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서

건설사업본부



I. 회사소개



I. 회사소개 - 조직도 & 직원현황

▣ 직원현황

Description Plant Cons.

관리 21

영업 18 13

설계 30 6

생산 21

사업지원 8

품질보증팀 20

기술연구소 2 3

생산직 148

합계 290

건설사업본부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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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천안본사 & 공장 (Gross Area: 98,511m2)

• 베트남공장 - 빈증(Gross Area: 7,798m2)

• 판교사무실

I. 회사소개 - 위치



I. 회사소개 - 회사개요

2019 UNISON ETECH & HKR 합병및 UnisonHKR Co.,Ltd로사명변경

2017 러시아 로사톰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

2016 OHSAS 18001:2007 취득

2016 두산중공업 우수 협력 업체 선정

2014 5대 화력발전사 유자격업체 등록

2013 EJMA 멤버십가입

2011 GE AERO ENERGY로부터 우수벤더상 수상

2011 ㈜에이치케이알지분취득

2009 베트남 공장 가동

2006 TOSHIBA “2005년 BEST SUPPLER” 선정

2006 ISO14001 취득

1994 ISO9001 취득

1984 유니슨㈜ 설립

1972 한국나선관 설립



II. 사업소개

1. 건설 사업

2. 플랜트 사업

3. 대기환경 사업



- 최적화된 내진 격리 설계 서비스 및 Know-how

-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최고의 성능 보장

- 현장 조건에 대한 다양한 건설 노하우로 현장 만족도 극대화

-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최적의 배송 서비스

적용사례

Bearing Expansion Joint Sound Proof Wall

특징

II - 1. 건설사업 - 개요



II - 1. 건설사업 - 주요제품

Rubber Bearing Pot Bearing
SEB (Spherical 
Elastomeric Bearing)Disc Bearing

Lead Rubber Bearing
(For Bridge)

Energy Dissipation System Finger type Rail Type Unison Omnidirectional
Expansion Joint

내 진

면 진 신축이음장치



SMART WallLRB HDRB

면 진 제 진

Hydraulic Damper

방 음 벽

Sound Reflection Type Sound Absorption Type Sound Proof Tunnel

LRD 

II - 1. 건설사업 - 주요제품



Sound Reflection Type Sound Absorption Type Sound Proof Tunnel

II - 1. 건설사업 - 주요제품

LRB (납삽입 고무적층 면진장치)

• 지반과 구조물을 분리하여 지진 등에 의한 영향이 구조물에 가해지지 않도록 절연기능을 가지는 면진장치

• 높은 에너지 소산능력 (소산비율 약 20 ~ 35%)과 복원기능(Self-centering) 보유

• 다양한 의존성 및 내구성시험 수행(국내유일)  /  전단 변형률, 온도, 주파수, 반복하중, 노화, 인장시험 등 수행

• 국내 데이터센터 및 중요시설 면진시스템 다수 적용



Sound Reflection Type Sound Absorption Type Sound Proof Tunnel

II - 1. 건설사업 - 주요제품

LRB(납삽입 고무적층 면진장치) 시험

• 시험편 : LRB - 직경 900mm

• 전단변형률 : 500% (국내면진장치중최고성능보유)



Sound Reflection Type Sound Absorption Type Sound Proof Tunnel

II - 1. 건설사업 – 주요실적

건축구조물 면진 제품 주요실적



Sound Reflection Type Sound Absorption Type Sound Proof Tunnel

II – 1. 건설사업 - 주요실적

주요실적 : The Sheikh Jaber Al-Ahmad Al-Sabah Causeway Project

Location : State of Kuwait
Project Owner :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of State of Kuwait

Length of the Link : 48.5 Km (Main Link + Doha Link)
Product supplied by Unison eTech : Elastomeric Bearing

Year of supply : 2015 - 2018



Sound Reflection Type Sound Absorption Type Sound Proof Tunnel

II - 1. 건설사업 - 주요실적

• UnisonHKR 은 쿠웨이트 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Causeway Link Project (48.5km)에 3,948 개의 탄성

베어링을 성공적으로 공급 및 시공을 완료함.  

• 총 계약금액 :  USD20,000,000

• 공급기간 :  2015 - 2018



ITEM
CAPACITY

UNIT
Month(Normal) Year(Normal) Month(Max.) Year(Max.)

Rubber Bearing 550 6,600 1,100 13,200 SET

Lead Rubber Bearing 130 1,560 260 3,120 SET

POT Bearing 300 3,600 800 9,600 SET

FINGER JOINT 200 2,400 480 5,760 M

II - 1. 건설사업 - 제품생산량



II - 1. 건설사업 - SIS 폼 공법

SIS의 기존 제품(재래식 거푸집)과의 차별성

• 재래식 거푸집과 달리 SIS는 멍에재, 장선재, 각재, 합판의 조립 과정 없이 동바리와 거푸집의 일체형 SYSTEM으로

신속한 설치 및 해체가 용이. 특히,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최소화

멍에재 조립

SIS

장선재 조립

합판 접합용 각재조립 합판 거푸집 조립



II - 1. 건설사업 - SIS 폼 공법

1) 교량 중앙 슬래브 타설용 일체형 FORMWORK • 평면도

• 측면도

• 설치형상



II - 2. 건설사업 - SIS 폼 공법

1) 교량 중앙 슬래브 타설용 일체형 FORMWORK

• SIS FORM 설치

운반 거치 폭 조정 및 주물브라켓 고정



II - 1. 건설사업 - SIS 폼 공법

1) 교량 중앙 슬래브 타설용 일체형 FORMWORK

• SIS FORM 해체

스카이 장비 상승 및 해체

볼트 해체 및 하강



II - 1. 건설사업 - SIS 폼 공법

2) 교량 캔틸레버부 슬래브 타설용 일체형 FORMWORK • 단면도

6. 브라켓

7. 유공발판 (기성품)

4. 안전 난간대

3. 브라켓 판넬

5. 공동구 판넬

6-2. 브라켓 (대칭) 6-1. 브라켓

6-3. 브라켓 빔

• 측면도

• 설치형상



II - 1. 건설사업 - SIS 폼 공법

• 캔틸레버 설치

인양 브라켓 정착 및 TIE-BOLT 연결고정 마감벽 설치조정

2) 교량 캔틸레버부 슬래브 타설용 일체형 FORMWORK



II. 사업소개

1. 건설 사업

2. 플랜트 사업

3. 대기환경 사업



Exp.Date : Jul.14, 2021 Exp.Date : Jul.14, 2021

ISO 9001 ISO 14001

▣ SYSTEM CERTIFICATE

Exp.Date : Jul.14, 2022

OHSAS 18001

Exp.Date : Sep. 24, 2020Exp.Date : Aug.10, 2020

Exp.Date : Aug.19, 2022Exp.Date : Sep.28, 2022

ASME “NS”KEPIC MN-152

EN 1090-1KS 제품인증서

Exp.Date : N/A

CE Certificate

▣ SPRING HANGER & PIPE SUPPORT, BRIDGE BEARING

Exp.Date : Dec.26, 2020

단체표준제품
인증서

Exp.Date : Aug.19, 2022

ASME “NPT”

Exp.Date : N/A

K F I 인 정 서

Exp.Date : Sep. 19, 2022

KEPIC SN-727

II - 2. 플랜트사업 - 인증현황



Exp.Date : Jul.24, 2020 Exp.Date : Jul.24, 2020 Exp.Date : Jul.24, 2020

Exp.Date : Mar.02, 2021

Exp.Date : Jul.24, 2020

Exp.Date : Apr.30, 2020 Exp.Date : Jan.23, 2022

KEPIC MN-148

ASME “U” ASME “PP” ASME “S” ASME “U2”

Exp.Date : Jun.13, 2022 Exp.Date : Feb.28, 2024 Exp.Date : N/A Exp.Date : Oct.27, 2020

EJMA MEMBERSHIP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PED
(Pressure Equipment 

Device)

ABS BV GTT LR

Exp.Date : Dec.20, 2023

DNV

▣ EXPANSION JOINT & CROSSOVER PIPE

Exp.Date : Jun. 18, 2021

외주품질관리등록증

II - 2. 플랜트사업 - 인증현황



EQUIPMENT  NAME CAPACITY Q’TY

Mixing Mill 22” x 60”, 18” x 48” 2

CNC Machining Center AJV-3580 10

CNC plane Miller RB-2N 1

Multi Axis Drill Machine 7 Axis 2

Milling Machine # 7 3

Tapping Machine HTM-18M 1

CNC Laser Cutting 5’ x 10’ 2

Overhead Crane 10, 20 Ton 10

EQUIPMENT  NAME CAPACITY Q’TY

PMI Tester Master Pro 1

Fatigue Tester 2MN 1

Universal Tester 10 kN 1

Compression Tester 500 kN 1

Infrared Temp’ Indicator 0 ~ 400 ℃ 1

Surface Temp’ Indicator 720 ℃ 1

Ultrasonic Thickness Test 1 ~ 200 mm 1

Electrical Scale 500 Kg 1

▣검사및시험▣생산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설비 - Hanger Support, Dampers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설비 - Expansion Joint, Crossover Pipe

EQUIPMENT  NAME CAPACITY Q’TY

Hydro Press M/C 50 ton ~ 1500 ton 8

Roll Forming M/C Max 4M Dia. 3.5Kw 1

Urethane Bend M/C 4M Dia. / 1M Dia. 2

Overhead Crane 2 Ton ~ 25 Ton 18

Ganty Crane 5 Ton / 7.5 Ton 3

Auto Tube Weld M/C Max. 3.2T x 1250L 2

Turning Roller 3 ton ~ 10 ton 7

EQUIPMENT  NAME CAPACITY Q’TY

Welding Gauge 0~60mm, 0~50mm 1

Universal Testing Machine 50ton, 0.02KN 1

High Press Pump 250bar 2

Vacuum Test Pump 0~-760mmHg 2

Helium Leak Detector HELIOT 701W1 1

Surface Measuring Instrument -200~150㎛ 1

Cycle Test Machine Φ1400 X 3M 1

Fatigue Test Machine Φ1400 X 1M 1

Bore Scope Φ4.0MM X 3.5M 1

PMI Tester XL2-800 1

▣검사및시험▣생산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 배관지지물이란?

· 콜드서포트· 파이프서포트

배관계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배관계에서 발생되는 배관의 자중, 열팽창에 변형, 유체의 진동, 
지진 및 기타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배관계를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의미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 크로스오버 파이프 및 신축이음관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Hanger Type (Type B, C)

1) Variable Spring Hanger

Support Type (Type F)

 원통 내에 스프링을 어느 정도 압축시켜 놓은 구조로서 배관의 수직이동에 따라 지지하중이 변하는
Hanger로서 열 변형에 의한 수직방향 변위가 적은 곳에 주로 사용한다
(수직방향 변위 2~50mm, 하중 변동율 25% 이하인 곳)

 Spring Hanger의 명판에는 이동 량(mm)과 하중(kg)값 등의 Data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계측 시에는
Indicator상의 눈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점 :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낮은 편임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Hanger Type (Type G, B, C) Support Type (Type F)  

2) Constant Spring Hanger

열 변형에 의한 수직방향 변위가 큰 곳에 주로 사용된다. 이것은 지정된 Travel 범위 내에서 배관 계의
열 변위에 의한 상하변위를 항상 일정한 하중 값으로 배관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Hanger로 변위가 큰 곳 및 응력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 Critical  Line 및 주요기기에 사용된다.
Constant Hanger의 눈금 판은 Total Travel을 10등분하여 표기되며, Total Travel값은 배관설계상의
실제 이동 량(Actual Travel)의 20% 여유를 주어 산정하며, 지지 하중 값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다.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3) Rigid Hanger

Site Installation Assembly

 움직임이없는 파이프의 수직 하중 지원

압력 부품, 일반 부품

M 사이즈 선택 : UnisonHKR 표준



4) Cold Support

<SAMCHEOK LNG TERMINAL, KOREA>

저온 배관지지 장치는 LNG, LPG, 기타 석유화학 공사에 사용되는 영하 190℃ 까지 낮은 온도에
사용되는 배관지지 장치로서 재질은 주로 폴리우레탄,  압축성형목재 등을 사용하여 저온 또는
극저온 상태에서도 열전도를 차단하고 충분한 강도를 유지함으로써 배관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Threaded Rod

Hydraulic Snubber Pipe Clamp Turnbuckle

U-BoltSway Strut

5) Accessories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6) Damper

Louver Damper  
(Low & Zero Leakage, 

Control)
Tandem Damper
(Zero Leakage)

Guillotine Damper (Slide) 
(Low & Zero Leakage)

Stack Damper
(Rain Protection)

Wafer Damper
(Butterfly) Poppet Damper

 기능 : Gas 차단 / Gas 흐름 변경
 Type :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 및 공급
 Material : Carbon / Alloy (6~14% moly) / Stainless
 Size : 최대 20m
 Leakage : Low & Zero Leakage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FCC REFINERY TYPE

JACKET TYPE GIMBAL TYPE

T-VOLUME BALANCE TYPE T-PRESSURE BALANCE TYPE

RFCC UNIVERSAL TYPE RECTANGULAR TYPE BOILER DUCT 
(ALSTOM MANJUNG TPP PROJECT)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DOG BONE TYPE (CONDENSER) CASING SEAL TIGHTENESS TYPE (HRSG) CASING MULTI TYPE (HRSG)

GE/ 7FA DIFFUSER GE/ 9H DIFFUSER GE/ 9H DIFFUSER

TOYO / CHILE FCC PJT THERMAL POWER BOILER DUCT SITE REPLACE SERVICE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BORE SCOPE 3D INSPECTION GAS TURBINE FUEL LINE

TAIWAN WATER LINE OSAKA GAS STATION KOREA WATER LINE

NUCLEAR PIPING

SITE INSTALLATION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HYDRAULIC TEST PRESSURE CYCLE TEST FIELD CRYOGENIC TEST

ASSEMBLY FIELD(SHIP) INSTALLATION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3-NOZ’L TYPE

BFPT SHOP ASS’YNUCLEAR FWPT

4-NOZ’L TYPE

BFPT SITE INSTALLATION

2-NOZ’L TYPE

II - 1.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INSTALLATION AT SITE

HORIZONTAL TYPE STEAM VENT SILENCERS

DELTAK LLC 

TOSHIBA COCO / THAILAND

DELTAK LLC 

DARWIN LNG  / AUSTRALIA

DELTAK LLC 

CAOJING HRSG / CHINA

DELTAK LLC 

PT ARUN / MALAYSIA

II - 1. 플랜트사업 - 주요제품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고객사

국내 (한국전력 산하 6대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GS 건설, 현대건설, SK 건설, 대림 외)

해외 – EPCs (GE, MHPS, Toshiba 외)

해외 – End Users (아람코, Pertamina, Rosatom 외)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실적

•  카타르 국영 석유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국내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약 23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 (2020/06/01)

- LNG선 프로젝트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이에 따라 QP는 빅3로부터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받게 됨

- QP는 우선 2027년까지 이들 3개 조선사의 LNG선 건조공간(슬롯) 상당 부분을 확보

UnisonHKR은 DSME에 수년간 독점적으로 초저온 신축이음관을 공급할 정도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며, 

시리즈 호선으로 발주되는 특징상 100척에 적용되는 신축이음관의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카타르는 LNG 연 생산량을 기존 7천700만t에서 2027년까지 1억2천600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 추진 중



II - 2. 플랜트사업 - 주요실적

• 삼성중공업 러시아 국영 조선소인 즈베즈다(Zvezda)와 쇄빙 LNG운반선에 대한 설계 계약 체결한

5개 프로젝트 전량에 해당하는 초저온 신축이음관을 2020년 수주하여 생산 중



II. 사업소개

1. 건설 사업

2. 플랜트 사업

3. 대기환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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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 및 미세먼지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연은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외부 공기와 만나 응축되어

생성된 작은 물방울들이 빛을 산란시켜 흰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

 각종 산업현장의 건조공정, LNG보일러 및 발전소 등

백연을 배출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도심지와 인접한

관계로 시각적 공해요소로 작용하여 백연현상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증기성 백연에서 각종 미세먼지와 환경유해물질

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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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스크러버 시장 보일러 시장 (유류,우드펠릿) 냉각탑 시장

시장
상황

스택 및 스크러버 사용공장
약 20만대 추정

유류보일러 약 2만대 추정
(연간 약 2천대 신규생산)

고체(우드펠릿)보일러 약 1천대 추정
(연간 약 1백대 신규생산)

대형빌딩 등
설치냉각탑 약 10만대 추정

설치
비용

약 2억원
유류보일러 : 약 1천만원
고체(우드펠릿)보일러 : 약 7천만원

약 5천만원

추정
시장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 대상이 되는
예상시장 (약 2만대 추정)

당사 추정 약 4조원

(기존교체시장)
유류보일러 : 약 2천억원
고체(우드팰릿)보일러 : 약 7백억원

(신규시장)
유류보일러 : 연간 약 200억원
고체보일러 : 연간 약 70억원

당사 추정 약 5조원

시장
구분

대기환경사업부 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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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대상

열병합 발전소, 제지회사, 화학 발전소, 

염색공장 등 굴뚝이 있는 모든 산업군

산업용 보일러업체,

기존 유류 및 고체 보일러 사용 사업장
도심 대형빌딩

기타
정책
사항

발전소 및 공장 밀집지역은 인근 주민의

민원의 대상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백연 없는 도시 조성에 박차

2020년 1월 1일부터 유류 및 고체연료

사용 보일러 대상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중

2025년 이후, LNG 및 LPG 보일러

집진설비 의무화

도심지에 위치한 대형 빌딩은 백연으로

인한 심각한 민원 유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백연 없는 도시 조성에 박차

스택, 스크러버 시장 보일러 시장 (유류,우드펠릿) 냉각탑 시장

시장
구분

대기환경사업부 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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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다량 포함된 응축수 매직필터 설치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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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사업부 백연저감장치 생산 및 R&D 거점 확보

UnisonHKR R&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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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세코 부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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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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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

2020년 9월 03일 설치 완료 및 시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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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백연저감장치 (열수송관용)

초저습도 공기와 음이온 응결핵을 백연에

분사하여, 증발 및 응집 침강시켜 백연 제거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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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미세먼지집진장치 (유류)

산업용보일러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를저감시켜산업환경개선

■ 유류보일러 미세먼지 저감효과

■ 스크러버와 같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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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미세먼지집진장치 (유류, 우드펠릿)
유류용 집진장치 우드팰릿용 집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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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LPG 보일러 미세먼지 규제 움직임 (환경부)

2025년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집진설비 의무화

정부 강력 규제 中

원광무역
우드펠릿 보일러용

덕평CC
유류보일러용

한일산업
유류보일러용

보일러 미세먼지 집진장치 설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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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피해방지 시스템

안개 발생시 “안개시정거리측정장치 (NFVMS)”를 통해 실시간 자동으로 안개의 농무를 감지 / 측정하여 시정거리 분석

안개가 짙게 낄 경우 “안개소산장치 (NFDS)”가 가동되어 안개를 제거하는 시스템

실시간 영상 및
시정거리 측정

관리사무소
영상 / 데이터 전송

안개 입자
흡입 / 여과

건조 공기,
음이온 생성

응집,침강 작용
안개 입자 제거

안개소산장치
작동

청하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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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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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 출원 4건 특허 : 미세먼지저감장치 외 24건

대기환경사업부 지적재산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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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프로젝트

구분 발주처 프 로 젝 트 품 목 비고

2018 호세코 정전응집장치 및 백연저감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백연 -

2018 GS파워 안양 열배관 백연저감장치 구매 이동식 백연 200,000KCAL/Hr

2018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출 증기 신속제거장치 구매 이동식 백연 200,000KCAL/Hr

2019 대경피앤씨 미세먼지 및 백연저감장치 백연/미세먼지 -

2019 SK E&S 미세먼지 측정 용역 미세먼지 -

2019 호세코 미세먼지 및 백연저감장치 필터 구매 백연/미세먼지 -

2019 전주페이퍼 이동식 백연저감장치 이동식 백연 100,000KCAL/Hr

2019 부스타 보일러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

2019 GS파워 이동식 백연저감장치 이동식 백연 -

2019 서울에너지공사 이동식 백연저감장치 이동식 백연 200,000KCAL/Hr

2019 경산제지 백연저감설비 설계 및 납품설치공사 백연 4,800cmm

2020 아세아시멘트㈜ 백연저감기 설치투자공사 백연 2,500cmm

2020 ㈜부스타 보일러 미세먼지 집진장치 미세먼지 -

2020 원광무역 [다농식품] 미세먼지 집진장치 외 덕트 및 전기 미세먼지 3TON/Hr

2020 미광 태인 백연저감장치 철골구조설계 백연 -

2020 태인 백연저감장치 납품 및 설치공사 백연 -

2020 ㈜그린월드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백연 -

2020 경산제지㈜ 백연저감설비 설계 및 납품 추가계약 백연 -

2020 대림산업 서울제물포터널 2공구 안개저감장치 임대 스모그 저감장치 -



II - 3. 대기환경사업 – Promotion Video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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