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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세정 및 포장 (SC-11)
사양 SCS- 0 0 011 개정 C
범위
이 문서에서는 Swagelok® 및 관련 공급자가 ASTM G93 레벨 C에 언급된 제품 청정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유체가 접촉되는 시스템 부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제품 카탈로그, 기술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들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사양 요건

세정, 건조 및 검사

■ 부품은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조립, 윤활 처리,

완벽한 세정, 세척, 배수 및 건조를 위해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부품을 세정합니다. 이러한 공정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및 포장됩니다.
■ 이 규정에 따라 제품을 처리하기 전에 모든 부품은 Swagelok

표준 세정 및 포장 사양(SC-10), (MS-06-62KO),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STM G93 레벨 C에는 6 mg/ft2 (66 mg/m2) 이하의 수준까

지 비휘발성 잔류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립된 제품의 유체 접촉 표면은 제품 카탈로그의 설명에

따라서 Krytox® 240AC 등 탄화수소 계열이 아닌 윤활제로
윤활 처리됩니다. 별도 요청 시, 특수 윤활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튜브 피팅 또는 탄성체 밀폐 연결구 제품에
관해서는, 해당 제품의 청정 및 윤활 요건을 상세하게 명시한
문서 SCS-00663을 참조하십시오.
■ 완성된 제품은 밀봉된 플라스틱 백에 개별적으로 담아

포장됩니다.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붙습니다.
Swagelok 특수 세정
및 포장(SC-11)
ASTM G93, 고농도 산소 환경에 사용되는 재료나 장비의
세정 방법과 청정도에 관한 표준시행 규정, 레벨 C
사용 준비 전까지 개봉하지 마십시오.
■ 백에 밀봉된 제품은 배송과 보관 중 오염 및 손상 방지를 위해

상자에 담깁니다.

공정 승인 및 제어
ASTM G121 및 ASTM G122 에 기초한 방법으로 시험편을 준비
및 세정한 후, ASTM G144 에 따라 산화탄소 전기량 분석으로
이 시험편의 탄소 잔류량을 직접 검출하여 특수 세정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이러한 시행 규정에 따라 세정 공정이
ASTM G93 레벨 C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ASTM G127 을 준수하는 세정제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가열

세척
■ ASTM G131 을 준수하는 초음파 여기 기법 (Ultrasonic

agitation)
■ 세정제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여러 단계로 실시되는 탈이온수

세척
■ 잔류물 없이 부품에서 세척수를 제거하기 위한 비연소 건조
■ ASTM G93 또는 CGA-G4.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밝은 조명

또는 자외선 아래에서 육안 검사 실시.

조립 및 테스트
■ 세정된 부품은 손상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거칩니다.
■ 세정된 부품은 청결하고 조명이 밝게 비추는 작업장에서

조립됩니다. 조립 작업장, 장비 및 방법은 세정된 부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 및 관리됩니다.
■ 제품 카탈로그의 설명과 같이, 탄화수소 계열이 아닌 윤활제를

나사, 체결부, O-링 및 밀폐부에 도포하여 마모를 방지하고
마찰을 줄이면 밀폐 성능이 높아집니다. 튜브 피팅 또는 탄성체
밀폐 연결구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청정 및 윤활 요건을 명시한
SCS-00663을 참조하십시오.
■ 제품 카탈로그의 설명과 같이 조립 제품의 생산 테스트에는

깨끗하고 건조한 질소나 헬륨을 사용합니다.

사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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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참고

포장 및 식별

참조 문서

■ 필요시, 연결구에 깨끗한 캡과 마개를 씌워 나사나 기타 중요

Swagelok 문서

표면이 손상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완성된 제품은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됩니다.
■ 각 제품은 밀봉된 플라스틱 백에 개별적으로 포장됩니다.
■ 백에 밀봉된 제품은 적당한 보호 재료와 함께 상자에 담깁니다.
■ 상자에는 부품 번호 및 수량이 기재됩니다.

표준 세정 및 포장(SC-10), (MS‑06‑62KO)
Swagelok 튜브 피팅의 특수 세정, SCS-00663

ASTM 표준
G93, 고농도 산소 환경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의 세정
방법과 청정도에 관한 표준 시행 규정
G121, 세정제 평가를 위해 오염된 시험편 준비를 위한 시행
규정
G122, 세정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
G127, 산소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합한 세정제를 선택하기
위한 안내
G131, 초음파를 사용하여 재료와 부품을 세정하기 위한 시행
규정
G144, 고온 연소 분석기로 총 탄소함량을 분석하여 재료와
부품의 잔류 오염도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

다른 참조
Compressed Gas Association Standards

사양
참고

CGA G-4.1 (2009), 산소 사용 장비의 세척

MS-06-63KO, RevF

본 문서에 대한 안내 사항
전자 카탈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파일은 많은 내용이 수록된
인쇄본 책자(Swagelok 제품 카탈로그)의 한 장(chapter)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
카탈로그는 최근에 변경된 내용 및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쇄 버전보다 더욱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wagelok 사(社)는 연구, 계장, 의약, 오일 및 가스, 발전, 석유화학, 대체연료 및 반도체
산업 관련 제품, 조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유체 시스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Swagelok사(社)의 제조, 연구, 기술 지원 및 유통 시설은 전세계 57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200개 이상의 지정 판매 및 서비스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wagelok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제품 기능, 기술 자료, 주문 번호 및 기타 제품 관련
정보에 관해 Swagelok 지정 판매 및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Swagelok 판매 및
서비스센터에서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 선택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하고 고장 없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 설계를 고려해야합니다. 부품의 기능,
재질의 적합성, 적절한 등급 분류, 적절한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는 시스템 설계자와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보증 정보
Swagelok 제품은 Swagelok Limited Lifetime 보증을 받습니다.
Swagelok.com이나 Swagelok 지정 판매 대리점에서 보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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