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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EO | CEO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전력하는 열교환기 가스켓, 플레이트 전문 생산업체로서, 

원자력, 조선, 산업, 지역난방 등 각종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인재발굴과 기술혁신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품질향상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열 심



History | 회사연혁

2004

2004 ~ 2007

2008

2009 ~ 2011

2012 ~2014

acrylonitril(NBR) 개발

특수소재 개발

내열EPDM 개발

제품 검증기간

2월 1일 (주)호원 설립

6월 30일 벤처기업 등록

ISO 9001 인증획득

(주)호원 상표등록 출원

판형열교환기 - PLATE 개발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

기술연구소 설립

해외시장 개척

식약청 안전검사(EPDM)

식음료 부품 공급업체 등록

삼성에버랜드 등록업체

자동차 부품 개발

Company Organization Chart | 회사 조직도



Products | 제품소개

| 적용분야
조선, 지역난방, 담수설비, 원자력발전소, 제철, 화학,

플랜트, 섬유, 식품, 제지, 석유화학 등 산업전반에 사용함.

| 설치 및 기능
P.H.E.(열교환기)는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유체가 얇은 전열판  

사이를 흐르면서 고온측 열이 저온측으로 이동하면서 

열전달(열교환)이 이루어진다.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유체를 완벽히 분리하기 위해서  

각 열판에는 Gasket을 끼워서 사용한다. 



Plate heat exchanger | 판형열교환기

| 용도 및 재질

1. 용도 -  조선, 건설, 기계, 화학, 식품, 발전설비, 지역난방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각종 유체와 장기간 접촉시에도 손상이 적어야 한다.

2. 재질 - NBR, EPDM, VITION, VITION-G, SI

| 제품특성

1. 내열, 내유, 내마모성, 내오존성이 우수하다.

2. 내구성, 반복피로성이 우수하므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사용가능하다.

3. 고온에서 화학약품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다.

4. 고온, 고농도의 산과 알카리, 산화제 등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다.

5. 극고온에서도 복원력이 뛰어나 열교환기에 장착 후 하자 보수가 거의 필요치 않다.

6. 장기 내구시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장비를 갖추고 있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7. 당사가 보유한 대형 프레스로 직접 제조하며, 제품의 두께가 균일하여 밀봉효과가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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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heta Plate Low-theta Plate

[ Long = 30° = High Plate ]
High-theta Plate Low-theta Plate

[ Short = 60° = Low Plate ]

| 판형열교환기에서 가스켓의 기능

일반적으로 판형열교환기에 사용되는 전열판은 우측 그림과 같이 얇은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체 전면은 파형의 전열유로로 되어 있고, 그 외곽에는 유체가  

흐르는 홀이 있다. 각각의 전열판은 위아래 엇갈린 방향으로 배치하여  

전열판 사이로 흐르는 두가지 유체가 상호 와류현상을 일으키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Gasket은 유체의 배분과 전열판  

외부로 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주는 역할을 한다.



Present State of Installation
| 설비현황

규 격 구경 50ø, 기타

내 용

원활한 소재공급

Loss율 관리

생산성 극대화

•압출기

규 격
420t, 850t

1000t, 1200t, 기타

내 용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 성형함

해당 금형의 부착이 용이함

대형 Gasket 제작가능함

•유압프레스

규 격 250t, 300t, 350t, 기타

내 용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 성형함

해당 금형의 부착이 용이함

진공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생산 

•진공프레스

규 격 대형

내 용
Gasket 열처리

재질별 맞춤형 열처리 가능

•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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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nspection equipment | 품질검사장비

인장시험기수분측정기비중계

점도계 분산압출기경도계

레오메타노화시험기고무시편 프레스



PLAT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 PLATE 생산 및 제조설비



 PLATE 납품가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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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V

Sondex

ALFA-laval

Swep

GEA

기타

•제조사

•PLATE 소재 POSCO, OUTOKUMPU

•PLATE 재질 SUS304, SUS316L, Titanium, Hastelloy, 기타

•PLATE 두께 0.5T ~ 0.8T



GASKET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 GASKET 생산 및 제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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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KET 납품가능 모델 리스트

•GASKET 고무재질 NBR, EPDM, VITON, VITON-G, SI, 기타

APV T4, H12, H17, N25, N35  … …

LHE HT062, HT064, HT081, HT082, HT102 … …

SWEP GK12, GKX12, GX20, GX26, GX265 … …

GEA VT10, VT20, NT150S, NT250S, NT350S … …

태봉 TX-3GD, TX-3AN, TX-4AP, TX-4AN, TX-4AX … …

Sondex S130, S200, S250, SFD13, SFD23 … …

이와이 BHX, CHX, GHX … …

M6B, M6M, TS6M, CLIP6, CLIP8 … …ALFA-laval

⋮
⋮

⋮
⋮

FRAMEGASKETPLATE TYPE



공사사진 (식음료)

^ 엄격한 품질테스트에 의한 소재 선택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 정밀기계가공으로 품질이 우수

^ 철저한 품질보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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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전해연마

•PLATE 화학세관

전해연마란  산처리 속에 전기분해로 미세하게 표면을 깎아내는 

공정을 이용하여 Plate를 관리한다.

전해연마 공정  탈지 -> 산처리 -> 수세 -> 전해연마 -> 산처리 

-> 수세3단 -> 탕세 -> 건조

장점  PLATE 교체 비용보다 저렴하며 Plate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 PLATE 기본수량 : 100장

PLATE 화학세관·전해연마

열교환기 분해 전경

약품에 열판 침전

약품Tank에 약품 넣기

열교환기 조립 후 전경

열판 분해 전경

세관약품

약품Tank에 열판 넣기

열교환기 조립 전경

열교환기 분해 후 전경

폐약품 회수 전경

1차 고압 세정기로 이물질 제거

열판 및 GASKET 검사

배관수 퇴수 전경

약품 처리 후 
 2차 잔여물 제거 전경

이물질에 오염된 열판

세관 후 열판

before after



Handling other items | 기타 취급 품목

■ APV, ALFA - LAVAL 자동밸브 패킹

■ 버터플라이밸브

■ O-ring

•자동밸브 •자동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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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각종 인증서



◦본사

◦영업부 및 메인터넌스 사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