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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물산업 전문기업 한결테크닉스

한결테크닉스는 앞으로도 

물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여 

소중한 물산업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연구와 과감한 도전으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결테크닉스  경북 영천시 영화로 172

T 070-4801-4989    F 0303-3139-3839    E gidgid8339@hanmail.net

홈페이지 www.gid-hg.com    쇼핑몰  www.gidmall.com

품명 규격 단위

지하수용 플랜지
일체형 양수파이프

- 라인락 플랜지형

 호칭32A(42.7㎜),  파이프두께2.0T, 플랜지외경113㎜,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40A(48.6㎜),  파이프두께2.0T, 플랜지외경11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50A(60.5㎜),  파이프두께2.0T, 플랜지외경12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65A(76.3㎜),  파이프두께2.0T, 플랜지외경142㎜,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80A(89.1㎜),  파이프두께2.0T, 플랜지외경153㎜,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32A(42.7㎜),  파이프두께2.5T, 플랜지외경113㎜,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40A(48.6㎜),  파이프두께2.5T, 플랜지외경11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50A(60.5㎜),  파이프두께2.5T, 플랜지외경12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65A(76.3㎜),  파이프두께2.5T, 플랜지외경142㎜,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80A(89.1㎜),  파이프두께2.5T, 플랜지외경153㎜,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32A(42.7㎜),  파이프두께3.0T, 플랜지외경113㎜,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40A(48.6㎜),  파이프두께3.0T, 플랜지외경11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50A(60.5㎜),  파이프두께3.0T, 플랜지외경12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65A(76.3㎜),  파이프두께3.0T, 플랜지외경142㎜,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80A(89.1㎜),  파이프두께3.0T, 플랜지외경153㎜,   길이6m/본(STS 304) 본 

지하수용 소켓
일체형 양수파이프

- 라인락 소켓형

 호칭32A(42.7㎜),  파이프두께2.5T, 소켓외경81㎜,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40A(48.6㎜),  파이프두께2.5T, 소켓외경8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50A(60.5㎜),  파이프두께2.5T, 소켓외경108㎜,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65A(76.3㎜),  파이프두께2.5T, 소켓외경121㎜,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80A(89.1㎜),  파이프두께2.5T, 소켓외경141㎜,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32A(42.7㎜),  파이프두께3.0T, 소켓외경81㎜,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40A(48.6㎜),  파이프두께3.0T, 소켓외경89㎜,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50A(60.5㎜),  파이프두께3.0T, 소켓외경108㎜,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65A(76.3㎜),  파이프두께3.0T, 소켓외경121㎜,   길이6m/본(STS 304) 본 

 호칭80A(89.1㎜),  파이프두께3.0T, 소켓외경141㎜,   길이6m/본(STS 304) 본 

주력제품07

품명 규격

연결구

(소켓형)

호칭32A(42.7㎜),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40A(48.6㎜),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50A(60.5㎜),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65A(76.3㎜),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80A(89.1㎜),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엘보

(플랜지형)

호칭32A(42.7㎜),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40A(48.6㎜),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50A(60.5㎜),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65A(76.3㎜),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80A(89.1㎜),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엘보

(소켓형)

호칭32A(42.7㎜),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40A(48.6㎜),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50A(60.5㎜),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65A(76.3㎜),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호칭80A(89.1㎜), 토출부 소켓타입, 주문제작

품명 규격

연결구

(플랜지형)

호칭32A(42.7㎜),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40A(48.6㎜),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50A(60.5㎜),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65A(76.3㎜),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호칭80A(89.1㎜), 모터연결부 나사타입,
기본전장 300㎜/주문제작

헤드커버

백관(외부케이싱) 200A, Ø300 * 4T

백관(외부케이싱) 250A, Ø300 * 4T

백관(외부케이싱) 300A, Ø450 * 6T

백관(외부케이싱) 350A, Ø450 * 6T

백관(외부케이싱) 400A, Ø450 * 6T

반도

32A (300mm * 9T)

40A (300mm * 9T)

50A (300mm * 9T)

50A (300mm * 12T)

62A (300mm * 12T)

80A (300mm * 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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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전문기업



05 지하수 이음매 일체형 양수파이프(라인락)

06 지하수 양수파이프 자동생산 공정

B

양수파이프 공급 양수파이프 지그 장착 

용접 완료제품 적재 완제품

양수파이프와 이음매 
자동 용접 1차

양수파이프와 이음매 
자동 용접 2차

01 02 03

06 05 04

01 지하수 양수파이프  일반형 플랜지

02 지하수 양수파이프 돌기형 플랜지
특허등록번호

10-1625806
디자인 등록번호
제30-0807486호

03 지하수 양수파이프 소켓

B  수위 측정관 삽입용 PE 파이프 체결부

파이프 고정 시 수중동력 케이블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측정관 삽입용 PE 파이프의 외경과 
같은 지름으로 파이프를 고정

04 앨보 /연결구 등 기타제품

B 수위 측정관 삽입용 PE 파이프 체결부

측정관 삽입용 PE 파이프의 외경과 같은 
지름으로 파이프를 고정

A

A 수중 동력 케이블 삽입 부분

케이블 및 센서 삽입 부분을 완전히 커버하여 보호
플랜지 형태의 인지 없이도 시공 원활 

디자인등록번호

30-0880482
특허등록번호

10-1626727

상표권 등록번호
제40-1183328호

특허등록번호

10-1718503
10-1718506

지하수 플랜지형 일체형 양수파이프 지하수 소켓형 일체형 양수파이프

용접 자동화 
설비 시스템

01 용접 로봇을 이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제품의 질적 향상 및 표준화, 규격화 추진

02 정밀용접 방식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 

03 열변형으로 인한 휨 현상 현저히 감소

04 직진성 기능을 향상시켜 시공의 효율성, 안정성 극대화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방식으로 열변형을 방지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하수 양수파이프[Pipe]

재질 스테인리스   304  
                      316L 규격 32A, 40A, 50A

65A, 80A 종류 플랜지형, 소켓형

관정개발 공사 시 수위 측정관 및 수중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소켓[Socket]

재질 스테인리스   304  
                      316L 규격 32A, 40A, 50A

65A, 80A 종류 소켓

제품의 스펙에 맞게 주문 제작되는 각종 부자재

재질 스테인리스   304  
                      316L 규격 32A, 40A, 50A

65A, 80A 종류 앨보, 연결구 등 기타제품

관정개발 공사 시 수위 측정관 및 수중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랜지[Flange] 

재질 스테인리스   304  
                      316L 규격 32A, 40A, 50A

65A, 80A 종류 일반형 플랜지

관정개발 공사 시 수위 측정관 및 수중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랜지(Flange)

재질 스테인리스   304  
                      316L 규격 32A, 40A, 50A 종류 돌기형 플랜지

B 수위 측정관 삽입용 PE파이프 체결부

측정관 삽입용 PE 파이프의 외경과 같은 
지름으로 파이프를 고정 B
A 수중 동력 케이블 삽입 부분

수중 케이블이 잘 빠져나오지 않게 가이드를 잡아줌 A

특허등록번호

10-1626727

디자인 등록번호
제30-0807484호

디자인 등록번호
제30-0807485호

·  용접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방식 >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생산

·  열변형으로 인한 휨 현상 개선

·  직진성 확보 > 수중 케이블 및 수위 측정관의 꼬임 현상 개선

·  재질별 특징 - STS304 내식성, 내열성 우수 / STS316L 해수 염분에 강함

국내 최초 Q마크 획득

B

A
A  수중 동력 케이블 삽입 부분

수중 케이블이 잘 빠져나오지 않게 
가이드를 잡아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