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개

천진시 환경 보호기술 개발 센터 설계소는 1983년 성립되고 천진시환경

보호 기술 개발 센터에속한다.  환경관리 공정설계 및 공정에 대한 컨설턴트

등 업무를 위주로 경영하고 있다. 요새 등격리 사막 수질 오염 응급 처리 공정, 

천진 8.12 화재폭발 중심 고농도 시안 함유 폐수처리 공정, 화복수챗구멍 오염

사건, 웅안신구 수질 환경 응급 조사 처리 공정, 백양전 상류 오염 응급 처리등

중국의 중요 오염 사건을처리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절노동 단채”、“모범

단채”등 여러 가지 명예를 획득하고 중국의 중요 과학 특허“돌발 수질환경

위험 응급 처리 기술연구” 국가 화학 진보 2등、천진시과학진보상, 환경

보호부 중점 시범 공정등여러 가지 상을 획득핬다. 

설계소 는《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범》으로 엄격히준수하고 “기술

최고、품질제일”등 원칙으로 경영하고 사회개선을 위하여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호북성(국내) 아프리카, 러시아, 벵골(해외) 등 환경 보고 공정을

담당했다。

천진시환경 보호기술개발센터설계소



기본명예：

환경 공정 설계 전문 명예（수질 오염 예방
공정대기오염예방 공정, 물리오염예방 공정）
을급 명예

공정 컨설턴트 명예（생태 건설 및환경 공정
을급、시청 공용 공정（환경 위생）병금）

국가급 선진 기술 기업

건축업 기업 자격 증명서 （환경 보호 공정
전문 기업 2급）

오염 관리 시설 운영 자격 평가 증명서
（공업 폐수 처리 2급）

기업명예
COMPANY   PROFILE  

QUALIFICATION

ISO9001품질 관리 체계
인증

ISO14001환경 관리 체계
인증



중심(中芯） 국제 집적 회로 제조（천진）주식 회사VOCs 유기 폐기 퇴치 항목

中芯国际集成电路制造（天津）有限公司VOCs有机废气治理项目

중심 국제 집적회로 제조 주식 회사（약자“중심

국제”，뉴욕 주식 거래소코드：SMI，홍콩주식

거래소코도：981），세계적으로회로 분야에서가장

선진한 기술을가지고 있는 회사중에하나이다. 

중심 국제 VOCs 폐기 처리 항목 규모는 80000 m3/h，

주요 오염물은유기물 이소프로필알코올、

프로필알코올등 인화성화학물.  라인에서발생된

유기물을설치되어 있는 송풍기를통하여 “효율이

높은 흡착 농축러너+축열연소”장비로처리가

완료된배기통으로배출한다.

폐기항목 성과
EXHAUST  GAS  PROJECT  PERFORMANCE



중건강 회사의 폐기는 처농도, 대풍량등 특징을 가진 폐기. 이 특징으로 “ 건조여과+ 흡착

농축+ 촉매 연소 탈착 재생 공예”로 뮤기 폐기를 처리한다. 처리 풍량은 70000 m3/h 。

위에 언급된 항목은 20내 완성되었다. 2017년5월16일 설비 가공 제조 실시했다,. 2017년 5월

27일 장착 테스트，2017년6월5일 설비 장착 및 시운영 완료되었다. 2016년6월20일 환경 검수

완성되었다.

中建钢结构VOC应急治理项目

폐기항목 성과
EXHAUST  GAS  PROJECT  PERFORMANCE

중건강 구조VOC 응급 처리항목

건설전 건설후



학강시 경위당알코올주식회사오수처리공장 폐기처리공정항목

鹤岗市经纬糖醇有限公司污水处理厂废气治理工程项目

폐기항목 성과
EXHAUST  GAS  PROJECT  PERFORMANCE

학강시 경위당알코올 주식 회사는 자일리톨과 관련된 생산 가공, 판매 및 연구 개발등

업무를 한다. 생산과 오수 처리 과정에서 폐기가 많이 발생한다. 탈색 공예, 가수 분해 및 오수

처리장등 장소에 대량 폐기 발생한다. 폐기 풍량 20000m3/h，오수장 주요 폐기는 H2S、NH3、

VOCs이고 해당 폐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프레이+ 생물 냄새 제거 +활성탄흡착+ 촉매

연소”등 공예를 통하여 국가 규정 스펙 기준으로 오수장 폐기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