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 유출물 
관리도구  



SPILL-X란? 

 SPILL-X 는 흐름성이 좋은 분말형태로 유해한 
유출물을 중화하고 응고 및/또는 흡착시켜 저 
비용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ANSUL에서  특별히 제조된 제품이다. 

 시판중인 4가지 종류의 Spill-X 
SPILL-X-A 산성물질 중화/응고제  
SPILL-X-C 염기성물질 중화/응고제  
SPILL-X-S 용매(솔벤트) 흡착제 
SPILL-X-FP 포름알데히드 중합반응제 



“기존 사용중인 제품들” 

 점토 (Clay), 질석(Vermiculites), 루스-드라이 (Loose-Dri) 
 필로우 (Pillows), 패드 (Pads) 
 삭스 (Socks), 피그스 (Pigs) 
 Neutrasorb 



SPILL-X-A 

 
불산, 황산, 염산, 질산, 및 인산과 
같은 유무기 산성물질을 중화/ 
응고시킨다.   SPILL-X-A  
제품은 유해한 산의 pH를 
중화시켜 미 환경 보호국 (EPA) 
의 유해 폐기물의 부식성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 



산성물질 위험 지역 

유출물은 보통 취급 또는 이동 장소 및 이동 
중에 흔히 발생한다. 

대표적인 위험지역: 
 화학 공정 지역 
 수질 처리 공장 
 보일러실 
 보관 창고 



SPILL-X-A 

SPILL-X-A를 사용 후 잔여물? 
산성물질   주요 잔여물 
황산   황산 마그네슘 (엡솜 염) 
염산    염화 마그네슘 
질산   질산 마그네슘 
인산   인산 마그네슘, 이염기성 
불산             불화 마그네슘 

 



산성물질 위험 

유출은 보통 취급 또는 이동하는 장소 및 
이동 중에 흔히 발생한다. 

전형적인 위험: 
개미산 
아세트산 
염화황산 
70% 불산 
발연황산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과염소산 



타제품과 SPILL-X-A 비교 

 SPILL--A 는 과도한 열 발생 없이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SPILL-X-A 는 유출물을 신속히 중화 및 응고시켜 
용이한 세척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다른 흡착 물은 유해 
유출물을 무해 폐기물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다른 경쟁사 중화제는 유출물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적용을 하도록 한다. 이는 곧, 
 화학물을 적용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을 요구한다.  
 제품을 뿌리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을 요구한다.  
 보다 많은 폐기물이 생성된다.  

 SPILL-X-A 는 생산 가동시간을 늘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소시킨다. 



SPILL-X-A 장점 

 흡착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이점 제공 
 흡착제는 유해 유출물을 무해 폐기물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생성되는 흡착제 폐기물 량은 Spill-X 폐기물양의 
최소 2-3배이다.  

 흡착제는 세척 시 작업자들에게 보다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미처리된 산성물질은 유해한 증기를 방출한다. 
 세척 작업 시 산성물질에 의한  화상 유발 가능성 존재 

 SPILL-X 는 세척 시 다운타임을 줄이고 생성된 
폐기물이 줄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SPILL-X-A 효과 

네바다 머큐리에서 1990년 초  
듀퐁사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55갤론 산성물질 유출의 최고의 처리 
결과는 3x3 낮은 점도의 거품을 
사용하여 증기를 억제한 후  SPILL-
X-A를 적용하여 중화 및 응고시킬 

때였다.  



SPILL-X-A 적용 

소규모의 실험실 유출물용 유출 키트 



SPILL-X-A 적용 

중소규모의 유출물용 유출 
용기 및 드럼 



Spill-X-A 적용 

Spill-Gun은 안전한 작업공간을 
요구하는 보다 큰 유출이나 
위험물 등에 사용될 수 있다. 



SPILL-X-A 세척 관련 Q&A 

 유출물을 세척하기 얼마나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가? 

 일반적으로 5 갤론 용기 
(50 lbs.)는 4-6 갤론의 농축 
산을 중성화 및 
응고화시킨다.  

 Spill-X-A가 산과 반응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반응을 하면 중성 
마그네슘과 나트륨염이 
생성된다.  

 중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성은 pH 수준이 2 이상 
또는 12.5 미만을 의미한다. 
가장 강산은 pH 수준이 
2미만이다. Spill-X-A가 
적합하게 적용되면 최종 
폐기물의pH 는 5 내지 9 
사이에 존재한다. 

 중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pH 테스트 용지 
또는pH측정기로 실제 
pH수준을 알 수 있다. 



SPILL-X-C 

작용?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히드라진 및 
수산화 암모늄과 같은 
유무기 염기성물질을 
중화 및 응고시킨다. 



염기성 물질 위험성 

유출은 보통 취급 또는 이동하는 장소 
및 이동 중에 흔히 발생한다. 

 대표적인 위험장소 
 화학 공정 처리 지역 
 수질 처리 공장 
 보일러 실 
 보관 창고 

 염기성물질은 산에 비해 보다 심한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다 큰 위험을 준다.  



타제품과  SPILL-X-C 비교? 

 SPILL-X-C 는 경쟁제품인 Neutracit와 비교하여, 
 사용한 중량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보다 우수한 응고 성질을 갖는다. 
 비용 절감 

 SPILL-X-C 는 유출물을 빠르게 흡착, 중성화 및 
응고화시켜 용이한 세척 및 무해한 폐기물을 
생성한다.  

 경쟁사의 중성제는 유출물에 보다 많이 적용하며 
이는 SPILL-X-C가 다운타임을 줄이고 폐기시 
비용을 저감함을 의미한다. 



SPILL-X-C 세척 관련 Q&A 

 유출물을 세척하기 
얼마나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가? 

 일반적으로 5 갤론 용기 
(50 lbs.)는 4-6 갤론의 
농축 산을 중성화 및 
응고화시킨다.  

 SPILL-X-C가 부식제와 
반응한 후 무엇이 
남는가? 

 일련의 구연산 및 
푸마르산 염을 생성한다. 

 SPILL-X-C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폐기물의 pH 수준이 
제품의 pH 수준인 2.5에 
접근한다. 

 최종 pH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교반 후 1분 이내에 최종 
pH에 도달하며 12내지 
14수준의 pH에서 5내지 
9수준의 pH로 낮아질 
것이다. 



SPILL-X-S 

 무엇을 하는가? 
 대부분의 용매 및 연료(가연성, 비가연성) 를 
흡착하고 응고시킨다. 

 흡착제는 흡수제와 같은가? 
 다르다!  흡착제와 흡수제 모두 응고시킨다. 그러나 

SPILL-X-S 와 같은 흡착제는 응고 이외의 많은 
작용을 한다. 흡착제는 활성 탄소와 용매간의 
물리적인 결합을 만든다. 물리적 결합은 두 가지를 
한다.  
 보다 저렴한 폐기물질의 인화점을 상승시킨다. 
 증발 손실을 감소시킨다. (즉, 증발을 억제한다.) 



SPILL-X-S 
흡착제는 흡수제와 같은가? 

다르다! 흡착제와 흡수제 
모두 응고시킨다. 그러나 
SPILL-X-S 와 같은 흡착제는 
응고 이외의 많은 작용을 한다. 
흡착제는 활성 탄소와 
용매간의 물리적인 결합을 
만든다. 물리적 결합은 두 
가지를 한다.  

 보다 저렴한 폐기물질의 
 인화점을 상승시킨다. 
 증발 손실을 감소시킨다. (즉, 
 증발을 억제한다.) 



SPILL-X-FP 

작용? 
수용성 용액인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하도록 특별히 
제조된 제품이다. 



SPILL-X-FP 관련 Q&A 

 포름알데히드는 어디서 
발견되는가? 

 포름알데히드는 화학, 의학, 
농업, 목재제품, 플라스틱 및 
금속 마감재 산업 등에서 
사용한다.. 

 글루타알데히드와 같은 다른  
알데히드에도 작용하는가? 

 그렇다, SPILL-X-FP는 기타 
유사한 종류의 알데히드 
유출을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왜 Spill-X-FP 제품을 
포름알데히드 유출에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작업자에게 적은 
노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OSHA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Spill-X-FP 를 유출에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하는가? 

 포름알데히드 용액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케이스 
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 옵션 



SPILL-X 적용기구 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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