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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통의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시공 회사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하수 자재 전문 제조 회사

물산업 전문기업 한결

대표이사 

Challenge 
For The 
Better Tomorrow

ceo message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총량은 점점 적어지

고 있는 반면, 깨끗하고 건강한 물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수의 활용 가치는 
커지고 그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수자원으로서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하수 관리의 선진화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결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up, 
서비스 up,
고객감동 up.

젊은 생각! 젊은 기업!



6 7HANKYUL

한결은 고객 만족의 책임시공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수자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결은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산업 전문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미래에 소중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HISTORY VISION

물산업 전문기업, NO 1

GID한결

2012 12월   지아이디 설립 및 부지 조성

2015

2016

2017

11월   한결테크닉스 사명변경 및  “Welding 자동화 시스템”설비 구축

           플랜지 / 소켓형 특허출원 및 디자인 등록

           플랜지 / 소켓형 양수파이프 “라인락”상표권 출원

02월   지하수 전용 자재 <지하수 양수파이프> 국내 최초 품질인증(Q마크) 획득

03월   ㈜ 한결테크닉스 법인 전환

04월   정보화경영체제(IMS-16-0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5월   벤처기업 등록 (제20160400645호, 중소기업진흥공단)

07월   건설환경기술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특허 등록 <관정 및 간이상수도의 상부보호 기계실 시스템>

08월   특허 출원 <지하수 암반관정 자동화 서징장치 개발 및 특허 출원>

           ISO 9001 인증 획득

10월   기업부설기술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인증

03월   조달청 새싹기업 선정

1975 영남지질설립

1989 경북지하수개발 상호변경

2013 03월   ㈜한결산업개발 설립

           main-biz 인증 획득

2014

2016

09월   ㈜한결이앤지설립

11월   여성기업확인

           연구전담부서 등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후관리

신기술이 접합된 공법으로 

최고의 효과를 실현합니다.

책임시공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responsiBle 
ConsTruCTion

BesT Follow-up 
serviCe

시공 vision

기술개발

역량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탁월한 기술력을 창출하여

 고객의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합니다.

high QualiTY
BesT 

TeChnologY 
DevelopmenT

제조 vision

시공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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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TrOduCTION  그룹소개

개발시공분야

DEVELOPMENT

R&D 
연구개발분야

RESEARCH 
& DEVELOPMENT

신재생에너지

(지열)분야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임대
서비스분야

RENTAL SERVICES

제조분야

PRODUCTION

자재유통분야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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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은 최고의 기술력과 책임 있는 시공으로 사용목적(농업용, 공업용, 생활용, 음용수 개발)에 

적합한 최적의 지하수 이용시설을 구축하여 고객의 만족을 실현합니다.

Business AreA 사업분야 [지하수이용시공] Business AreA 사업분야 [신재생에너지(지열)]

장비세팅

양수파이프 설치

착정

모터펌프 설치

외부케이싱 설치

대수층 확보

1. 300~500M 깊이의 지하수 관정개발

2. 지하수법에 근거한 양수시설물 설치

3. 지하수를 순환시켜 열교환 매체로 이용

4. 1개소에서 30RT의 지열에너지 확보(약 300평 냉·난방 가능)

1. 150~200M 이상 깊이로 지층을 수직 굴착

2. 유체순환 파이프를 삽입하고 그라우팅 매설

3. 부동액을 순환시켜 열교환 매체로 이용

4. 1개소에서 약 3RT의 지열에너지 확보(약 30평 냉·난방 가능)

01 02 03

06 05 04

 지하수이용·시공절차

지열시스템은 크게 지하시설과 지상시설로 구분됩니다. 지하시설인 지중열교환기는 열교환 과정을 통해 땅

속 에너지를 지상시설의 히트펌프에 전달하는 기능을 반복하며, 지열에너지를 냉·난방에너지로 바꿉니다. 

지중열교환기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개방형 시스템과 밀폐형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한결은 지하수 부존량

이 풍부하거나 활용 면적이 좁은 도심지역에서 유리한 개방형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열시스템을 친환경 · 신기술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지열설비

개방형
시스템

밀폐형
시스템

지상시설

히트펌프 등 기계설비 

지열설비

수직 개방형 수직 밀폐형

지하시설

지중열교환기

히트펌프

열교환기

지하수이용시공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지반보강, 사면보강, 차수 및 지수공사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및 지질조사, 전기비저항탐사, 공내촬영토질 및 지질 엔지니어링업

신재생지열에너지공사, 플랜트 공사기계설비공사업

지하수개발, 시설교체, 사후관리, 폐공, 온천개발지하수이용시공업

토질 및 지질 엔지니어링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계설비공사업

지하수영향조사, 허가기간 연장, 양수시험지하수영향조사기관

10-1565747
지중렬 교환기

시스템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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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 product 사업분야  [제조] CErTIFICATIONS ANd pATENTS 기업/기술 인증 및 특허

혁신적인 기술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한결테크닉스는 지속적인 도전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의 강화를 통해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특허 출원 7건(등록 6, 출원 1)

특허등록번호 보유 특허

10-1626727 관정용 플랜지 어셈블리

10-1625806 관정용 소켓 어셈블리

10-1651376   관정 및 간이상수도의 상부보호 기계실 시스템

10-1702294 서징효율을 높인 지하수 채취장치

10-2015-0082481 심정용 관정개발을 위한 결속소켓

10-1718503 관정용 소켓과 파이프의 용접시스템

10-1718506 관정용 플랜지와 파이프의 용접시스템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5건, 상표권 1건

등록번호 보유 상표권 / 보유 디자인 

상표권 제40-1183328호 라인락

제30-0807484호 지하수 전용 파이프 연결용 플랜지

제30-0807485호 지하수 전용 파이프 연결용 플랜지

제30-0807486호 지하수 전용 파이프용 소켓

제30-0810744호 결속용 소켓

제30-0880482호 지하수 관정용 플랜지(돌기형)

 디자인 / 상표권 출원

기업/기술 인증 7건

 기업/기술 인증 ISO 9001 인증

이노비즈 인증

국내 최초 Q마크 인증

IMS 인증벤처 인증메인비즈 인증

새싹기업 지정

 수상내역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친환경자재부문 환경부장관상
• 지하수개발 시공 규격에 적합한 지하수 전용 이음매(플랜지/소켓)의 부재 →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사용

• 표준화 규격화된 이음매가 존재하지 않음 → 비전문적 생산방식으로 제작

• 지하수 양수설비(수위측정관, 수위조절선, 수중케이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사용 → 

   꼬임현상으로 인한 수위측정 불가 및 수중케이블의 피복 손상 발생

• 용접사들의 기술 수준 차이로 제품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누수 및 수명 단축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개발배경

<지하수 플랜지 일체형 양수파이프> <지하수 소켓 일체형 양수파이프>

사후관리를 위한 
수위측정의 어려움

품질저하 
제품 선정으로 

2차 지하수 오염 유발

지하수 관정 시설

자재의 각종 인증획득

제품 부재

표준화,
규격화된 제품 부재

지하수 시공 및 
사후관리에서

 문제점 발생

용접불량으로 인한 파손 및 누수현상 용접부위 품질 저하로 수명단축  수중케이블 꼬임현상으로 인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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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TeChnologY

happiness

Challenge
For The
BeTTer
Tomorrow

한결이

물산업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 있습니다.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결은

40여 년의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기술력과 탁월한 품질을 기본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산업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물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물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물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물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