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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P 회사소개

■  05P 연혁

■  06P 신공법 소개

■  08P 시공실적

■  12P 스파이럴 강관 (Spiral Steel Pipe)

■  14P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탄소강관 (R/B Steel Pipe)

■  16P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3LP )

■  18P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피복이형관(3LP )

■  20P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3LP -S)

■  22P 은나노에폭시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3LP -S)

■  24P 3LP 세라믹코팅 강관(3LP -C)

■  26P 발전소용 해수 취수관

■  28P 벨로우즈 신축관(단식형, 복식형)

■  30P 쓰레기 이송관로(자동크린넷 사업)

■  32P 품질관리

■  33P 기술연구소

■  34P 특허 및 인증 현황



About Company

안녕하십니까?

웰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식입니다.

저희 웰텍 주식회사는 1996년 국내 SOC산업 중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창업하였습니다. 국내 SOC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온지 벌써 

15년을 넘어 이젠 강관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 임직원들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웰텍 주식회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1. 세계적인 품질 및 기술확보를 위하여 인력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2.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3. 사업부문 다각화를 위하여 기존의 강관제조업 뿐만아니라 건설분야에서도 당사의 특허 신기술인 

웰텍(WELTECH )을 이용하여 최고의 시공품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웰텍 주식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 이성식 -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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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2011
03	우수제품지정-(제2010273, 조달청) : 하이브리드 PE3층 

피복강관

2010
12	 스파이럴강관 조관공장 증설

11	 나노하이브리드 복합수지 PE3층 피복강관 '성능인증' 

인증(중소기업청)

10	 KS F 4602 표시인증

03	강원도지사 표창

0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

2009
08	우수제품 인정(제2009118호, 조달청) 폴리에틸렌3층 

세라믹코팅강관

04	특허등록(제 0896468호) 나노하이브리드복합수지 도료의 

제조 방법 및 나노하이브리드복합수지 도료가 도포된 

금속관의 제조 방법

03	제3자 단가 계약(수의 계약) 체결-조달청 : 은나노에폭시 

PE3층 피복강관

03	우수제품지정-(제2008250, 조달청) : 은나노에폭시 PE3층 

피복강관

02	 PCT 국제출원 중국(Patent No.ZL 2004 8 0034668.2) 

Construction Method of Steel Pipe

2008
02	특허등록(제 0808514호) 금속관 코팅방법 및 그 코팅 

방법으로 코팅된 나노은 성분을 함유하는 에폭시 수지 

코팅층을 포함하는 금속관

03	은나노 에폭시 PE 3층 피복강관 '성능인증' 인증(중소기업청, 

제22-030호)

09	PCT 국제출원 인도(Patent No.223730) Construction Method 

of Steel Pipe

2007
10	 신기술(NT) 인증 연장 - (제 438호, 건설교통부)  

강관정형장치(WELTECH ) 및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설치 및 용접접합공법

05	 3LP 세라믹 코팅강관 '성능인증' 인증(중소기업청, 제22-

020호)

04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2006
12	 산업자원부 중장기기술개발사업 선정(5년)

12	 한국농촌공사 표창

09	 2006 우수자본재 개발유공기업 포상

0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기업청, 제6081-

1551호)

06	제1금융권 투자유치(50억원)

03	웰텍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5
12	 제1금융권 자본유치 (10억원)

10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인증 (산업자원부, 제2621호)

10	 포항공대 RIST 용접센터 회원사 가입

09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성능인증' 인증 

(중소기업청, 제22-002호)

05	강관의 내면접합부 용접로봇 특허등록 (제 0490228호)

03	건설업면허 취득(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04
11	 건설신기술 제 438호 지정 : 강관정형장치(WELTECH ) 및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설치 및 용접접합공법

07	특허등록 (제 0440555호) 강관의 시공방법

07	특허등록 (제 0440185호) 강관의 정형장치

04	원주직업전문학교 산학결연 체결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2003
11	 특허등록(제 0407116호) 분말용착식에 의한 강관의 3층 

코팅방법 및 장치

09	특허등록(제 0398538호) 강관용 지그장치

07	상표등록(제 0552909호, 3LP), (제 0552910호, 3LP-P), (제 

0552911호, 3LP-F)

04	 '강원유망중소기업' 선정 (제2003-25) 강원도지사

01	 ISO 9001인증

2002
09	특허등록(제0354122호) 이형관을 위한 관체의 절단장치

06	 '신기술(NT)' 인증 - (제2002-021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3-Layer 분말용착 코팅 강관 제조기술

01	 (現) 제1공장 (추동리) 가동

2001
11	 KS D3566, 3583, 3626, 3627 표시인증

08	특허등록 (제 0308729호) 관체의 표면보호 피복방법 및 

장치

02	특허등록 (제 0289220호) 이형관의 자동용접 방법 및 장치

2000
10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체결 - 조달청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05	 '우량기술기업' 선정- 기술신용보증기금

05	 '우수벤처 기업인' 표창 - 국무총리

03	 '조달청우수제품인정' (제 2010034호)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곡관)

1999
12	 '벤처기업선정' (제 1999182371-0050호) -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10	 '신기술(NT)' 인증 (제 1999-43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곡관)의 서브머지드 

자동용접기술

10	 KS D3565 표시인증

1998
09	KS D3607 표시인증

05	KS D3578 표시인증

04	 ISO 9002 인증

1997
09 (現) 제2공장 (상하가리) 가동

02 주식회사 현대특수강 법인설립

1996
02 현대특수강 설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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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용접의 새로운 역사  WELTECH

신기술 
● 자동정형장치에 의한 진원확보
● 진원확보를 통한 내·외면 자동용접을 실현
● 균일하고 높은 품질, 시공성, 경제성 확보
● 전 공정의 완벽한 자동화

기존기술
● 자중에 의한 자연 변형 발생으로 삽입 및 배관 곤란
● 용접사에 의해 전 공정이 좌우되어 용접부 품질, 시공성,

  경제성 불확실

● 전 공정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존

New Technical

자동정형장치(WELTECH )를 크레인(트럭 크레인)에
장착한 후 유압라인을 연결한다. 강관과 강관을 개략적으로 정렬한다.

자동정형장치(WELTECH -D)를 이용, 강관의 양 관단을
파지한 후 방사상으로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원주상으로 진원을 교정하고 유지함.

1. 작업 준비 2. 강관의 예비정렬 3. 강관의 진원도 조정(자동정형)

건설신기술 인증서 438호 특허 제 10-0440185호 특허 제 10-0490228호 특허 제 10-0440555호

WELTECH 의 표준공법 시공 순서

신공법 소개

강관의 현장자동배관 및 자동용접공법(WELTECH )
본 신기술 신공법은 일반 토사구간이나 가시설 구간 등, 모든 현장조건에 강관 시공시 배관 및 용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확보와 용접 접합부의 품질을 높여 배관 System의 

내구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시공 신기술임

적용분야
강관의 현장자동배관 및 자동용접공법(WELTECH )은 상·하수도, 플랜트, 석유, 가스,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수·삽방식(Lap-joint)과 맞대기 방식의 모든 강관 

접합방식에 적용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신기술임

특징
● 정밀시공 - 자동화 장치로 완벽한 진원확보 및 자동용접
● 품질시공 - 자동용접 장치에 의한 정밀시공으로 품질 극대화
● 안전시공 - 자동화 장치 시공으로 작업자의 감전, 추락, 매몰사고 완벽 예방
● 신속시공 - 부대설비 극소화 및 자동배관, 자동용접으로 획기적인 공사기간 단축
● 경제적시공 - 인건비, 부대공 최소화 및 자동화 시공으로 시공 속도가 탁월하고 가장 경제적임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핵심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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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자동정형 및 자동용접장치
(WELTECH -D TYPE)

외면자동용접장치
(WELTECH -S TYPE)

내면자동용접장치
(WELTECH -I TYPE)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용접부 매크로 애칭 시험 비교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용접부 방사선 투과 검사(RT) 비교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원주 방향에 따른 용접부 인장강도 비교

New Technical

자동정형장치(WELTECH -D)에 장착된 유압식 견인장치에 
의하여 강관을 자동으로 정확히 삽입하여 배관함.

자동정형장치(WELTECH -S)에 일체식으로 장착된 외면자동용접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강관외면용접부(맞대개, 겹치기)를 용접함.

진원이 유지된 강관 내면을 자동용접장치(WELTECH -I)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내면용접부(맞대기, 겹치기)를 용접함.

4. 강관의 자동부설(자동배관) 5. 외면 자동용접 6. 내면 자동용접

용접방법 BUT-Joint LAP-Joint T-Joint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표준편차 ±  
  0.3kgf/mm2

  매우 균일함

※파단위치 : 모재부-합격
※파단위치 : 
   용접부 부근(열 영향부)-불합격

※표준편차 ±  
   3.9kgf/mm2

   원주 방향에 따른
   인장강도 편차 큼

이상없음 용입불량 용입불량

시험결과

신기술

(FCAW)

시험결과

기존기술

(SMAW)

용접방법
촬영위치 외부 내부

합격(1급)

불합격(4급)

합격(1급)

불합격(4급)

시험결과

신기술

(FCAW)

시험결과

기존기술

(SMAW) Defect Defect

① 용접방법 적용 장비와 체결되며, 견인시 가이드 역할

② 보조장치 견인실린더 작동시 WELTECH  장비를 지지하는 장치

③ 견인장치
전원이 확보되는 강관에 정확하게 압입되도록 
하는 유압장치

④ 정형장치 강관의 진원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유압장치

⑤ 개폐장치 WELTECH  하부 개·폐시 작동되는 유압장치

⑥ 잠금장치 본체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유압잠금장치

⑦ 용접레일 용접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장치

⑧ 자동용접장치 FCAW용 외면용접 장치

① 연결장치 적용 장비와 체결되며, 견인시 가이드 역할

② 정형장치 강관의 진원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유압장치

③ 개폐장치 WELTECH  하부 개·폐시 작동되는 유압장치

④ 잠금장치 본체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유압잠금장치

⑤ 용접레일 가이드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용접하는 용접장치 

⑥
외면자동용접

장치
접촉시 센서에 의한 X, Y축 실시간
위치이동 가능한 자동용접장치

① 고정장치
상·하로 웜기어 장치가 작동되어 장비를
관 중심에 고정

② 자동용접장치 자동용접 토치를 이용, 전자세 자동 용접

③ 회전장치
SERVO 모터와 감속장치가 설치되어,
용접속도 제어 

④ 추적장치
접촉식 센서에 의해 감지된 용접부를 
X, Y 축으로 이동

⑤ 집진장치 용접시 발생되는 유해가스 제거 장치 

⑥ 용접피더  FCAW용 용접 Feeder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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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Record

시공실적

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 농업용수로 이설 공사
● 발 주 처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 공사기간 : 2005년 11월 ~ 2006년 12월
● 적용관경 : D 2,600mm

김제 1-2공구 농업용수사업
● 발 주 처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기간 : 2006년 12월 ~ 2012년 5월
● 적용관경 : D 1,100mm ~ D 2,000mm

파주운정신도시(1, 2공구) - 농업용수로 이설 공사
● 발 주 처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기간 : 2006년 12월 ~ 2009년 12월
● 적용관경 : D 800mm ~ D 2,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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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Record

동판교 상수도 이설 공사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기간 : 2006년 9월 ~ 2006년 10월
● 적용관경 : D 2,600mm

영산강 3-2지구 화원 2-2공구
● 발 주 처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기간 : 2008년 2월 ~ 2012년 12월
● 적용관경 : D 700mm ~ D 1,350mm

과천국립과학관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기간 : 2007년 7월 ~ 2007년 10월
● 적용관경 : D 2,400mm

송산산단 공업용수도사업 - 송수시설 공사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3월
● 적용관경 : D 1,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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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Record

대현산 배수지개통 송수관로 이설 공사
● 발 주 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 공사기간 : 2005년 2월 ~ 2005년 8월
● 적용관경 : D 2,600mm, D 2,200mm

강변북로(청담대교~성수대교) 확장 공사
● 발 주 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 공사기간 : 2005년 9월 ~ 2005년 9월
● 적용관경 : D 1,800mm, D 2,200mm

구의 및 자양취수장 - 이전 건설 공사(2공구)
● 발 주 처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공사기간 : 2008년 9월 ~ 2011년 9월
● 적용관경 : D 2,200mm

구의 및 자양취수장 - 이전 건설 공사(3공구)
● 발 주 처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공사기간 : 2008년 9월 ~ 2011년 9월
● 적용관경 : D 2,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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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Record

춘천시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공사
● 발 주 처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공사기간 : 2005년 7월 ~ 2005년 11월
● 적용관경 : D 800mm

우산철교 상수도 예비관로 설치공사중 상수도 공사
● 발 주 처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공사기간 : 2005년 4월 ~ 2005년 7월
● 적용관경 : D 800mm

신탄진 정수장 계통 송·배수 시설 공사
● 발 주 처 : 대전시 상수도사업소
● 공사기간 : 2006년 10월 ~ 2009년 12월
● 적용관경 : D 1,200mm ~ D 2,300mm

행정중심복합도시 - 용수공급 시설 공사
● 발 주 처 : 대전시 상수도사업소
● 공사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12월
● 적용관경 : D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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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생산품목
생산규격스파이럴 강관 (Spiral Steel Pipe)

제품특성
이 제품은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의 기초에 사용하는 강관말뚝 또는 

구조용 강관과 상수도, 공업용수도, 일반용수도의 원관으로 사용하는 

내·외면 자동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강관임

용도
● 강관 말뚝 (KS F 4602)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 추진용(압입용) 강관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의 원관 (KS D 3565)

●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의 원관 (KS D 3626)

제작공정

코일투입 및 레벨링 공정 엣지 밀링 공정 성형 및 내·외부 용접 공정

절단 공정

베벨 공정 비파괴 검사

수구성형 작업 완제품

호칭지름 두께 (mm)
6 7 10 12 14 16 18 20

A B 바깥지름 (mm)

400 16 406.4

500 20 508

600 24 609.6

700 28 711.2

800 32 812.8

900 36 914.4

1000 40 1016

1100 44 1117.6

1200 48 1219.2

1350 54 1371.6

1500 60 1524

1600 64 1625.6

1650 66 1676.4

1800 72 1828.8

1900 76 1930.4

2000 8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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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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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생산품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탄소강관 (R/B Steel Pipe)

제품특성
이 제품은 증기, 물, 가스, 공기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내·외면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강관임

용도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의 원관(KSD3565)
●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의 원관(KSD3626)
● 배관용 아아크용접 탄소강관(KSD3583)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D3566) 
● 가스관(GAS) 및 유정용 강관(API) 
● ASTM 배관용 강관(A134, A671, A672) 
● 말뚝용 강관(KS F 4602) 
● 추진용(압입용) 강관

제작공정

철판 투입 공정 철판 자동절단 공정 합판 레벨링 공정 1, 2차 합판 공정

절곡 성형 공정 자동 롤 밴딩 공정 태그웰딩 공정 직관 자동용접 공정

용접부 비파괴 검사(R/T) 공정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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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수도용 도복장원관 일반용수용 도복장원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발전소용 해수취수관 원관

추진용(압입용) 강관 한전 지중 배선관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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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전처리 공정 가열 공정 분말용착식 F.B.E(1층) 코팅 공정 분말용착식 개질폴리에틸렌(2층) 코팅 공정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코팅 공정 끝단 처리 공정 냉각 공정 내면 전처리 공정

내면 에폭시 도장 공정 검사(외부핀홀) 공정 검사(외부두께) 공정 검사(내부두께) 공정

검사(내부핀홀) 공정 완제품

Product

생산품목
생산규격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3LP )

제품특성
이 제품은 국내 업계 최초 신기술(NT) 인증을 받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3LP )으로 사용 온도 60℃이하의 액체, 액화가스, 물 등을 수송하는 지중매설용 

강관의 외면을 보호하기 위해 분말 용착법으로 3층 피복하여 코팅접착력, 방식성, 

용접부 코팅성능을 향상시켜 기존제품에 비해 2배 가량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

용도
● 상ㆍ하수도용 강관 ● 공업용수도 및 농업용수관 
● 가스관(GAS) ● 송유관(API)
● 기타 매설용 강관

적용규격
● KS D 3565, KS D 3626

제작공정



17

Product

상수도용 강관(3LP ) 상수도용 강관(3LP )

공업용수용 강관(3LP ) 농업용수용 강관(3LP )

일반용수용 강관(3LP ) 해양용 강관 말뚝(3LP )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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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생산품목
생산규격

직관 자동절단 공정 곡관 자동 각도절단 공정 용접(S.A.W 자동용접) 공정 용접부 비파괴 검사(R/T) 공정

전처리(외면) 공정 가열 공정 분말용착식 F.B.E(1층) 코팅 공정 분말용착식 개질 폴리에틸렌(2층) 코팅 공정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코팅 공정 전처리(내면) 공정 내면 에폭시 도장코팅 완제품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피복이형관(3LP )

제품특성
이 제품은 이형관 자동용접 신기술(NT인증)로 제작하여, 코팅신기술인 분말용착 

방식(NT인증)에 의해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폴리에틸렌의 3층 코팅이 가능한 제품으로 

기존제품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강관 적용의 모든 분야(상수도, 하수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플랜트)에 사용하고 있음

용도
● 상ㆍ하수도관의 이형관
● 공업용수도 및 농업용수관의 이형관
● 가스관 및 송유관의 이형관
● 기타 매설용강관의 이형관

적용규격
● KS D 3578, KS D 3627

제작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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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곡관

Y자관

T형관

드레인관

곡관

나팔관

공기변 T형관

1악단관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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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BLASTING(표면 처리) 외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코팅 완성

내부 하이브리드 복합 수지 도장 하이브리드 PE3층 피복강관 제작완료 

Product

생산품목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3LP -H)

제품특성
이 제품은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 수도관으로 사용하는 강관의 부착강도, 내마모성, 소수성을 강화하여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위생안전성, 환경안전성을 높인 친환경적인 제품임.

조달청 우수제품(제2010273호), 중소기업청 성능인증(NO. 제22-058호)을 획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용도
● 상수도용 강관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관     ● 매설용 강관

적용규격 및 생산 규격
● KS D 3565, KS D 3578, KS D 3626, KS D 3627

우수제품 지정

제작공정

외면전처리 가열 분말용착식 F.B.E
(1층) 코팅

분말용착식 개질
폴리에틸렌(2층) 코팅

분말용착식 폴리
에틸렌(3층) 코팅

끝단 처리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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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

핀홀 검사 두께 검사

주요 생산제품

성능인증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 핵심기술

내면코팅 신기술 도입(하이브리드 복합수지)
●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소재 하이브리드 복합수지 코팅 기술을 강관에 적용

외면코팅 검토(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 신기술 NT, 성능인증 기술을 적용함

내면 : 하이브리드 복합수지

냉각 내면 전처리 내면 전처리 하이브리드
복합수지 도장

검사 제품표시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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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BLASTING(표면 처리) 외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코팅 완성

내부 은나노에폭시 도장(자동도장) 은나노에폭시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제작 완료

Product

생산품목
은나노에폭시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3LP -S)

제품특성
이 제품은 강관의 내면에 나노은을 함유한 무용제형의 친환경적인 도료를 적용하고, 외면에는 우수한 

방식 성능을 가진 폴리에틸렌3층 피복을 적용하여 수송관로의 내부식성, 위생안전성을 높인 고품질의 

신제품임. 조달청 우수제품(제2008250호), 중소기업청 성능인증(NO. 제22-030호)을 획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용도
● 상수도용 강관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관     ● 매설용 강관

적용규격 및 생산 규격
● KS D 3565, KS D 3578, KS D 3626, KS D 3627

우수제품 지정

제작공정

외면전처리 가열 분말용착식 F.B.E
(1층) 코팅

분말용착식 개질
폴리에틸렌(2층) 코팅

분말용착식 폴리
에틸렌(3층) 코팅

끝단 처리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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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은나노에폭시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직관(상수도용) 각종 은나노에폭시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이형관

외부핀홀 검사 내부두께 검사

주요 생산제품

성능인증

은나노에폭시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핵심기술

내면코팅 신기술 도입(은나노)
●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소재 은나노에폭시 코팅 기술을 강관에 적용

외면코팅 검토(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 신기술 NT, 성능인증 기술을 적용함

냉각 내면 전처리 내면 전처리 내면 은나노
에폭시 도장

검사 제품표시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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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BLASTING(표면처리) 외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코팅 완성

내부 세라믹 코팅(자동도장) 3LP 세라믹코팅강관 제작 완료

제작공정

Product

생산품목
생산규격3LP 세라믹코팅 강관 (3LP -C)

제품특성
이 제품은 강관에 친환경적 신소재인 세라믹을 도입하여 강관의 품질과 내구성를 

확보한 신기술 제품으로 상수도, 용수용, 발전소용 등 기존 강관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신제품임.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아 성능인증을 획득(NO. 제22-020호, 중소기업청) 

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용도
● 상수도용 강관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관 
● 매설용 강관적용규격 및 생산 규격

적용규격 및 생산 규격
● KS D 3565, KS D 3578, KS D 3626, KS D 3627

외면전처리 가열 분말용착식 F.B.E
(1층) 코팅

분말용착식 개질
폴리에틸렌(2층) 코팅

분말용착식 폴리
에틸렌(3층) 코팅

끝단 처리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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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P 세라믹코팅강관 직관(상수도용) 각종 3LP 세라믹코팅강관 이형관

외부핀홀 검사 내부두께 검사

냉각 내면 전처리 내면 전처리 내면 세라믹
도장

검사 제품표시 출하

성능인증

세라믹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핵심기술

내면코팅 신기술 도입(세라믹)
● 신기술 NEP, NET 인증 신소재 세라믹 코팅 기술을 강관에 도입함

외면코팅 검토(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3층)
● 신기술 NT, 성능인증 기술을 적용함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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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생산품목
발전소용 해수 취수관

방글라데시(하리푸 화력발전소) 방글라데시(하리푸 화력발전소)

율촌 복합화력발전소 부산 복합화력발전소

브라질 포르토벨호 복합화력 브라질 포르토벨호 복합화력

제품특성
이 제품은 발전소의 Cooling Water 배관(C.W.P)에 사용하는 강관임

용도
발전소용 해수 취수관 직관, 이형관

적용규격
AWWA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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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광양 LNG복합화력 광양 LNG복합화력

군산화력발전소 영월화력발전소

영흥화력 3, 4호기 영흥화력 3, 4호기 3,150A 직관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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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생산품목

밸로우즈 성형 공정

단식

복식

밸로우즈 접합 공정

밸로우즈강관 성형 공정 밸로우즈 신축관(완성품)

제작공정

생산규격
벨로우즈 신축관(단식형, 복식형)
제품특성
이 제품은 지반이 연약하여 배관이 지반의 침하로 인한 토압(굽힘하중)으로, 균열 및 

파괴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 설치하는 신축관임

용도
● 상하수도관의 신축관
● 폐수처리시설 및 매립지 건설용 배관
● 기타 연약지반 매설용 배관

생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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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밸로우즈  신축관(복식형)

밸로우즈 신축관(3LP 코팅 복식형)

밸로우즈  신축관(복식형)

밸로우즈  신축관(복식형) 밸로우즈  신축관(복식형)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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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생산품목
쓰레기 이송관로(자동크린넷 사업)
제품특성
이 제품은 자동크린넷 시설공사에 쓰레기 이송관로에 친환경적 

소재인 폴리에틸렌을 외부코팅으로 도입하여 강관의 품질과 

내구성을 확보한 신기술 제품으로 기존의 상수도, 용수용, 발전소용 

분야에 적용되었던 코팅 신기술을 쓰레기 수송관로에 적용한 

고품질의 신제품임.

용도
● 쓰레기 이송관로(자동크린넷 사업) 

외부 BLASTING(표면처리) 외부 분말용착식 1층
부식방지층(F.B.E) 코팅

외부 분말용착식 2층, 3층
폴리에틸렌 코팅

직관제작 완료

제작공정

1. 직관 제작

2. 이형관 제작(고주파 밴딩)

적용규격 및 생산규격
● KS D 3507, KS D 3562,  KS D 3589

생산규격

고주파 밴딩 고주파 밴딩 표면처리 및 가열 이후 3층 코팅 이형관 제작 완료

외면전처리 가열
분말용착식 F.B.E

(1층) 코팅
분말용착식 개질폴리

에틸렌(2층) 코팅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코팅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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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뉴타운 500A 용인수지 1지구 500A

외부핀홀 검사 외부 코팅두께 검사

Product

Reference

시험 및 검사

용인시 흥덕지구 500A

김포시 장기지구 500A 김포시 장기지구 500A(곡관, Y-Tee 이형관)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4공구 500A

끝단처리 냉각 검사 제품표시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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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품질관리
품질은 우리 웰텍 주식회사의 생명입니다.

웰텍 주식회사는 우수한 검사장비를 완비하고 전사적 품질관리 시스템(TQM)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를 적용, 생산공정 체계의 합리적 운영과 엄격한 제품검사를 통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웰텍 주식회사는 국내 규격 뿐만 아니라 ISO9001 등 국제규격을 획득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홀시험

용접부 비파괴 검사(RT)

용접부 비파괴 검사(UT)

피복 두께 측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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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도막두께 측정

Institute

기술연구소 (제20041202호)

● 도전과 창의의 기업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 개척의 선구자
● 제조 및 건설분야의 신기술·신공법 개발로 미래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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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특허 및 인증 현황

신기술 지정증서

건설신기술 제 438 호

성능 인증서

성능 인증서 제 22-002 호 성능 인증서 제 22-020 호 성능 인증서 제 22-030

우수제품 지정증서

우수제품지정증서 2008250

한국신기술 인증서

한국신기술 인증서 제 2002-021 호

신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제 1999-43 호

우수제품 인증서

우수제품 인증서 제 2002071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제6081-1551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제 080701-04299 호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제 20090300177 호

국세청장 표창장

국세청장 표창장 제 457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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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제 66127 호

기업은행 패밀리기업지정서

기업은행 패밀리기업 지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20041202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QMS-1611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제 2621 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서 제2002-13호

우량기술기업 선정서

우량기술기업선정서 제 845 호

산업자원부 표창장

표창 제62202호

한국농촌공사 표창장

한국농촌공사 표창장

대한주택공사신자재 등록증

신자재 등록증 제 2007-010 호

위촉장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위촉장

특허증

특허 제 10-089646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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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특허 및 인증 현황

특허증

특허 제 10-0893874 호 PCT 국제출원 - 중국 특허 제 10-0808514 호 PCT 국제출원 - 인도

특허 제 10-0784259 호 특허 제 10-0778275 호 특허 제 10-0765861 호 특허 제 10-0850688 호

특허 제 10-0739104 호 특허 제10-0739101호 특허제10-0737344호 특허 제 10-02892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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ﾆﾆﾆﾆ 

특허 제 10-0308729 호 특허 제 10-0354122 호 특허 제 10-0407116 호 실용신안등록증 제 20-0388107 호

특허 제 10-0440185 호 특허 제 10-0440555 호 특허 제 10-0490228 호 특허 제 10-0527842 호

특허 제10-0598551호 특허제10-0665321호

KS인증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제97-0576호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제98-04-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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