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지하수 자재 전문기업



기존 지하수 양수파이프 문제점

기존 지하수 시설의 문제점

PROBLEM 기존 지하수 시설

02
품질저하 제품의

부식 현상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

03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시

짧은 수명으로 인한 

교체비용과 관리비 증가

04
직진성 미확보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01
KC, CP 등 수도법에 부합하는 

미인증 제품 사용

일반적인 유량계 설비이므로

시설물을 직접 확인이 번거로움

설비 단일형태의 구조로 누수 위험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시설 보안성 미비로 인해 

독극물, 농약 주입 등의 위험에 노출됨

혹한기 잦은 동파로 인한

 지하수 사용의 어려움

설비의 손상 및 노후화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수
위
측
정
관 

삽
입 

불
가



수동용접으로 인한 용접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 및 양수량 저하

수중펌프, 수위센서 등의 

오작동 및 고장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이음매와 파이프 간의 직각도 미확보로 인한 

시공성 저하 및 수위측정관 미시공은

지하수 수위측정이 불가능하게 함

1 2 3

·  연결된 파이프들의 직진성 미확보로 인해  

시공시 수중케이블 꼬임 및 단선 발생

·  사후관리 및 유지 비용의 증가

미인증, 표준화, 규격화되지 않은 지하수 자재의 사용은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인성 전염병 등 주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 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도법 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7.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환경부고시 제 2016-172호, 2016.09.02]

** 물기술 인증원(상하수도협회)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외시설) 굴착지름 100mm 이하, 1일 양수능력 30t 미만 지하수 이용시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지하수법 제9조 5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4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

대상 규모 주기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시설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2년다중이용지하수시설

(주류제조,식품제조,가공,식품적개업,

관광적개업,관광숙박업,관광이용시설업 등)

먹는물관리법의 먹는 샘물 전체 2년

기타 허가시설(지하수법상)
농·어업용(150톤 초과)

5년
기타(100톤 초과)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용도 구분 비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허가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허가

신고

알아두면 좋은 지하수법과 수도법

수도용 자재 인증관련 법 규정

수도용 자재 인증 분류

지하수 개발 시 알아둬야 할 지하수법 규정

환경부장관의 

수도용 자재(제품) 

적합 인정

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

CP KC



플랜지형

한결테크닉스 지하수 상부 보호공 [라인캡]

A : 680-200A/250A
식별번호 : 23591240/23591241<상부보호공 설치현장>

B : 680-200A/250A
식별번호 : 23591243/23591244

디지털 유량 적산 방식을 활용하여

사용 및 관리에 편리함

탈부착식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에 용이함

잠금장치를 부착한 밀폐형 덮개로

오염물 및 위험물에 대한 보안성 확보

동파 방지 기능을 통해

혹한기 지하수 사용의 안정성 확보

정밀주조로 만들어

결합성 및 누수방지에 탁월

HANKYUL 한결테크닉스

한결테크닉스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라인락]

• 관정개발 공사 시 수위측정관 및 수중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하는 플랜지형, 플랜지 돌기형, 소켓형 이음매 일체형 양수파이프

•스테인리스(304,316L)로 제작되어 위생적이고 녹슬지 않아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

KC / CP 인증마크 확보

위생안전기준인증

(물기술인증원)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품질인증 Q마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수도용적합인증

(물기술인증원)



소켓형

플랜지 

돌기형

자동 용접을 통한 얼라인먼트(Alignment)의 중요성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플랜지 돌기형>

<플랜지 돌기형 이음매 및 가드부>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플랜지형>

<플랜지 이음매 및 가드부>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소켓형>

<소켓형 이음매 및 가드부>

 한결테크닉스 양수파이프

(자동화 용접 시스템으로 제작)

뒤

틀

리

지 

않

고

 

얼

라

인

먼

트

확

보

얼라인먼트 확보로

케이블과 수위측정관의

꼬임 및 손상 방지

유지관리 편리

기존 양수파이프

(수동 용접으로 제작)

얼라인먼트 미확보로

케이블과 수위측정관의

꼬임 및 손상

유지관리 비용 발생



디자인 등록

5건

상표

2건

“산학연협력의 모든 것이 한곳에! 산학연통합정보망(plus.auri.go.kr)”

한국산학연협회

수신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신청기업 대표이사

(경유)

제  목 ’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상반기 최종 선정결과 통보

1. 협회 판로지원팀-110(2018.08.08)호 관련, 구매평가위원회와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최종 선정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번호 2018-00108 지원과제 창업.첫걸음

기 업 명 (주)한결테크닉스 대표자명 김준영

제 품 명
수위측정관, 수위조절선, 수중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한 이음매 일체형 

지하수 양수파이프

구매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선정결과 선정 순위 1

2.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의 제품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최종 선정됨에 따라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제도 관리지침“9. 구매 계약”항목에 의거, 

귀사의 제품을 선정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계약관련 안내자료 1부.  끝.

한 국 산 학 연 협 회 장

주임연구원 남윤혁 선임연구원 김민준 팀장 출장 본부장 양정모

상근부회장

협조자   

시행 판로지원팀-164 ( 2018.09.03. ) 접수 ( )

우 302-82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 https://plus.auri.go.kr

전화 042)720-3373 /전송 042)-720-3398~9 / nam0517@auri.go.kr 공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1순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2건
(한국발명진흥회)

우수기술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

한결테크닉스  

수상, 특허 현황

수상 내역 / 지식 재산권

특허 10건 / 디자인 등록 5건

상표권 2건

특허

10건

플랜지 조립 모형

한결

테크닉스

90°

파이프와 이음매 직각도 확보

한결테크닉스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자동용접시스템

① 
파이프의 
중심

<플랜지 B><플랜지 A>

④ 용접부위

③ 직각도

①

② 소재(플랜지)의 중심 ②

90°90°

양수파이프 공급

1

용접부산물 제거 공정양수파이프 이음매

소재공급

2

양수파이프와 이음매 

자동용접

3

 완제품

4 5

A사 B사



구분 규격 품목명 물품 식별번호
나라장터 가격

(VAT 포함)

지하수상부보호공

(4014179801)

LINECAP-A-680-200A Φ200×1000×t3mm, STS304 23591240 8,900,000

LINECAP-A-680-250A Φ250×1000×t3mm, STS304 23591241 9,900,000

지하수상부보호공

(4014179801) LINECAP-B-680-200A Φ200×1000×t3mm, STS304 23591243 6,900,000

구분 규격 품목명 물품 식별번호
벤처나라 가격

(VAT 포함)

소켓형

(S)

40A 3.0T HTSPS-40A-6M-3.0T, Φ48.6×t3.0mm×6m 23289205 266,200

50A 3.0T HTSPS-50A-6M-3.0T, Φ60.5×t3.0mm×6m 23289213 321,200

65A 3.0T HTSPS-65A-6M-3.0T, Φ76.3×t3.0mm×6m 23289218 378,400

80A 3.0T HTSPS-80A-6M-3.0T, Φ89.1×t3.0mm×6m 23289223 460,900

100A 3.0T HTSPS-100A-6M-3.0T, Φ114.3×t3.0mm×6m 23373438 580,800

플랜지형

(F)

40A
2.5T HTSPF-40A-6M-2.5T, Φ48.6×t2.5mm×6m 23289199 216,700

3.0T HTSPF-40A-6M-3.0T, Φ48.6×t3.0mm×6m 23289200 235,400

50A 3.0T HTSPF-50A-6M-3.0T, Φ60.5×t3.0mm×6m 23289208 289,300

65A 3.0T HTSPF-65A-6M-3.0T, Φ76.3×t3.0mm×6m 23289216 345,400

80A 3.0T HTSPF-80A-6M-3.0T, Φ89.1×t3.0mm×6m 23289221 423,500

100A 3.0T HTSPF-100A-6M-3.0T, Φ114.3×t3.0mm×6m 23373439 543,400

돌기형
(FG)

40A
2.5T HTSPFG-40A-6M-2.5T, Φ48.6×t2.5mm×6m 23289202 238,700

3.0T HTSPFG-40A-6M-3.0T, Φ48.6×t3.0mm×6m 23289203 258,500

50A 3.0T HTSPFG-50A-6M-3.0T, Φ60.5×t3.0mm×6m 23289211 317,900

본사  경북 영천시 새말 1길 14 

공장  경북 영천시 영화로 172

벤처나라 -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 라인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지하수 상부 보호공 - 라인캡

제품 리스트 및 납품실적

E-mail  gidgid8339@hanmail.net

Web  www.gid-hg.com

T 054-333-8339 

T 054-335-3327

주요 납품처

한국 농어촌공사, 경북 지자체, 제주 상하수도 본부, 

제주 말문화 시설, 강원도 삼척시, 충청도, 전라도, 

농심 외 다수 식품관련 기업체

경기

충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