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배출관리시스템
CLARCOR 계열사

Smog-HogⓇ PSG

YTS

공기 정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Young Technology & Service

(Clean air. Its’ what we do.Ⓡ)

당사의 제품은 모듈타입이므로 용량을 줄이고 늘릴수있읍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구성과 크기(825에서 22,000 CFM)는 사실상 어떤
건물 설계 변수나 성능 요건에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부엌 후드 크기에 관계없
이 당사의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은 설치 장소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제품을 외벽, 옥상, 기계 조정실 또는 천장 등에 자유롭게 장착합니다.

악취 관리 모듈
“브이-뱅크(V-bank)” 악취 관리 설
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스
냄새의 여과 효율을 높입니다.

출구호퍼
공기 흐름을 블로워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합니다.

페니형 2단식 집진셀
주입 티 조립
체계적으로 세제 사용을 관리하고 최
적으로 세척합니다. 세제 희석에 필요
한 장치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낮은 정적 압력으로 효율적인 세척
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2 단식 페
니(Penny) 타입 집진부입니다.

배기펜
UL 762에 명시된 조용하고 효율
적인 작동을 위하여 뒤쪽에 경사
진 바퀴가 있는 에너지 효율 송풍
기입니다. (인라인 송풍기도 사용
이 가능합니다.)

제어반

1

시스템 작동을 시작하거나
정지합니다.

세제저장탱크

오염 공기인입구

상업과 산업 적용분야에서 부엌 배출가스를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농축 세제를 저장하는
일체형 탱크입니다.
(일체 성형의 장착 펌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집진부로 효과적으
로 이동합니다.

충돌전처리설비
조절 가능 한 맞물림 “U” 채널은 고른
기류 분포를 위하여 길고 복잡한 패스를
제공하고 대형 오염물질에서 보호 합니다.

장비베이스
자동,수동및 중앙통제실
과연계 가능
한 개 또는 분리된 판으로 모든 장
치의 기능 작동이 가능합니다. 판은
요청에 따라 원격지에 장착 될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은 건물 관리 시스
템에 결부 시킬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구조 채널 기반은 시스템을
통합하고 설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합니다.

파워팩(UL인증품) 자동전압
조절장치내장
자체 조절 부품이 있는 UL에 명시된
전자 전기 회로망은 기름과 악취 배
출 가스 집진을 최대로 합니다.

자동세척시스템
고정 면과 오버헤드 세척기는 집진 부품을
분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척합니다.

www.uasinc.com
www.uasinc.com

SMOG-HOG가 설치 된 곳

입증된 기술, 최적의 성능

• 브라이언트 파크 호텔(Bryant Park Hotel)
• 시저스팰리스(Caesar’s Palace Las

ESP의 이점
ESP(Electrostatic precipitation technology)는 PSG의 우수한 성능의 열쇠입니다.
큰 입자만 제거하는 가방
(bag)이나 상자(box) 필터와
달리 ESP는 고른 미세한 오
염 물질을 전기적으로 충전
하여 알루미늄 집진부에서
자성으로 캡처합니다.
그 결과 이 정교한 전기적
솔루션은 사실상 그리스나
유해한 입자를 놓치지 않으
며 시스템에서는 단지 정화
된 깨끗한 공기만 나오게
됩니다.
UAS의 ESP기술은 막혀서 효과가 없게 되는 불투과성(barrier) 필터와는 달리 지속적인
공기 흐름 유지를 보장합니다.

Vegas)
• 치폴리(Chipotle)
• 포고 드 차오(Fogo de Chao)
• 보스톤의 포시즌 호텔(Four Seasons
Hotel of Boston)
• 골드만 삭스 타워(Goldman Sachs Tower)
• 구글(Google)
산디아 리조트(Sandia Resort)와 카지노에 설치

• 히어스트 타워(Hearst Tower)
• 힐튼 팰리션(Hilton Palicion del Rio, San
Antonio River Walk)
•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Mandarin Oriental
Hotel)
• 맥도널드(McDonald’s)
• 모헤건 썬(Mohegan Sun)
• 몬타쥐 비버리 힐(Montage Beverly Hills)
• 락카펠러 센터 레인보우 룸과 테드의 몬타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진 기술
6mm의 간격으로 이루어진 집진셀은
공기의 흐름이 막힘없이 진행되며
PVC재질이 아닌 세라믹재질로 이루어
고압에도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수있다.

• 그릴(Rockefeller Center Rainbow Room
and Ted’s Montana Grille)
히어스트 타워(Hearst Tower)에 설치

부대용품/옵션
• 주문 제작 관리 패널
• 주문 제작 페인트 색상

• 산디아 리조트와 카지노(Sandia Resort &
Casino)
• 월트 디즈니 월드 레인포리스트 카페와 라
• 브리 빵집(Walt Disney World Rainforest
Caff and La Brea Bakery)
• 양키스타디움(Yankee Stadium)

• 화재 진압 시스템
• 그리스 충돌 전처리 필터가 있는 주입관

확실한 전원
UAS사만의 자체 파워팩을 생산하며
인입전압의 흔들림에도 일정한 출력
최고의 효율을 발휘한다.
UAS사의 파워팩은 세계적인 UL승인품이다.

• 현장 세척 시스템

대리점 목록/승인

• 모터 시동기

대한민국 / YTS

• 악취 관리 모듈
• 배출 이행 플레넘
• 전처리 필터 옵션
• 원격 시작/정지 제어판

UL 표준 867과 710
로스앤젤레스 시
뉴욕 시 – MEA와 BEC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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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 시리즈는
복잡한 배출
가스 프로세스를
해결하고 관리합니다.

산업 공기 청정기 – 한 사이즈로

ESP의 강점

정화 기법 하나로 모든 산업 배출 가스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PSH 시리즈의 우수한 성능 비결은 정전기 집진입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UAS의 엔지니어는 Smog-Hog

UAS 엔지니어가 30년이 넘게 사용한 이 프로세스는

PHS 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정전기 영역을 통하여 입자를 충전하고 공기 흐름에서

이 모듈 시스템은 고객사의 특정 면적과 적용 요구에 맞게 다양한

벗겨내는데 초 미세한 오염물질도 정화하고 깨끗한

크기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PSH 제품은 공장 내부 또는 외부에

공기만을 제품에서 배출합니다. 그 결과는 더 깨끗한

설치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오염된 기류도 선 조건으로

공기와 법규 준수 문제 해결입니다.

여과하고 정화하는 과정의 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과 안전
PSH 시리즈는 15에서부터 300,000CMM 이르는

적용 분야

공기 흐름 적용 분야를 처리할 수 있으며 배출 가스

열로 생성되는 유기농 증기와 입자를 집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PSH 미스트 집진기는 환경과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위협을 제기하는 유해한 배출 가스를 관리합니다. 이 제품은
아스팔트, 산업용 조리, 가소제, 제조 프로세스, 직물 및 고무에서
발생하는 거친 배출 가스 처리를 위하여 주문 제작된 솔루션이
필요한 회사에 이상적입니다.

집진에서 최고 효율 레벨을 제공합니다. 각 시스템에는
효과적으로 입자를 충전하고 집진부를 가로지르는
에너지의 고른 분포를 보장하는 이온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SH 제품에는 특별히 교육된 공장 직원의 안전한
작동과 관리를 위하여 비치명적인 UL에 명시된 전원
공급을 사용합니다. 저 에너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전원 공급은 최고 효율 레벨에서 안전과 연속 작동을
보장하면서 적재되는 오염 물질 양에 따라 전압을
조절합니다.

일반 사용
아스팔트
• 코팅
• 혼합물 공장
• 포화기

산업 조리
• 커피/땅콩 볶는
기계
• 뜨거운 기름을
사용하는 프라이
팬
• 훈제실

가소제
•
•
•
•
•
•
•
•
•
•
•

불로운 필름
calandaring
건조 오븐
코팅
익스트루전
나일론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결내기
비닐

제조 프로세스
• 용광로
• 레이저 에칭과
커팅
• 금속 소결
• 오일 미스트 또
는 매연
• 납땜질
• 왁스 베이퍼
• 와이어 드로잉

직물
• 텐타 프레임 오
븐
• 실 코팅과 익스
트루전

고무
•
•
•
•

버핑
건조
분쇄
재활용

다가오는 준수 문제에 직면
PSH 제품에는 규제가 강한 국가와 지방 환경
표준까지도 포함한 규율 준수를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비싼 준수 벌금을 피하게 하면서 오염 물질이 근처
주차장이나 건물에 정착하기 전에 제거되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식별 가능한 산업 프로세스
배출 가스가 없어지고 악취는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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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맞는 구성

캐비닛

Smog-Hong PSH 시스템은 전형적인 배기 장치 구성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여 어떤 공기의 양 또는
건물 특질에도 설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특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UAS 대리인은 고객사의 공장에 맞는 시스템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교육받은 대리인은 먼저 공장의 프리 쿨링, 열 복구, 악취 관리 및
기타 기준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PSH 시스템은 그 후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PSH의 기본 사양에는 캐비닛, 파워팩, 이온화 장치 및 집진부가 포함되며 중앙 시스템 보완을 위해
공기 흐름 조절 장치 모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거운 게이지 강철 구조물로 하단 구멍에서

전처리 시스템
대형 오염 물질의 최대
집진을 위하여 공기 흐름
온도와 습기를 최적화 하
는 프로세스입니다.

충돌 차단 전처리
필터

현장 세척 시스템

조절 가능한 맞물림 “C”
채널은 고른 공기 흐름
분포와 대형 오염 물질
집진을 위하여 길고 복잡
한 패스를 제공합니다.

고정 면과 오버헤드 세척
기 헤더가 현장에서 집진
부품을 세척합니다. PLC
는 최적 세척과 유지 비
용 감소를 관리합니다.

배출 가스를 집진하고 배수 합니다.
구멍과 배수는 현장 세척 시스템에서 넘치는
모든 오염 물질을 처리합니다.

이온화 장치와 집진부
나선형의 절연체로 된 독특한 익형설계와
튼튼한 텅스텐 이온화 장치 와이어로 최대
효율, 관리 감소 및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기

한

공

끗

깨

시스템 블로워

15에서 300,000CMM에 이루는
공기 흐름 적용 분야를 처리하는 능력

블로워에는 조용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
여 뒤쪽에 경사진 바퀴가 있습니다.

제어판
스키드 장착 판으로 장치의 기능을 모두 작동
할 수 있습니다. 판은 요청에 따라 원격지에
장착 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은 공장의 분
산 관리 시스템에 결부 시킬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강철 스키드
튼튼한 구조 채널 기반은 시스템을 통합하고
설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주입 플레넘

파워팩

배출 플레넘

공기 흐름을 이온화 장치

배출 가스를 최대로 집진

공기 흐름을 불로워

와 집진부로 이동합니다.

을 하기 위해 자체로 작

시스템으로 이동합

동하는 구성요소가 있는

니다.

전기 회로망입니다.

www.uasinc.com

SMOG-HOG

미스트 집진으로 받는 혜택
■
■
■
■
■
■
■

작업자를 건강의 위험에서 보호
조화 공기의 재순환 (에너지 보존)
장비 수명 연장
부품 / 제품 품질 향상
관리 업무 감소
배출물 규정 준수
잠재적 장기 법적 책임의 최소화

PSH-22

미스트 집진 적용 분야
공기의 막힘현상 없이 반영구적사용하므로 새로은 필터구입비용이 전혀없음
연기나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
산업 환경을 쾌적하게하여 최고의 현장으로 브랜드화 한다.

위험영역
오일 흄/미
미스트

적용범위
■ 냉간 압연기

공기로 운반되는 먼지
색 안료

바이러스

■ 바 장비(Bar machine) & 처커

꽃가루
박테리아

담배 연기

털

석탄가루

■ 센터리스 연삭
시멘트 먼지

카본 블랙

0

0,01 ㎛
전자현미경으로 식별 가능

가공한 가루
0,1 ㎛

1㎛
현미경으로 식별 가능

■ 나사 절삭기

10 ㎛

■ 생성된 용접 흄의 95%까지가 0.3μm 에서 1.0 μm
■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캡쳐가 더 어렵고 용접 기사의 건강에 더 위험하다.
(호흡할 수 있는 부분 – 인간 필터 통과).
■ 하루에 8시간 보호되지 않은 용접 환경에서 작업 = 하루에 담배 25대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

■ EDM (E-Discharge Mach, 방전기)
■ 웨이브 솔더링

100 ㎛
육안으로 식별 가능

■ 진공 펌프
■ 플라스틱 압출 성형

세계적인 인증획득
UL-867 / UL-710 / NYC MEA 인증 #88-88-E
NYC BEC 인증 #43671 / L.A. 인증 RR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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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COR 계열사

모듈 ESP 미스트 집진기

PSH 시리즈

공기 정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Clean air. Its’ what we do.Ⓡ)

맑은 공기
솔루션
제공업체

40년 이상의 효율이 높은
필터 솔루션
UAS는 산업 공기의 질 문제를 설계, 제조,
판매 및 해결하는 작업을 1966년 이래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8만종 이상
의 필터 제품을 제공하는 토털 필터 사업을
하는 CLARCOR의 계열사로 막강한 연구
개발에 전념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
율이 높은 공기 오염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로 책임
있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AS 본사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을 제공
합니다.
당사는 각 고객의 특정 목적에 맞게 주문 제작된 고 성능
시스템으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공기 기준을 준수
하는 공기 정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uasinc.com에서 온라인
대리점 위치 찾기
(Find A Rep Near You)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 담당자를
찾거나 1-800-252-4647로
전화 문의합니다.

집진기
UAS는 사실상 어떤 분야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집진기를 제
공합니다. 에너지 효율과 유지 관리가 용이한 당사의 집진기
는 빠르고 쉬운 필터 교환을 위한 퀵 씰 릴리즈 도어
(QuickSeal release doors)와 캠-액션 로킹 바(Camaction locking bars), 카트리지 교환 시기를 알려주는 압력
계(pressure gauges),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먼지 서랍(dust
drawers)과 같은 기능으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UAS는
완전한 표면 청소를 제공하고 수년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장담하면서 세척력과 필터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특허 펄스 블라스트 기술(pulse blast technology)을 개발
하였습니다.
UAS 공기 정화 전문가는 고객사의 작업장에서 공기로 전달
되는 먼지의 특성과 농도 레벨을 조사하여 최상의 공기 정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기 정화 시스템의 크기와 종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고객사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
모든 제조 과정에서 공기 오염은 건성 입자, 흄, 증기
또는 미스트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 오염물질은 종종 유
해하고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작업 환경을 불안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경험 있는 제조업체와 공기 필터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교육된 UAS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인 네
트워크로 고객사의 요구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공기 정
화 장치, 부대용품 및 설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UAS의 고객 지원 전문가와 적용 엔
지니어로부터 시스템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에 필요
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 필요한 필터 제공
UAS는 산업 공기 정화 장치의 모든 주 브랜드와 사실상
호환 되는 Protura. 나노파이버 카트리지를 포함하여 고
성능 교환 필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이 우수한 필터는
광범위한 미디어 조합과 크기로 제공되며 가장 기복이 심
한 산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99.999%까지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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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흄 집진기

미디어 필터 시스템

UAS의 SMOG-HOH. 미스트 집진기는 현재 시장에
서 가장 효과적인 ESP(Electrostatic precipitators,
정전기 집진기)입니다. 사실 UAS는 산업 제조 과정에서
습성 오염 물질 집진에 ESP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한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오일 매연과 냉각재 미스트 집진
에 효율과 효과 그리고 장기간 비용 절약 면에서
SMOG-HOG를 당할 정전기 제품은 없습니다.
SMOG-HOG 미스트 집진기는 고객사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크기와 다용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적용 분야에
따라 시스템을 배관으로 하거나 비(非)배관으로 하거나
천장에 설치하거나 기계에 장착하거나 이동식으로 사용
하거나 또는 외부에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농도의 먼지와 미스트를 집진하는 실용적이고 효
과적인 솔루션인 UAS의 미디어 필터 시스템에는 매연,
먼지 및 오일 미스트를 제거하는데 이상적인 고 효율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시스템, 천장 부착
시스템 또는 이동식 소스 캡처 집진기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온 사이트에서의 역량과 기술적인 전문 지식
온 사이트 실험실

진보된 공학 기술력

당사의 엔지니어 팀

UAS 엔지니어는 고 품질 공기 정화 시스템 설계를 돕기

은 필요한 프로토 타

위하여 업계에서 최신 컴퓨터 도구를 사용합니다.

입을 만들고 공기실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같은 프로그램은

를 사용하여 컴퓨터

상세한 공기흐름과 먼지

테스트 결과를 확인

로드분석을 제공하여 당

하고 사운드 테스트

사는 제품이 실제로 만

를 진행하고 풍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먼지 루프에서

들어 지기 전에 장치의

다양한 먼지 입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과 작동을 평가하고

업무를 합니다.

미세 조정 할 수 있습니

종합 품질 제조업
용접커팅, 형성에서부터 조립과 출하에 이르기까지

다. 그 혜택은 최적화된
제품 성능, 최대화된 필터 효과, 연장된 필터 수명 및 총

UAS는 부품 품질과 기능이 고객의 요구를 준수하는

운용 비용의 감소입니다.

것을 보장합니다.

UAS와 맑은 공기가 고객사를 위하여 일하게 합시다.
공장의 맑은 공기는 작업장의 안정성과 직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며 증가
하는 엄격한 OSHA와 EPA 표준 준수 및 전반적으로
향상된 품질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 시장에서 리더로 UAS는 고객사가 특정 적용 분
야에 적합한 기술 솔루션을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루 코팅 페인트
UAS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조립한 후에 페인트칠
하는 대신 제품의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정전하게
가루로 코팅하여 제품 전체에 색 바램, 백화현상
및 부식을 방지하는 일관된
페인트 범위를 보장합니다.
그 결과는 업계에서 가장
적합한 마무리 입니다.

폭넓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사실상 고객사가 당면한 어떤 먼지나 미스트 문
제 해결뿐 아니라 탁월하게 지속되는 고객 지원을 위하
여 최신 선진 기술과 전문 지식을 사용합니다.
당사의 유능한 필드 담당자는 복잡성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사의 목적에 맞는 공기 정화 제품을 1대 1로 상담
해 드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거나 주문 제작 솔루션이 요
구되는 문제이거나 UAS에는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
는 고 품질 시스템이 있습니다.

Smog-Hog는 UAS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www.uasinc.com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덕팅은 최소, 절약은 최대

소매 개발업자, 건물 주인, 임차인,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인 여러분은 식당

Smog-Hog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연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
약하여 부엌 배출가스 관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당사 구성으로 최소의 덕팅이 요구되며 육중한 게이지와 용접
배기 덕팅 운용 비용이 절약됩니다.
·Smog-Hog PSG 시스템은 부엌 배출가스로 인한 유해한 오염
을 방지하여 계속 발생하는 운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현저하게
줄입니다. 또한 당사의 알루미늄 집진부는 청소와 재사용이 용
이하고 필터 교환과 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없애 유지 관리
가 최소화 됩니다.
·당사 시스템은 먼저 공기의 질을 준수하고 예상치 않은 향후 추
가 부품 비용을 없애면서 가장 엄격한 연방 정부, 주 및 지역
환경 기준 준수도 보장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의 장소에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

매연이나 기름 냄새
배출이 없습니다.

USS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 박물관

SMOG-HOG는 부엌 배출가스를 제거합니다.

나 여러분은 또한 식당을 설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와 함께 부엌에서
배출되는 골치 아픈 매연과 기름 냄새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잘 인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우려는 UAS사의 Smog-Hog PSG 시리즈로 먼 옛날일이
되었습니다. 대기 오염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인 UAS는 조리 시 환
기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만을 환경으
로 배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카지노, 호텔, 고층 빌딩, 푸드코트, 식당, 경기장과

뉴욕 시의 USS 인트레피드 박물관은 사용 가능
한 최소 설치 공간으로 배 선체에 맥도날드 설
치를 원하였다. UAS는 조리 매연과 악취를 제
거하는 PSG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시저스팰리스

테마 공원 등은 냄새로 인한 불만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이웃”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Smog-Hog 부엌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배기 시스템이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요즘 많은 건물 주인들은 기존 구조(기름기와 냄새를
관리하는 환기 시스템이 기존에 없는 구조)에 부엌 추
가가 필요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다층 구조
환경 표준
규칙 준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제한된 경우
다양한 식당에 적용

그동안 이것이 주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mog-Hog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설계는 부엌을 어떤 공간, 어떤 빌
딩에도 설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모든 것이 내포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 아
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맞게 설계된 모듈로 제품을
제공합니다.

악취 관리 기능이 있는
PSG 12-2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계와 기술 지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며 카지노인 라스베가
스에 위치한 시저스팰리스는 내부의 많은 식당
과 푸드코트에 공기 정화 방법이 필요하였다.
최소 덕팅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PSG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맑은 공기가 수영장에 배출가스
0으로 배출되었다.

락카펠러 센터

UAS는 1966년부터 상업 환기 시스템 제조사로 선두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공기 정화 기술에서 당사가 가장 신뢰 있는
경험과 혁신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항상 확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사의 고유한 적용분야를
위한 제품과 사양 도안을 포함하여 시작에서 끝까지 고객사의
프로젝트 전체를 함께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용분야가 작은 설치 프로젝트, 비전통적인 또는 역사적 현장
여부에 관계 없이 여러분은 당사가 제공하는 설계와 기술 지원이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뉴욕시의 락카펠러 센터는 식당이 있는 전망대
를 추가하는 주요한 개조에서 이 역사적인 건물
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에 제품이 들어가는 주문
PSG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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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관리

Smog-Hog PSG 주방 솔루션

열

기름(식용유)

Smog-hog 배치
장비 선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민원해결

연기제거 / 냄새발생제거

싱글 패스
경제적

연기

냄새

더블 패스

배기닥트 청결 유지 / 업소의 이미지상승 / 지붕과 빌딩 청결 유지

설치사례
적용 사례
깨끗한
공기

테이블

배기송풍기

델

SH-PP-11

SH-PP-12

처리풍량

30m3/min

60m3/min

전

100V/200V

100V/200V

소비전력

75W

75W

외형 사이즈

487×622×633

940×622×633

75kg

120kg

10 ~ 15

20 ~ 30

모

중

원

량

테이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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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제품은 대량 공기 흐름 양과 현장 세척 기능에 따라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A의 많은 제품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고객사의 개별
화된 공기 품질 요구에 맞게 주문 제작될 수 있습니다.

제거에 이상적입니다.

❶ VP – 이동식 집진기는 대형 픽업 후드 사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❷ SCA – 환경 집진기는 작업자의 이동에 제한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공장 바닥 위쪽에 “경주 트랙”

캡처 집진기입니다.

형태로 설치합니다.
6

❸ VCC – 일체형 미디어 집진기는 기계 센터 바로 위나 근처에서 사용합니다.

2

❹ BDC – 다중 고 필터 미디어 옵션을 제공하는 콤팩트 한 연속 작동

1

집진 영역을 제공하는 하강 기류 벤치입니다.

21

시스템으로 자동 세척 기능이 있습니다.
❺. VF – 일체형 카트리지 집진기는 배관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8
4

17
7

5
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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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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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❻. MCB – 크로스 환기 카트리지 집진기로 작업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❼ SHN – 생성되려는 순간 매연을 정화하는 배관된 일체형 정전기 집진기입니다.
❽ 제어판 – 차동 압력판은 펄스를 제어하고 필터 교환 시점을 알려줍니다..
❾ 후처리 필터가 있는 SFC – 하향 흐름 카트리지 집진기입니다.
❿ DA/DB/DBM – 미디어(bag, HEPA) 필터 장치는 날아다니는 성가신 먼지를 정화합니다.
또한 악취 관리 모듈이 포함된 미디어 필터 장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C – 후처리 필터가 있는 와류형 집진기는 대형 오염물질이나
심한 먼지 로드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G – 이동식 현장 세척 시스템이 있는 2 단식 소스 캡처
정전기 집진기입니다.
PCT – 매연, 흄 및 먼지 집진에 효과적인 이동식 미디어
소스 캡처 시스템입니다.
SHN – 개별 기계 툴에 사용하는 소형 소스 캡처 집진기입니다.
F – 배관 소스 캡처를 위한 일체형 미스트 집진기입니다
SDC – 배관 소스 캡처를 위하여 가끔 사용하는 일체형
쉐이커 집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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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UAS를 선택하여야 합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성. 40년이 넘게 UAS는 공기 품질 기술에서 산업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입증된 기록입니다.
제품 품질에 전념. 제품 품질을 문서화된 요구와 비교하여 측정하여 당사는
도전을 예측하고 성공적인 해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법을
실천합니다..
견줄 데 없는 고객 지원. 고객 기반 솔루션 제공자로 전문 서비스와 자세에
대한 예상을 능가하여 신뢰를 쌓고 성공적인 관계를 확립합니다.
획기적인 기술 리더십. 설계와 제조에 계속된 투자로 지속적인 제품 발전을
보장하면서 항상 최신 기술을 고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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