Vaccines – 산 방벽

Perstorp – 산 방벽, 모노머 방벽, 폐수 피트

PQ Corp – 처리 및 경계 영역

Rolls Royce – 산 저장 영역

Westinghouse –바닥재와 방벽 수리 관련 많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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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MinChem Group은 전액 출자된 세 개의 독립 회사, inChem Ltd, MinChem HMP Ltd 및 ACCS Ltd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세 회사 모두 미네랄과 화학 분야에서 (회사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시장에서 특수 응용을 

위한 다양한 틈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은 4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전통기술과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망라하며, 오늘날의 

까다로운 원재료 선택과 응용처리 분야에 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nChem Limited

MinChem Ltd는 영국 기반의 글로벌 대규모 광업 회사인 Rio Tinto plc의 일부인 남아프리카 Palabora Mining Co Ltd

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Palabora Europe Ltd (그당시 Mandoval Ltd)의 안정된 미네랄 및 화학 부문을 경영자 매수 방식

으로 인수하여 2000년도에 조직됐습니다.

MinChem Ltd는 연마재, 동물 사료, 촉매(자동차 및 산업), 세라믹 (고급, 치과용, 파인 및 테크니컬), 화학 제조, 코팅, 전

자제품, 헬스케어, 가죽 무두질, 금속 마감, 종이 및 판지, 제약, 내화물과 (시멘트, 유리 및 강철) 관련 분야의 세계 시장에

서 사용되는, 다양한 특수 무기물 및 미네랄 기반 제품을 제공합니다.

Palabora로부터 바델라이트 지르코늄 (Zr)시장의 시장 지배자의 위치를 이어받은 Minchem의 주요 제품은 지르코늄 산

화물과 반응성 지르코늄 화학물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 코발트, 칼륨, 나트륨, 티타늄, 니켈 및 기타 염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틈새 제품 마케팅은 전세계 선도 제조업체와의 대리점/판매점/특별 약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로 문의 해주십시오.

MinChem Limited,

The Old Pottery, 

4 Hillside Road, 

Aldershot, Hampshire, 

GU11 6NB, United Kingdom.

전화: +44 (0) 1252 350504

팩스: +44 (0) 1252 350770

이메일: enquiries@minchem.co.uk

웹사이트: www.minchem.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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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Chem HMP Limited
MinChem HMPMinChe (이전에 Hines Milling & Processing Ltd로 알려진) 영
국 Stoke-on-Trent the Potteries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르콘,국 S

니아,  원재료 기반의 다양한 습식 및코코니아, 알루미나 및 관련 세라믹/내화물
지 제품을 제공하는 안정된 제조업체입니다.

MinChem HMP Ltd는 Zircozon™ 과 같은 독특한 지르콘 특제품 브랜드를 제공
 수준의 물질이며,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라믹 제조 국가에서 사용되는 세계  정밀 
 주요 업체에서 이용되주조, 주조업, 식기/타일, 위생 도기 응용품과 관련 분야의

 고품질 유백체로, high-white 고 있습니다. Zircozon 5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 불투명 효과로 국제 유약 불투명 효과로유

MinChem HMP는 시멘트, 페인트, 코팅, 패치, 캐스터블 및 래밍 조성물과 같은 지로콘, 지르코니아 및 알루미나 제품
 전기 절연, 프릿, 유리, 유약, 가 세라믹 색상,을 공급합니다. 이 제품들은 위에서 언급한 용도 외에도 연마제, 세라믹,

마 가구, 금속 여과, 페인트, 안료, 내화물, 용접 전극 및 기타 기술 응용제품에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MinChem HMP Ltd는 혼합, 계약 밀링, 체가름, 분무 건조 및 기타 처리MinChem HMP Ltd는 혼합, 계약 밀링

아, 알루미나 및 기타 세라믹/내화 물질은 철저  기밀하에 고객의니니아, 알루미나 및 기타 세라믹/내화 물질은 철저한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로 문의 해주십시오.

MinChem HMP Limited

Scott Lidgett Industrial Estate,

Scott Lidgett Road, Longport,

Stoke-on-Trent,

ST6 4NQ,

United Kingdom

전화: +44 (0) 1782 819 616

팩스: +44 (0) 1782 837 174

이메일: minchemhmp@btconnect.com

웹사이트: www.minchemhmp.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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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는 사실  Stoke-on-Trent는 영국의 세라믹과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이며 일반적으로 ‘The Potteries’라 불립니

다. 위 사진은 일종의 가마인 전통적인 병 모양의 오븐으로, 

한 때는 현지 곳곳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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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ACCS Ltd

Unit 6

Scott Lidgett Industrial Estate

Scott Lidgett Road

Longport, Stoke-on-Trent

ST6 4NQ, United Kingdom

전화: +44 (0) 1782 817107

팩스: +44 (0) 1782 824979

이메일: info@accsltd.co.uk

ACCS Ltd

대중 교통이 편리한 영국의 Stoke-on-Trent에 기반을 둔 ACCS Ltd는 영국의 Northwest 및 

Midland 지역과 같은 중공업 핵심 분야에 대한 공급 및 제조에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영

국의 항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해외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료를 운송할 수 있습니

다.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하고 당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

려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해외 제휴사

해외 제휴사

ACCS Ltd는 고객들에게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역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함을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를 대표하여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전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을 구축해왔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의 현지 대표와 직접 연결하여 드립니다.

www.accslt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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