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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 실현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2007년 설립된 스틸파이프주식회사는 건설, 토목용 

수처리 철강 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회사입니다.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만족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라는 

목표를 삼아,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품질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한다’는 목표로 높은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과 함께한 15년, 고객과 함께할 150년.

신한스틸파이프주식회사를 더욱 더 건실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품질제일, 기술혁신, 고객만족

HISTORY OF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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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SMOOTH CORRUGATED STEEL PIPES

DOUBLE LAYERS STEEL PLATE & COVERING FILM 
이중 구조 아연도금 강판 및 피복층 

FLANGE CONNECTION FOR HIGH WATERTIGHT
플랜지 체결 방식의 강도 높은 수밀성

통수 능력 비교 (조도계수)

약 15%의 외압강도 상승

내부평활 파형강관

콘크리트관

주름형 금속관

내부평활 파형강관

품 명 통수 능력 (조도계수)

0.015~0.017

0.018~0.022

0.011~0.015

D300 D500 D600

KS D 3506 SGHC Z60

파형성형 아연도금 강판 (1.6T, 2.0T, 2.7T, 3.2T)
ASTM A 742

고강도 HDPE 필름 (0.25mm)

ASTM A 742

고강도 PVC SOLE (0.15mm) KS D 3862

내부 평활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HIGHLY EXTERNAL PRESSURE RESIST 
월등히 높은 외압강도

외

압

강

도

내부평활 파형강관 

SHINHAN

EXCELLENT DRAINAGE CAPACITY
뛰어난 통수력 (조도계수)

D600 기준

플랜지 체결 수밀시험 결과

플랜지 결합

연결부 수밀시험

시험명 호칭지름 시험 결과

D600

D900

D1100

0 (누수량)

0 (누수량)

0 (누수량)

하수관로 수밀시험 기준(1기압, 만수, 0.5시간)

3. 간편한 시공

경량이고 유연성이 있어, 강성관에 비해 

기초공사가 쉽고, 비숙련자도 쉽게 조립이 

가능하다

1. 높은 강도

강판에 물결 형상을 성형하여 내하력을 

부여한 연성관으로 하중에 강하다

2. 용이한 운반

파형강관은 경량이므로 현장에서의 운반 

및 보관이 쉽다

4. 긴 내구수명

양질의 아연도금을 하고, 폴리에틸렌을 

코팅함으로써, 내식성, 내마모성이 

탁월하여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긴 

내구수명(최소 50년)을 기대 할 수 있다

5. 우수한 경제성

본당 길이가 최대 8M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연약지반,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설치가 쉬워 어떠한 배수관보다 

경제적이다

6. 통수능력(조도계수)

기존 파형강관의 최대 단점인 

통수능력을 개선한 내부평활 파형강관은 

내부가 평탄하여 이물질 및 토사가 

퇴적되지 않아 통수능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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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 68mm   13mm (1RS)

1.6T 2.0T 2.7T 3.2T 2.0T 2.7T 3.2T

* 76.2mm   25.4mm (3RS)
헬리컬

플랜지
접속티

양면피복 내부평활 파형강관 조달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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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관경

* 68mm   13mm (1RS)

1.6T 2.0T 2.7T 3.2T 2.0T 2.7T 3.2T

* 76.2mm   25.4mm (3RS)
헬리컬

플랜지
접속티

내면피복 내부평활 파형강관 조달식별번호

규격

연결구(헬리컬 플랜지)는 양면피복 및 내면피복 내부평활 파형강관에 공통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