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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주)한진펌프 제품을 항상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수중펌프 전문 제조업체로써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변함 없는 고객의 깊으신 사랑속에서 저희 (주)한진펌프는 KS표시허가, ISO9001 인증 취득 
등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공인받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남아, 
유럽 등에 많은 수출실적을 올림으로써 세계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발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작은 불만에도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사전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한진펌프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진펌프 대표이사
김 영 운



1988 - 1994 1995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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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기계제작소 설립

» 공사용 수중펌프 생산(1-30마력)

» 배수용 수중펌프 생산(1-20마력)

» 고양정 수중펌프 생산(30-50마력)

» 교반기 내부반송펌프 폭기기 생산(1-30마력)

» 주식회사 한진펌프로 법인 전환

» 수중에어펌프 개발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 공장 이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대용량 수중펌프 생산(30-200마력)

» KS표시허가 취득(KS B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 샌드펌프(HSP) 해외 수출 시작(미국, 이집트, 몰디브,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기술지도 우수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00 - 2005 2006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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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업협동조합 가입(경기 인천지부)

» BS EN ISO9002, KSA9002 인증 취득

» BVQI ISO9001 인증 취득

» 김포공장 신축 이전(김포시 대곶면)

» 이노비즈 기업선정

» 혁신경영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 ISO 14001 취득

» MAIN BIZ 경영혁신 중소기업 획득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 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과제 수탁/특허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사업 선정/특허



효율성 증가 고효율 모터 버전에는 혁신적인 회전자 기술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모터는 길어진 수명과 최적화된 설계로 장비 자체의 안정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신형 모터는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엄격한 품질 표준에 적합합니다.
한진펌프는 수중펌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 등급 IE2에 해당하는 이 모터는 기존 전동기에 비해 작지만
표준 모터의 출력은 더욱더 우수합니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지경부고시)에 
의거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효율전동기(IE2)의 효율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S C IEC 60034-2-1에 따라 테스트 완료)

IE 효율 등급은 다음 규칙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IE = International Efficiency)
> IE1(표준 효율)
> IE2(고효율)
> IE3(프리미엄 효율)
> IE4(수퍼 프리미엄 효율)

HIGH EFFICIENCY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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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효율 등급 IE4
IE3
IE2
IE1EFF 2

IEC 모터 NEMA 모터

EFF 1

표준 효율

고효율

프리미엄
효율

슈퍼 프리미엄
효율

NEMA 프리미엄 효율
EISA 2007
2010년 12월 이후
NEMA 에너지 효율
EISA 2007
2010년 12월 이후

*IECITS 60034-31 에 정의

한국 고효율 인증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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