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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대련랩환보과학기술유한공사

•최근 20년 동안 전문 공업공장 건물 연진정화사업에 종사

•중앙 연진정화 시스템, 중앙 먼지 제거 시스템,중앙 고부압흡진 시스템 생산.

•<용접작업 공장건물 난방통풍 및 공기조절 설계규범> 작성회사

학교기업과 합작 -무한과학기술대학건축연구설계소

•전직인원 70명 이상, 등록 엔지니어 13명

•소장직 담당: 유추신 교수님. 주요 연구방향 높고 큰 공간의 통풍과 공기조절.

•여러차례의 국가 및 호북성 과학기술 진보상을 받으셨다.



대형 다연결 크로스 용접작업 현장 특점

용접작업 현장 특점

•선박,고속철도,공사기계,교량,중형기계 등 생산규모의 확대로 인해

대형구조품의 용접작업 현장설계도 높고 크짐（16-30m）、작업현장

길이（300-400m）、다연결 크로스（5-15），매개 크로스 간격（24-45m）

크짐。

•용접기 수량 많고,용접강도 크며 산생하는 먼지와 연기 농도가 높다. 

갈아서 만드는 작업도 동반되여 있다.

•용접구조품 싸이즈가 크며 용접위치의 불고정적,구조품은 높이 매달아

운송하여야 하며 Point-to-point수집하기가 어렵다.

용접연진의 특점

•보통 용접작업 현장의 연진높이는 6-8m좌우,일부분 대형 용접구조품은

용접구역의 용접높이에 따라서 연진높이가 8-9m좌우.



공장 작업실 전체적 연진정화 목표와 요구

프로젝트 실시목표와 요구

⑴용접작업 구역에서의 연진농도≤4㎎/m³--국가환경보호요구

⑵작업실 공장건물위에서 봤을때 뚜렷한 연무가 없음

⑶ 제트와 치환조합하여 전체 작업현장의 연진정화 투자를 낮추다.

⑸ 정화시스템의 필터부품은 고효율 나노연소방지 재료(또는 정전기 흡착)를

사용함으로 교체 횟수를 줄인다(또는 소모품이 없음)—재료 소모를 줄였다

⑹ 사물 인터넷 중앙 통제시스템을 사용하면 지능화 설비운행을 형성하여 --

무선 중앙통제 할수 있다.

⑺ 공장에서 무조직 배출하는 농도가 국가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 방안을 실시함으로 용접작업의 연진정화 프로젝트는 국내외 선도적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방안 비교
일부분 환기

•일부분 먼지 제거는 고농도 오염물 확산을 막을순 있다.투자가 적고 효과도

뚜렷하다.하지만 현장 배치에 대한 제한성이 크다.

전면 환기

•또한 희석 환기라고 하며 전체 작업현장에 대하여 통풍환기를 하는것. 치환

풍량이 크며 에너지 소모

흡입식 환기

•흡입식 환기는 송풍장비와 기체 수집장비로 구성되였다.송풍분출은 오염물의

통제자 이며 운송자이다.흡풍기류는 접수자.

•분출원리를 사용함 으로서 풍량이 작고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물에 대한 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며 기류에 대한 저항능력도

강하다.

•세가지 방안에서 최종 에너지 소모가 적고 통제효과가 최고인 흡입식

환기방안을 선택하엿다.



흡입식 환기（이 방안은 국가 발명 특허 신고 기간임.）

기류조직의 확인

흡입식 환기방안 설명



흡입식 환기 방안 설명

RIP상품장점

 웃쪽 흡입 아래쪽 송풍하는 방식으로 작업현장의 기류가
순환되게한다.겨울철 열에너지 소모 감소할 수 있다.

 순환되는 바람과 새로운 바람의 혼합기체,바람속도가
용접기술 요구에 만족되므로 합리적인 기류조직을 형성한다.

 방안의 장점：

• 용접품의 크고 작음과 용접부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없다.
• 고효율 나노연소방지 필터재료를 사용하여 필터링 정밀도가

실내 배방표준에 도달함. 연진정화 문제를 해결함으로 대기에
대한 2차오염이 없다.

• 웃쪽 배기 아래쪽 송풍모델에 정화설비 주파수변환 기술을
사용하면 다층 송풍기술보다 운행 종합비용을 40%좌우 절약할
수 있다.

• 이 방안은 용접 작업습관, 용접기술에 아무런 방해도 없으면
생산효율을 최대화로 높였다.



대련랩환보과학기술유한공사연락방식

•주소：요녕성 대련시 깐징즈구 천홍공업구신평가 16호

•Http：//www.ripro.com.cn

•메일：luyuehua@riphb.com

•전화：0411-86737419-606 

•헨드폰：13940870530

•펙스：0411-86737419-614

•우편번호：116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