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

1992년 실험실을 기반으로 설립된 소규모 기업
"FAN".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우즈베키스탄의 발명 특허
4건(리사 소재)과 상표 증명서를 받았다.
SE "FAN"의 개발 효율성은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대기업에서 산업 테스트 및 구현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롤링 베어링의 내구성과 신뢰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연마제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공장, 철 및 비철 야금, 건축 자재 생산, 광업, 석유
및 가스, 석탄, 시멘트 산업, 농업 및 건설 도로
엔지니어링에서 5~8개의 롤링 베어링 고장 각각은
연마 마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베어링 소비량이 가장 높습니다.
SE "FAN"의 개발은 모든 산업 및 농업 부문의 마찰
장비, 기계, 메커니즘에서 사용되는 모든 크기의 롤링
베어링을 보호(밀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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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방지 골재 AFZ-3

지난 세기 말 소련에서도 유사한 개발, 즉 마찰 방지 골재
AFZ-3가 있었다.
AFZ-3가 장착된 단일 베어링의 경제적 효과는 3039 코펙의 베어링 비용으로 3-466 루블이었다. ( 신문
"사회주의 산업"1969-1989)모스크바, 1989, 페이지 162163).
안타깝게도 AFZ-3 골재는 취약하며 베어링이 대량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AFZ-3 베어링은 순전히 건조한 마찰
조건에서 작동하므로 조용한 이동 장치(100µ300rpm)에만
적합합니다.

3

SE "FAN"의 개발은 우즈베키스탄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품이다. (NO
5967, 4740, 2013, 6044).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GENEVA) 는 특허 번호 5967을 세계 수준의
발명품, 국제 간행물 번호 - WO 97/25544로 인정했다.
마찰 방지 재료 LIZA는 환경 친화적이며 내충격성 구성, 연료 및 오일
벤젠으로 다양한 공격적인 환경 및 대기 영향에 내성이 있으며 -40 ~
+130°C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LIZA 재료의 효율성은 NAVOI와 ALMALYK 광산 및 야금 공장,
«AKHANGARANSHIFER» JSC, 내화 금속 및 내화 금속 JSC,
«KUVASAICEMENT» JSC, «AMMOFOS» JSC, NAVOI 건설부,
«AKHANGARANCEMENT» JSC의 산업 테스트 및 구현 행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언급된 기업의 다양한 장비의 마찰 노드에서 LIZA 재료를 사용한 롤링
베어링의 작동 수명은 1.5배에서 7배까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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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A 재료를 사용한 롤링 베어링

2010년 SE "FAN"은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2열 볼
베어링 보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다.
LIZA 자료는 VIII 공화당 혁신 아이디어, 기술 및 프로젝트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타슈켄트.
이 개발은 2017년 아스트라칸에서 열린 러시아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투어(스콜코보) 준결승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 A.N.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는 이 개발을 국가 경제에 신속하게
도입해야 할 12대 혁신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시켰다.
2020년, SE "FAN"은 러시아 포럼 "Open Innovation 2020"에 참가하였다.
러시아 포럼 "Open Innovation 2021"과 " Open Innovation 2022"에서 우리의
개발은 "전시회" 섹션에 두 번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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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씰 및 베어링과 LIZA 재료 비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 베어링에는 연마재 및 공격적인 매체가
베어링에 침투하는 틈이 있습니다.
LIZA 베어링은 분리기와 함께 회전하는 미로 씰(0,1-0,3mm 간격)을
생성했으며, 원심력이 발생하여 베어링 구멍에서 연마 입자와 매체를
집중적으로 제거합니다. 비디오: https://youtu.be/B2Opc7GDH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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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FAN»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5967

4740

2013

6044

특허

특허

특허

특허

5967, 2

4740, 2

2013, 2

60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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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저작권 증명서 및 상표

WIPO, 특허 5967

WIPO, 5967, 2

저작권 증명서 1573866

저작권 증명서 1782022

8
ТМ 6973

ТМ 6973, 2

ТМ 6973, 3

ТМ 697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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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OI MMC 의 산업시험 및 구현법
NMМС 2013

NMМС 1999

NMМС 2007
경제 1 тн. 윤활유

NMМС 2012

NMМС
2013, 2

www.youtube.com/wat
ch?v=v7SvBf5pe_A
경제 50억 달러
$ 2백만 달러

Navoi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any의 컨베이어 라인(사이클링 및
흐름 기술)에서만 LIZA 재료의 경제적 효과는 50억에 달합니다. 2백만
달러입니다.
컨 베 이 어 길 이 - 10km, 벨 트 폭 - 2000mm, 6 만 베 어 링 6310
(www.youtube.com/watch?v=v7SvBf5pe_A).
이 컨베이어의 LIZA 소재 베어링 롤러의 내구성이 4배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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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시험 및 구현법

АMМC
1995

АMMC 1995, 2
1,8-2,5 배

АMMC 2006
1,5-2 배

아한가란시퍼 주식회사

공동주식회사쿠바사이멘트

7배

3-5 배

나보이 건설부
1,5 배

공동주식회사 아한가란시멘트

내화금속과 내화금속
우즈베키스탄 공장

내화금속과
내화금속
우즈베키스탄 공장

3-6 배

암모포스
주식회사
1,5-2배

확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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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A 소재 롤링 베어링 보호 기술 프로세스

이 개발로 베어링 보호 기술은 투자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개발 구현 기간은 10~15일입니다.
LIZA 재료의 베어링 보호 비용은 베어링 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건조 캐비닛 및 드릴링 머신이 장착된 쿠페에 있는
프로세스 장비(프레스 몰드,주사기, 베어링 롤)는 이러한
혁신적인 개발을 구현하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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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절약되지 않는 유형의 장비로, 모든 생산의 모든
기술적 과정과 때로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혁신적인 재료 LIZA의 도입은 생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 인건비 및
수리 비용을 절감하며, 비상 및 예정에 없던 정지 횟수를 줄이고, 베어링 및
윤활유 소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XXI 혁신 세기의 중소기업 "FAN"은 모든 기업과 기업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
력
을
제
공
합
니
다
.
중소기업 "FAN"
감독 – 리 블라디미르, 소련 특허 8건, 우즈베키스탄 특허 4건
A. YASSAVIY STR., FERGANA, UZBEKISTAN, 150102, HOUSE 40B, OFFICE 44

우즈베키스탄, 150102, 페르가나, A.야사비, 40B, 44.
전화: +998 (73) 244-45-09, 010-5813-7854, +998(90) 631-58-20
이메일: lee.anval@gmail.com, fantek@yandex.com
웹사이트: http://www.fanliza.ru
비디오: https://youtu.be/B2Opc7GDH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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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