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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Tungsten Non-Slip
해동 텅스텐 논슬립미끄럼방지

※텅스텐 논슬립국내·일본 특허(제10-0778652호·제4584294호)

※텅스텐 논슬립은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

※반영구적사용가능함

※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Stainless Embossing Pipe)

※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국내 (특허 등록 3건 디자인 등록 30건) 출원등록 /

해외일본.중국.유럽등 국제 특허 등록완료 및 출원 진행 중 (2건) 

※엠보싱 파이프 재질은 스테인리스.철.동.알루미늄.티타늄 등 모두
제작이 가능하며, 규격은 아래와 같음
25.40/31.80/38.10/48.60/50.80/63.50/76.30/89.10/101.60

제
작
일
자
 : 2021. 9. 1(REV

 .20)

T. 1588-2162

∎제강, 제철, 섬유, 산업기계, EXPANDER ROLLER, 대형(고무)Roll, Kubota(日本) 社 R.O.T Roll 국내에이젠트
∎H.V.O.F  D-JET, PLASMA(Sulzer Metco), METALLIZING, HARD FACING, 용사전문, TUNGSTEN NON-SLIP
∎스테인리스, 동, 알루미늄, 철등엠보싱파이프국내특허등록3건의장디자인10건및POT출원완료 및 특허등록/출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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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한일공해산업 
부산산업 설립 (초경합금강,포항제철, 선재공장 GUIDE ROLL 국산화개발성공) 
해동산업 전환  섬유기계, 중공업, 중화학 발전
(CERAMIC COATING, METALLIZING, 대형장비보유)
최신형 첨단 ROBOT 자동 SYSTEM장비 (METCO ESAB)수입, 가동
(PLASMA CERAMIC COATING , METALLIZING, 대형장비보유) 
발명특허품 초경합금 NON-SLIP, TUNGSTEN DISC, 연마재 개발생산 
중소기업청 국내최초 세라믹 분야 신기술 인증 NT마크 획득 
- PET FILM 생산용 연신 CERAMIC ROLL
최신형 H.V.O.F 코팅설비 (DIAMOND JET HYBRID SYSTEM)가동 
초경 ROLL표면처리 기술개발 (통상산업부 공업기반기술개발 업체선정) 
포항종합제철(주) 포항제철소 등록업체선정 
CERAFLON 코팅 특허공개출원 
유망중소기업선정 (기업은행) 
PET FILM 연신세라믹 ROLL 특허취득 (제138540호)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부문 표창 (제107호) 
실용신안등록증, 계단턱에 설치되는 미끄럼방지부재
포항종합제철(주) 광양제철소 등록업체선정  
기업은행 기은FAMILY기업선정 
I.S.O 9001인증획득 (인증기관 LRQA) 
MAN B&W Diesel A/S 인증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호등록
I.S.O 9001 인증획득 (인증기관 UKAS)
최신형 첨단 ROBOT 자동 SYSTEM장비 (METCO ESAB)수입, 가동
(PLASMA CERAMIC COATING , METALLIZING, 대형장비보유) 
실용신안, 다층 용융층을 갖는 금속관 또는 환봉
특허증 : 내마모성이 우수한 냉연 롤 제조방법
해동공업(주) 공장신축
특허증 : 소음방지 로울러
금속관 또는 환봉에 이중금속층을 용융형성시키는 방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선정(기술보증기금)
고경도 금속입자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용 계단턱 부제의 제조방법
골프클럽 금속헤드 페이스에 텅스텐 카바이드를 포함한 합금층이 코팅된 클럽헤드
탄소섬유 에폭시 복합재에의 코팅방법
지융성 합금 용사코팅의 재용융방법
방진 및 소음방지 로울러
특허증 : 발광기능을 갖는 계단용 논슬립
특허증 : 고경도 금속입자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용 계단턱 부재의 제조방법
PCP(포스코 인증공급사) 선정
해동중공업주식회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해동중공업주식회사 ISO9001 인증획득 (인증기관UKAS)
해동중공업(주) 공장 증축
일본특허등록 Method of preparing non-slip metal plate (PATENT NUMBER 4584294)
해동중공업(주) 분말야금사업부 설립
분말야금 사업부 설비투자
핸드그라인더용 분진커버 (실용 제20-0452942)
CERAMIC BELT STS 분말야금 소결로(1350°C~1200°C)국내 최초 개발 1대
브레이징 분말야금 소결로(3대)
유류 원가절감장치 세라믹볼 중국특허
ISO/TS 16949-2009 인증서 획득
분말야금을 이용한 V형 고하중 가이드롤(바퀴) 개발 (특허품 등록)
배수로 덮개 특허 등록
시험종목 7종 내마모성 (마모감량) 등록
디자인 등록, 30-2015-19901 계단용 논슬립 지지 프레임
디자인 등록, 30-2015-19902 계단용 논슬립
특허증 : 고경도 세라믹 조성물을 코팅 후라이팬의 제조방법
포스코 우수품질 경영시스템 등록  
특허 10-2016-0132604, 텅스텐 논슬립
엠보싱 파이프 제조생산 설비구축(추가)
특허증 : 엠보싱 파이프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제10-1868064호)
특허증 : 엠보싱 파이프 제조용 금형 ROLLER (제10-1884364호)
특허증 : 엠보싱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장치 밎 이를 이용한 엠보싱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방법
디자인 등록, L자형.T자형 장애인용 손잡이(다이아)30건
특허증 : 금속 판재에 요철이 형성된 미끄럼 방지용 부재 및 그 제조 방법
해외, 일본, 중국, 유럽등 국제 특허 등록완료 및 출원 진행중

대표이사 / 회장  

76년 공해방지산업으로 출발한 해동산업, 당시로는 가히 혁신적인 초경합금강 및 포
항제철 선재공장 GUIDE ROLLER의 국내 첫 개발을 시작으로 표면처리기술의 꾸
준한 연구개발에 전념해온바, 현재 H.V.O.F Process 및 PLASMA Spray
Process 분야에 있어 PET FILM 연신 CERAMIC ROLL의 개발로 세라믹 코팅
분야 국내최초 신기술(NT)인증과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장비의 첨단화, 재료의 개
발, 공정의 개선과 더불어 미개발 분야인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술 인재
의 체계적 양성, 다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선진기술국과 견줄 수 있는 심도있는 기술
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인증 특허 제품인 Tungsten Non-Slip과STS Embossing Pipe의제조
설비를신규투자하여 대량생산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제철산업기계와 섬유기계부품 분야
에 있어서도 오랜시간 축적된 Know-How로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서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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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 텅스텐 논슬립                
Japanese patent for tungsten non-slip

국내특허 텅스텐 미끄럼방지
Domestic patent for tungsten anti-slip

국내특허 축광논슬립 (발광기능)
Domestic patent for phosphorescent non-slip (light emitting function)

중성염수분무시험
Neutral salt water spray test

인장전단접착강도외 시험   
Test on tensile shear bond strength, etc.

내한 시험
Cold resistance test

분말야금 V형 바퀴
Powder metallurgy V shape wheel 

시험종목7종 내마모성 (마모감량)
Seven types of abrasion resistance
testing items (abrasion reduction)

발광기능을 갖는 계단용 논슬립
Nonslip for stairs with light emitting function

배수로 덮개 특허
Patented drain cover

엠보싱 논슬립 디자인등록 
Embossing non-slip design registration

핸드그라인더용 연마디스크(국내특허)
Grinding disc for a hand grinder (domestic patent)

텅스텐 논슬립 특허증 및 시험성적서 TUNGSTEN NON-SLIP Patents and Test Reports

전체 재해의 약 34%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입니다.
About 34% of all accidents are caused by sliip

해동 텅스텐 논슬립은?
HAEDONG TUNGSTEN NON-SLIP?

신기술(발명특허)을 이용한 공법으로 경도가 높은 텅스텐 파우다를 융착시킨 미끄럼방지 제품으로서 초경 미립자의 강력한 논슬립
상태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최상의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철 구조물 바닥면이나 콘크리트, 대리석, 화강석, 타일 등 계단이나 경사로
에 설치가능하며, 상부 형상의 입자 크기 및 형상 무늬도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할수 있으며,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미끄럼방지 제품입니다.
Technology (patent) using the method of fusing high hardness of tungsten powder was slip Carbide particles as a product of the strong
non-slip condition is permanent, and the best safety of life ensuring that, the bottom steel structures, concrete, marble, granite, tiles,
stairs and ramps, etc. can be installed, the shape of the particle size and the shape of the upper pattern is varied to vary the particular
application available, and does not generate toxic gases during a fire safe non-slip products.

넘어짐(전도)
Fall down

34%

기타
32%

업무
관련성 
질병
14%

충돌
10%

무리한동작
5%

절단, 
베임,찔림

5%

※텅스텐 논슬립은 산업재해 중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
※반영구적 사용가능함

※Tungsten Non-Slip can be safely used as it does not release
toxic gas under fire conditions

※Tungsten Non-Slip can be semi-permanently used

텅스텐 논-슬립(미끄럼방지)기대효과

1 강력한 미끄럼 방지
경도가 높은 텅스텐 파우다가 융착되어 있어 미끄럼방지 기능이 탁월
It can prevent to slip.

2 염분, 유분, 케미컬에 강함
기온 변화가 많은 곳, 염분, 유분, 화학물질 사용현장 등 악조건에서 사용가능
It is resistant to salts, oil and most of the chemistry.

3 화재시 안전 (불연성)
제품전체가 메탈소재로 불이 붙지 않으며, 따라서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
The entire product is made of a metallic material. It is safe from fire because toxic gases are not generated.

4 원가 절감 (반영구적 사용)
논슬립 테이프에 비하여 연간 13,256원 절감 효과 / 1M
It can be used semipermanently. (Cost Reduction)

5 시각적 효과
상부 형상 무늬를 다양하게 변경할수 있어 시각적 효과 및 홍보에도 활용 가능
It has varied designs that hane visual effects.

Tungsten Non-Slip
텅스텐논슬립미끄럼방지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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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O-02

SWO-03

SWO-04

SWO-05

SWT-06(타일용)
SWT100x100

텅스텐 원형 (사각) 논슬립

목욕탕

swo �70 / ₩2,000원
swo 100x100 / ₩3,500원
단 은색한함. 
T/I 도금 주문 제작

, 식당, 유분이많은곳에
꼭필요한 (미끄럼방지) 논슬립!
Nonslip that’s  so essential
(prevention of slipper

Limited to silver color. 
T/I plating based on order

iness) for oily
places such as bath and restaurant!.

Tungsten round(square) non-slip

생산품목 무늬폭, 길이, 로고, 주문제작가능-평형, 절곡형(발명특허 국내.일본 등록), 디자인 등록 30건
Capable of custom manufacturing with sliced veneer, length, and logo – 
30 registered designs plane type and curved type (patents registered in Korea and Japan)

텅스텐 논슬립은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
  Tungsten non-slip is safe because it does not 
  generate toxic gases in case of a fire.

반영구적 사용가능함
   It can be used semi-permanently.

T.1588-2162

Tungsten Non-Slip
텅스텐논슬립미끄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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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국제·국내 특허 획득한 최고의 텅스텐 논슬립(미끄럼방지)
The best Tungsten Non-slip which obtain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patents

텅스텐 논슬립을 설치한 초대형 선박 (ROWAN 드릴 쉽) 
ROWAN (drill ship) installed with tungsten non-slip

ROWAN(시추선) 內 계단에 설치한 텅스텐 논슬립 (드릴쉽)
Tungsten non-slip installed on stairs of ROWAN (drill ship)

제품 개요 Product Outline
텅스텐 논슬립은 신기술(발명특허)을 이용한 공법으로 경도가 높은 텅스텐 파우다를 융착하여 미끄럼방지기능을 극대화 시킨 제품으로서 
철 구조물 바닥면이나 콘트리트, 대리석, 화강석, 타일등 계단이나 경사로 및 평면에 설치 가능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Tungsten Non-Slip is a product that maximized slip prevention function through welding of high hardness tungsten powder based on
a new technology (patented for invention). It was designed to be installed on stairs, slopes and floors including steel structure floors,
concretes, marbles, granite stones and tiles.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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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AEDONG Tungsten Non-Slip 11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상부 문양, 입자크기를 변경하여(주문가능)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be used with a specific purpose by changing the patterns of upper side and the particle size(can be ordered)

선박 내부계단
Stairs inside vessel

중량물 생산 현장, 제철소 선재공장의 공정라인 (고온의 장소에서 선재생산)
Heavy coil production sites, Process Lines at steel wire rod plant (wire rod produced at high temperature)

공장바닥 Factory Floor

유분이 많은 공장내부 바닥에 설치하여 안전성 최대한 확보(안전사고예방)
Maximal safety is secured by installing non-slip on greasy floor of factory (to prevent safety accidents)

안전을 책임지는 텅스텐 논슬립(미끄럼방지)
Tungsten non-slip ensuring safety



Tungsten Non-Slip 1312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용산구 게이트웨이 타워
Yongsan-gu gateway tower

주상 복합상가 실내계단
Indoor stairs of residential-commercial complex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서울지하철 4호선
Seoul Metro Line 4

서울지하철 4호선
Seoul Metro Line 4

경기도 수리산 슬기봉 등산로
Mountain Trail of Seulgibong Peak on Surisan Mountain, Gyeonggi-do Province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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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각산 정류장 (테마로드)
Sacheon Ocean Cable Car Gaksan Station (Thema Road)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각산 정류장 (테마로드)
Sacheon Ocean Cable Car Gaksan Station (Thema Road)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각산 정류장 (테마로드)
Sacheon Ocean Cable Car Gaksan Station (Thema Road)

눈이나 비가와도 안전한 보행을 책임지는 텅스텐 논슬립
Tungsten non-slip keeping pedestrians safe when it snows or 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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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1716 HAEDONG

2021년 신개발품 (엠보싱 텅스텐 논슬립-2021 New Product) 2021년 신개발품 (엠보싱 텅스텐 논슬립-2021 New Product)

부산 남천성당 정문입구계단 (엠보싱 텅스텐 논슬립 시공. 2021년 설치)
Constructed embossing tungsten non-slip for the main entrance stairs of Namcheon Cathedral in Busan – Installed in 2021

2021 NEW엠보싱 텅스텐 논슬립 (2021 New Embossing Tungsten Non-Slip)
기존 자사 제품의 고기능 특성(내마모성, 불연성, 내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테인리스 판재 표면에 압연공정을 통한 엠보싱 형상을 추가로 형성함으로써 
본래의 기계적 성질(굽힘강도, 인장강도, 접착강도 등) 약 15%이상 향상 및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방지 등 더욱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생산 능력 증대와 기술개발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Our new product additionally improved the embossing by applying a rolling process to the stainless plate surface while maintaining
the highly functional characteristics (wear resistance, nonflammability, durability) of existing products. The original mechanical
properties (bending strength, tensile strength, and adhesive strength) have been enhanced by over 15%, and the product design has
become more stylish and graceful by preventing glares from the reflection of light. We will ceaselessly endeavor to make the
world’s best products by expanding our production capacity and developing technologies.

발광기능을 갖는 계단용 논슬립 
Non-slip material for stairs with light-emitting ability

금속 판재에 요철이 형성된 미끄럼방지용 부재 및 그 제조 방법
Anti-slip member formed with uneven spots on a metal plate and

the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엠보싱 논슬립 디자인 등록 
Embodding non-slip design registration

엠보싱 논슬립 디자인 등록 
Embodding non-slip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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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1918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서울 금천구 한내육교 (데크 계단) 
Hannae Overpass, Geumcheon-gu, Seoul (deck stairs)

서울 금천구 한내육교 (데크 평면 및 경사로 바닥) 
Hannae Overpass, Geumcheon-gu, Seoul (deck plane and slope)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Seoul Metro Line 6 Hwarangdae Station

주택가 경사 통행보도
Inclined sidewalk in residential area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Tungsten Non-Slip 2120 HAEDONG

야간조명 달빛에 반사되어 유도효과가 탁월한 텅스텐 논슬립(미끄럼방지)
Tungsten Non-Slip shows excellent induction effect from reflection of night lighting off the moonlight

서울지하철 가락시장역 3,6호선 환승지역
Seoul Subway Garak Market Station transfer area between Line 3 and Line 6

서울지하철 가락시장역 3,6호선 환승지역
Seoul Subway Garak Market Station transfer area between Line 3 and Line 6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서울지하철 가락시장역 3,6호선 환승지역
Seoul Subway Garak Market Station transfer area between Line 3 and Line 6

서울지하철 가락시장역 3,6호선 환승지역
Seoul Subway Garak Market Station transfer area between Line 3 and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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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2322 HAEDONG22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부산 BEXCO 본관 사무동 옥외계단 - 2021년 설치
Outdoor stairs for the main office building of Busan BEXCO – Installed in 2021

부산 BEXCO 본관 사무동 옥외계단 - 2021년 설치
Outdoor stairs for the main office building of Busan BEXCO – Installed in 2021

건축물을 더욱 더 안전하고 세련되게 도움을 주는 텅스텐 논슬립
Tungsten non-slip making buildings safer and more r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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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2524 HAEDONG24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서울지하철 4호선 (2012년 설치 현재 2021년 9월) 상태 양호
Seoul Subway Line 4 in desirable conditions (installed in 2012 and current status in September 2021)

서울지하철 4호선 (지하철 특성상 통행이 매우 빈번함, 10년 이상 사용중에 있음, 내구성 확인)
Seoul Subway Line 4 (have been in use for over 10 years despite frequent passag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way, verifying durability)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텅스텐 논슬립
Tungsten non-slip available semiperman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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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2726 HAEDONG26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군포시 산본역 3번 출입구 보도육교
Pedestrian bridge at Exit 3 of Sanbon Station in Gunpo-si

군포시 산본역 3번 출입구 보도육교
Pedestrian bridge at Exit 3 of Sanbon Station in Gunpo-si

군포시 금정역 출입구 계단
Entrance stairs of Geumjeong Station in Gunpo-si

군포시 금정역 출입구 계단
Entrance stairs of Geumjeong Station in Gunpo-si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텅스텐 논슬립(불연성)
Only tungsten non-slip that does not generate toxic gases in case of a fire (nonflam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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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2928 HAEDONG28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군포시 금정역 출입구 계단
Entrance stairs of Geumjeong Station in Gunpo-si

군포시 금정역 출입구 계단
Entrance stairs of Geumjeong Station in Gunpo-si

포항 이가리 닻 전망대
Pohang Igari Anchor Observatory

포항 이가리 닻 전망대
Pohang Igari Anchor Observatory

우수한 디자인으로 경관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텅스텐 논슬립
Tungsten non-slip creating beautiful scenery with excell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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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3130 HAEDONG30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포항 이가리 닻 전망대
Pohang Igari Anchor Observatory

포항 오어사 둘레길
Pohang Oeosa Temple Trail

내식성, 내화학성이 보장되는 텅스텐 논슬립
Tungsten non-slip guaranteeing corrosion resistance and chemic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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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Non-Slip 3332 HAEDONG32 HAEDONG

벡스코 시공
Constructed at BEXCO

TUNGSTEN NON-SLIP(설치시 필요한 자재 (별도판매)) (Materials needed for 
installation (sold separately))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포항 오어사 둘레길
Pohang Oeosa Temple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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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Embossing Pipe 3534 HAEDONG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제품전시관 외부전경 (엠보싱 파이프 및 텅스텐 논슬립)
Outer panoramic view of product exhibition hall (embossing pipe and tungsten non-slip)

제품전시관 내부전경 (엠보싱파이프 전시장)
Inner panoramic view of product exhibition hall (embossing pipe exhibit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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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rge Diamond Pattern Gold

2Comb Pattern Gold

3Brick Pattern Gold

4Stripe Pattern Gold

5Small Diamond Pattern Gold

6 Chain Pattern Silver

7Brick Pattern Silver

8 Large Diamond Pattern Silver

9Comb Pattern Silver

10Stripe Pattern Silver

11Small Diamond Pattern Silver

12 Rectangle Pattern Silver

13 Flower Pattern Silver

1큰다이아무늬골드
2빗살무늬골드
3벽돌무늬골드
4줄무늬골드
5작은다이아무늬골드  
6 체인무늬실버
7벽돌무늬실버

8 큰다이어무늬실버

9빗살무늬실버

10줄무늬실버

11작은다이아무늬실버

12 사각무늬실버

13꽃무늬실버

STS엠보싱 파이프(Stainless Embossing Pipe)
✱무늬, 두께(T), 길이(L)는 주문사양

T. 1588-216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6 HAEDONG STS Embossing Pip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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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HAEDONG STS Embossing Pipe 39

엠보싱파이프 큰다이어무늬 (골드, 실버) 제품 및 시공사진
Large diamond patterned (gold, silver) embossing pipe product and construction photo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엠보싱 파이프 작은다이어무늬 (골드, 실버) 제품 및 시공사진
Small diamond patterned (gold, silver) embossing pipe product and construction photo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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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Embossing Pipe 4140 HAEDONG

엠보싱파이프 벽돌무늬 (골드, 실버) 제품 및 시공사진
Brick patterned (gold, silver) embossing pipe product and construction photo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엠보싱파이프 체인무늬 (실버) 꽃무늬 (실버) 제품 및 시공사진 - 해동중공업(주) 신축공장 내부계단
Chained (silver) and flower patterned (silver) embossing pipe product and construction photo – Inner stairs at the new-built factory of Haedong Heavy Industries Co., Ltd.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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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Embossing Pipe 4342 HAEDONG42 HAEDONG

엠보싱파이프 큰다이어무늬 (골드, 실버) 제품 및 시공사진 - 해동중공업(주) 신축공장 내부계단 
Product and construction photos of Embossing Pipe Large Diamond Pattern (Gold, Silver) Inner stairs at the new-bult factory of Haedong Heavy Industries Co., Ltd.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엠보싱파이프 빗살무늬 (골드, 실버) 제품 및 시공사진 - 해동중공업(주) 신축공장 내부계단 
Product and construction photos of Embossing Pipe Comb Pattern (Gold, Silver) Inner stairs at the new-bult factory of Haedong Heavy Industries Co., Ltd.

STAINLESS EMBOSSING PIPE(스테인리스 엠보싱 파이프)



H i g h  T e c h n o l o g y  H A E  D O N G

STS Embossing Pipe 4544 HAEDONG

TUNGSTEN NON-SLIP(미끄럼방지) 설치현황 Installation Status

급식소의 환경 유해조건 개선
Improvement of hazardous condition
•트랜치커버와 바닥면의 틈으로 음식찌꺼기 유입되어 악취발생
•텅스텐 논슬립 설치
•A canteen has noisome odor because 

food waste flow into trench cover and
•Tungsten non-slip is installed

적용 Application
•물기 및 유분이 많은 조리실 급식실 바닥
•국솥, 튀김솥등의 주변
•한장소에서 지속적인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바닥면
•작업을 수행하는 미끄러운 이동통로 또는 경사면
•Wet and oily kitchens, canteen floors
•Around soup pots, fry pots
•Floor surfaces where continuous hard work

is performed in one place
•Slippery passage or incline where work is performed

타일형논슬립 Tile-type Non-slip
•목욕탕, 화장실, 주방(식당), 
현관 등 미끄러운곳에 
설치가능.

•This product can be 
installed in slippery 
places like bathroom, 
restroom, kitchen 
(dining room) and 
entrance door.

스틸그레이팅 일체형(용접식)
Integration with steel grating (welding type)

FE 철계 텅스텐 논슬립
Fe Iron Tungsten Non-slip

국내 전 공항, 비행기 탑승계단 및 탑승교
볼보 포크레인(특장차), 버스·트럭
(승합차·화물차)등에 설치한
텅스텐 NON-SLIP
(미끄럼방지)
Tungsten Non-slip installed on stairs of airplanes
at all domestic airports, Volvo forklifts (special
vehicles), and buses and trucks (vans, freight
vehicles)

국내 전 공항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반 영구적인 
미끄럼방지용으로 미끄러운 곳 어디에나 적용가능
This semi-permanent non-slip product is installed 
at all domestic airports and can be applied to any
slippery places

•신기술(발명특허 제0778652호)을 이용한 공법으로서 강도가 높은 
텅스텐 파우다를 융착하여 미끄럼방지 기능을 극대화시킨 제품임.

•초경 미립자가 강력한 논슬립 상태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하여 
비가오나 눈이오나 기름을 사용하는 작업환경에도 최상의 안전성을 
보장함.

•PVC논슬립 및 축광논슬립은 소비자가 색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기본 모델 이외에, 고객이 원하는 무늬, 폭, 길이도 주문제작이 가능함.

• As a method based on new technology (invention patent no.
0778652), this product maximized the slip prevention function
through welding of high strength tungsten powder.Wet 

• Strong non-slip state is semi-permanently maintained by ultra-light
particles, guaranteeing highest degree of safety under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such as snow, rain and oil use.

• The consumer can freely change color of PVC non-slip and
phosphorescent non-slip.

• Pattern, width and length can also be changed from
the default models as wanted by the customer 

건물 계단, 아파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텅스텐 논슬립
Tungsten non-slip used semi-permanently on building stairs
and in apartments

버스 계단턱에 설치된 텅스텐 논슬립
The Tungsten Non-Slip installed on bus stairs

철구조물 (버스, 중기, 구조물)
계단턱 텅스텐 초경 논슬립(미끄럼 방지)
Ultralight Non-Slip (slip prevention)
for steel structure stairs(bus, heavy equipment, structure)

SWT-06(타일용)
SWT 100x100

SWT-07(타일용)
SWT 76x76

GWO-02 SWO-03 SWO-04 SW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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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측정 장비 Various measuring equipment

❖ 본사 사무실 전경
Panoramic view of headquarters office

❖ 금속재료 시험 측정기
Metal material testing and measuring instruments

❖ 공구실
Tool room

❖ 정밀측정기 보관실
Precision measuring instrument storage room

❖ 각종 경도계 Various hardness testers

3차원 측정기
3-dimensional measuring
instrument

금속 만능 시험기(인장 테스트)
Universal metal tester (tensile test)

1. Nondestructive(NDT시험계)
2. Ultrasonic Thickness Meter
3. Airbone perticle Counter(Hiac/Royco)

1. Rockwell Harchess Tester
2.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

3. Shore Hardness Tester
4. Eddy Current Tester(외류 탐상검사기)

1. Dryibg Oven 2. 시편 Pollsher Machine
3. 시편 Mounting Press

해동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제20031792호) 
Registered as compan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of Haedong (No. 20031792)

최첨단 가술의 초석이 되고자 미래를 향해 달려온 해동산업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여 왔으며,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첨단시설의 정비와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나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였고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코자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Haedong Industries has been working towards the future to lay the founda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y, showing
remarkable growth based on the trust of customers. We possess maintenance and measuring equipment at highly
advanced facilities prepared to gain new competitiveness. We have made active investment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production of better products, and we are trying our best to grow into a global enterprise.

완벽한 품질과 무결점 서비스 Perfect quality and zero-defect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