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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코일을 이용한 스케일 제거장치에 관한 해석
Analysis on the Scale Remover using Induction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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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거용 건물이나 고층빌딩, 병원, 공공기관 
등 수많은 건물 내부에는 상하수도 및 냉난방
용 배관이 건축시에 건물 속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건물 이외의 공장, 발전소 등 산업분야
에도 열교환기, 공업용수, 냉난방용으로도 수
많은 배관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배관은 그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내부에 스
케일이 침전 및 축적되게 되어, 관료 유동저항
을 증가시키고, 열교환율을 낮추게 된다. 이때, 
스케일이란 물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양이온
과 음이온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여 배관 내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아이디어가 고안되어 왔다. 스케일 부스터, 
라이닝, 세척 등의 여러 가지 물리적 제거방법
이 동원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 중 최근들어 
유도코일을 이용한 전자장을 활용한 스케일 
제거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유도코일을 이
용한 방법은 드라이버 등 주변기기가 복잡할 
수 있으나, 설치가 간단하고, 운용이 쉬워 널
리 개발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Anti-fouling에 대한 이론적 

소개 및 원리가 소개되었었고1, 실제 스케일 
제거기와 열교환기를 이용한 실험장치를 구성
하여 유도코일형 스케일 제거기의 성능을 분
석하였다2. 유도코일 방식 스케일 제거기의 프
로토타입이 소개되었고, 성능 확인을 위한 기
초실험이 진행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유도코일 방식 스케일 제거

기의 개발을 위하여 스케일 제거기용 유도코
일 설계를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스케일 제거 코일의 해석

본 절에서는 스케일 제거기의 코일 설계를 
위한 전자장 해석을 수행해보았다. 코일의 형
상과 턴수, 파이프의 재질, 두께, 치수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능을 계산하는 
것은 수식만으로는 복잡한 일이며 그 정확도
도 떨어지므로, 본 연구를 위하여 유한요소법
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전자장 전용 유한요

소해석 툴인 Maxwell 2D/3D를 사용하여 해
석을 수행해 보기로 하였다. 
스케일 제거 코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파이

프와 코일의 치수와 형상, 코일의 턴수, 파이
프의 재질 등이 모델링 되어야 하며, 만들어진 
모델의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와 경계조건 등
을 입력하면 해석을 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된다. 
먼저 주파수와 파이프의 재질에 따른 전자장

분포 해석을 위한 와전류(Induction current)
분포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Fig. 1에 내경 
200mm, 두께 5.8mm 인 Steel pipe에 대한 
와전류 해석결과가 나와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선이 코일의 외부 표면을 통하여 이동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자속선이 분포하는 영역도 넓어짐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같은 모델에서 파이프의 재질만 

PVC로 변환시의 전자장 분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Steel은 비 투자율이 4000정
도 되는 자성체인 반면, PVC는 비투자율이 1
에 가까운 비자성체이다. 똑같은 조건에서의 
전자장 해석 결과가 Fig.2 에 나와 있으며, 파
이프의 재질이 비자성체인 경우는 자성체인 
경우에 비해 전자장의 분포가 파이프의 심도
까지 잘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Steel pipe. 52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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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eel pipe, 19.2kHz

Fig. 1 Induction current analysis of Steel pipe.

(a) PVC pipe, 523Hz

(b) PVC pipe, 19.2 kHz

Fig. 2 Induction current analysis of PVC pipe.

다음으로 위의 해석결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파이프의 중심에서 바깥방향
으로의 반경 벡터를 따른 자계강도의 크기를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PVC 파이프의 경우, 파이프내부에서의 자계
강도가 더 크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teel 파이프의 경우는 고주파수 입력에 대해
서는 거의 침투가 되지 않았으며, 저주파
(523Hz)인 경우에는 자계강도가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케일 제거기는 자성체 파이프 보

다는 PVC 파이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Fig. 3 Magnetic field intensity according to material and 
frequency.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가열 방식 스케일 제거기
의 코일 설계를 위한 전자장 해석에 대해서 
논하였다. 스케일 제거기 특성상 파이프 주위
에 코일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파이프의 재질
에 따른 특성변화를 전자장 해석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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