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ger Hydraulics Korea Ltd.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

Your Partner for Complete Solutions

Hunger Hydraulics Korea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 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고객, 시장이 요구하는 Engineering 에서부터 관련 기기류의 공급,
Commissioning / Site Installation과 Project Management 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세라믹 / Stainless steel 특수코팅
Cylinder 및 유압시스템, Offshore Package, CRA Pipe, WHCP, HIPPS System, Sampling Panel, TUTU, 해저
탐사용 Lighting & Camera System 등의 제품을 주요 산업군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유압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부품 품질과 시스템의 제조에 필수적인 생산 및 제품 노하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경험 및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이 당면한 문제해결 및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의 제품 및 서비스는 엄격한 Hunger의 품질 기준을 거쳐,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가격, 품질,
납기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으며, 완벽한 품질 보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귀사의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와 기술로 항상
귀하(사)의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unger Hydraulics Korea Ltd.

is a company supplying various related business fields such as
engineering, commissioning / site installation and project management from the engineering to the customer and
market, ceramic / stainless special coating cylinder and hydraulic system, offshore package, CRA pipe, WHCP,
HIPPS System, Sampling Panel, TUTU, Underwater Light, Camera System and other products to major industries.
We are total solution provider based on our accumulated experience and performance.
Our experience in all aspects of hydraulics is incorporated in the terms of application expertise into the
development of customer-specific problem solutions and is also expressed in the Hunger product and production
knowhow, which is essential for the manufacture of components and systems at the highest quality level.
Hunger Hydraulics Korea's products and services go through strict Hunger quality standards to meet the price,
quality and delivery times required by customers and continue to strive for a complete quality assurance.
Hunger Hydraulics Korea is ready to meet your needs for a reliable, advanced technologies system as your
business partner.

Hunger Group
1945년에 설립된 Hunger Group은 오늘날에는 유압 및 자동차 분야
중심의 다양한 솔루션제공을 핵심분야로 하고 있으며, 유압사업의 주요
분야로는 실런더, 씰, 연마재, 기계 및 HPU 등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르는
시운전 및 수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Hunger Group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 및 실적을 바탕으로 유압분야의
모든 측면에서 고객이 당면한 문제해결 및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압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부품 품질과 시스템의
제조에 필수적인 생산 및 제품 노하우로 이어져 있습니다.
Hunger Group은 유럽, 북미, 한국, 중국, 인도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지역은 Hunger Group의 Worldwide Sales
Networks를 통하여 고객의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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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er Hydraulics Korea
Major Products
•Hydraulic Cylinder
(Ceramic / Stainless Steel Rod Coated)
•Rotary Actuators / Distributor
•Hunger Seal / Spherical Bearing, Valves
•Hydraulic Power Unit (HPU), Components
•Pump, Motor, Valves, Ball Valves, Gauges
•Hydraulic Filter, Elements, Sensors
•Hydraulic Accumulator
•Particle Counter, Filter carter, Measurements

•Gear Box, Swivel Flanges, Fittings
•CRA Pipe, Alloy Tube / Pipe
•Deep Sea, Underwater Lighting
Camera System
•Oil & Gas, Offshore Package
•WHCP, HIPPS, TUTU, Sampling System,
Heli-Refueling, Chemical Injection System
•Non-Welding Tubing (with VOSS System)
•Flushing Service and Site Installation

Main Application
•Offshore / Marine, Oil & Gas, Sub Sea / Ship Construction
•Naval, Defense
•Civil Engineering, Water Level Control & Flood Protection
•Press Construction / Machine Tool
•Steel Mill & Aluminum Casting
•Material Handling & Mobile Hydraulics
•Aerospace, Power Plant, Nuclear Decommissioning
•Alternative Energy / Environmental Technology
•Petrochemical / General Industry

N-line / Wire-line Tensioner System

Naval Defense

Civil Engineering / Steel Mill

Aviation HPU & Landing Gear System

Aluminum Casting Cylinder

Hydraulic Power Unit & System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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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er Technology
With Special Coating Cylinder Engineering
현대식 N-Line Tensioner 는 해상의 선박에 Setting된 장력을 보정하고 파도에 의한
피치와 같은 선박의 움직임으로 부터 drilling장비의 위치를 보정하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실린더와 해수가 직접 접촉이 되어도 녹발생 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Bore diameter : 560mm
•Stroke 15,240mm
Certification according to DNV lifting appliances 2008, DNV standard for
certification No. 2.9 hydraulic cylinders and DNV offshore standard
E10 /D101
•Ultra plate Coating

N-line Tensioner Cylinder
각종 선박 및 장비에서 Knuckle Boom 크레인에 Hunger Cylinder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특히 거친 날씨 조건에서 리프팅시 스윙 하중의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Different corrosion resistant rod coatings are available, exactly
adjusted to the application in question (Ni/Cr layer, thermic
sprayed Carbides and Oxides or Ultra plate coating)
•Cylinder components, critical regarding corrosion, are special
treated to optimize corrosion resistance
•Cylinders designed for high working pressure over 400bar

Knuckle Boom Crane Cylinders
Pilling Barge Cylinder는 작업용 바지선에서 램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바지선을 사용하여 최대 100미터 길이의 콘크리트-강철 기둥을 교량의 건설에
해저 타공으로 사용합니다.

•Bore diameter : 800~1,150mm
•Rod diameter : 500~750mm
•Stroke : 12,000~14,500mm
•Load capacity : up to 1,600t
•Cylinder weight : up to 100t

Pilling Barge Cylinders
수직 주조 실린더, Furnace 틸팅, 도어, 잠금 및 Casting 실린더 및 적절한 유압
파워 팩 및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Casting weight : up to 250t
•Casting stroke : up to 15,000
•Max. plunger diameter : ＞ 1,000mm
•Anti-rotation accurancy over total stroke: ＞± 4 min for plunger cylinder
•Piston rod coating : Ceraplate
•Hydraulic fluid : Mineral oils, synthetic esters, water-glycols etc.
(For example HLP32, ShellIrus D46, Quintolubric)

Aluminum Casting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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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er Technology
With Special Coating Cylinder Engineering
CMCE-(Crown Mounted Compensation and Equalization) 실린더는 System의
수직 운동을 보상하는 Derrik 상에 설치되고 상대적으로 Drilling Rig가 지면에 고정되어
2개의 Main 실린더와 2개의 실린더를 항상 평행하게 유지시켜 작동 하게 합니다.
각 실린더는 파도의 파고따라 평행을 유지 시키며 이를 위하여 최대 2m/sec의 속도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CMCE main Cylinder (example)
•Bore diameter : 480mm
•Rod diameter : 420mm
•Stroke : 8,890mm

CMCE / DAPC System
(Crown Mounted Compensation & Equalization)
Hunger Hydraulic Cylinder 뿐만 아니라 hydraulic 구동 및 제어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이동식 소방 시설과 선박에 사용되었습니다.
Hunger사는 관련 전체 System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Can be designed in five staged sizes and as one, two or three staged
hydraulic cylinder
•Stroke heights of up to 15m
•Extinguishing agent of up to 20,000l/min

Fire Fighting System
LEBUS Grooving System은 와이어 로프 또는 전기 기계식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
모든 유형의 호이 스팅 드럼에 특별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LEBUS Slew는 지정된 크기의 와이어 로프와 플랜지에서 케이블로의 적절한 이동 및
간격을 적절하게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3단 이상의 Spooling System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Material–Cylindrical, Steel, Fiberglass, Aluminum
•Size Range–3Inch to over 18 feet in diameter and
4 to 144 inches (or more) in width.

Wire Rope Spooling System
피스톤 Rod의 플라스틱 컨파운드 디자인과 Ceraplate 코팅의 Piston Rod와
Spherical bearing으로 제작된 실린더로 세상에서 가장 큰 Gate를 작동 시키며,
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Hunger Ultra Plate Piston Rod 코팅의 실린더는 약 11개월 동안 완전히 해저,
해수 내에서도 Spherical bearing의 Free Maintenance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Size : Ø800×320×11800mm
•Coating : UltraPlate, Ceraplate
•Dam : Cylinder, HPU, Control system, Electronic Control system.

Wave Energy / Dam System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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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orducts of Hunger Technology
Hunger Rotary Actuator는 회전 운동이 일정한 Momentum에 필요한 모든 기술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단일 및 이중 Piston Rotary Actuator는 Parameters
최적화를 실시하였고, 표준 및 190,000Nm 와 720°선회 각도의 특별한 구조물을
수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Rotary Actuators

•High torques up to 50,000 Nm
•Swivel angle up to 720°with adjustable swivel angle limit and
final position damping
•Primary shaft one–or both-sided with feather keys, spline
gearing or EV-gearing (DIN5480)
•Flange or foot fixture

Hunger에서는 2가지 Rotary Distributor가 생산됩니다. 첫 번째로, 저속 회전 및 선회
운동을 위해, Hunger Rotary Seal을 장착하여, 1.5M/sec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Seal을 장착한 분리 되어진 채널로 가스와 액체, 각기 다른 part를 동시에 전송
합니다. T형 타워 크레인 및 굴삭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응용 분야입니다. 두번째로,
Rotor 및 Stator 뿐만 아니라 누설 채널 간의 Gap Sealing 처리하여 고속회전 시스템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6.0M / sec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Mineral oil : 250bar
•Grease : 400bar
•Argon : 26bar

•Phosphate Ester : 250bar
•Compressed air : 16bar

Rotary Distributor
직경 20mm에서 1,000mm사이가 표준 크기이며, 소량 또는 대량으로 특별 생산이
가능합니다. Hunger Bearing의 특별한 품질은 고급 재료 및 코팅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Stainless Steel, 청동 또는 플라스틱이 사용되기도 하며,
탄성 Wiper Rings Bearing을 포함 일반적인 설계는 슬라이딩면의 오염을 방지하고,
최적의 수명과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Spherical Bearing

•Outer and inner bearing ring made of stainless steels
(by request, special steels are also available)
•H-Glide : sliding layer glued to the outer ring
•Optional : special seal with high-performance plastics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30°to +90°C

Pre-Filling Valves는 높은 압력에도 Cylinder 누유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
Hunger Pressure Valves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또는 Hydro System 내의
압력을 유지, 보호하며, Flow Control Valves는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액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됩니다.
액체가 반대 방향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동안에 Hunger Non-Return Valves는
한 방향으로 액체의 유동을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Valves (Check, Filling Pre-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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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installation for flanges in accordance with DINE2633
•Nominal size : DN250, DN350, DN400
•Nominal pressure : 1-3 bar
•1 throttle each to adjust the opening and closing speeds

Major Porducts of Hunger Technology
Hunger사의 Hydraulic Power Unit 및 Hydraulic 전기 제어 장치의 생산이 가능하며,
이러한 Solution은 오랜기간 동안 전 세계 고객에 의해 좋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Hunger사는 모든 규모의 공장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50~700bar,
5,000L/min의 펌프 이송 속도와 더불어 10,000L의 일반적인 Volume의
Power uni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esign / Production
•Hydraulic Manifolds
•Control System & Lubrication

Hydraulics Power Units
Hunger Hydraulics Korea는 모든 환경과 예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 된 Rod 코팅을 제공합니다.
Hunger는 고전적인 경질 크롬 및 크롬-니켈 도금 외에도 플라스틱 코팅 인
Cera plate와 PTA (Plasma Transferred Arc) 코팅 인 Ultra plate 등을
제공합니다.

•Hard chrome plating
•Chrome composite coating
•Ceraplate coating
•Ultraplate coating
•Others

Special Coating Rod

Hunger Seal
Rod seal 경우, 가능한 낮은 Leakage의 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Leakage 외에 Cylinder의 정확한 위치 제어 경우, 현대
Hydraulic Seal 설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Cylinder의 떨림 없는 작동이 가능하며,
이것은 오늘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Seal 및 Bearing 요소도
가장 낮은 속도로 부드럽고 조용한 움직임 즉, Stick-Slip-Free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Full functionality in an unpressurised state due to the
pretension of the sealing lips
•Long service life of the sealing system
•Permanent stick-slip-free running.
•High seal in static and dynamic application
•Simple snap-in installation
•Low & High temperature
Hunger Seal은 특히, 특수한 Solution이나 큰 Size등의
특화된 기술 또는 System에서 더욱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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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 Waste management
Package for Navy, Marine / Offshore
선상 소각장의 목적은 최신 IMO 규정을 강화됨으로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드에
생성 된 고체 및 / 또는 슬러지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Wide range of capacities from 100.000 to 1.000.000kcal/h
•Non-flareback sluice for solid
•Waste continuous feeding available
•Solid waste and sludge can be burned simultaneously
•Fully automatic control
•Reliability and simplicity in operation.

Marine Incinerator
유수 분리기의 주요 목적은 선박의 Bilge에서 나오는 유성수와 탄화수소를 분리하고 IMO
MEPC 107 (49) 규정에 따라 선외로 배출 될 수있는 청정 유출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Wide range of capacities. From 0,5m3/h to 12.5m3/h
•Suction type pump to avoid emulsions.
•No high speed moving parts which result in less maintenance
and lower costs
•Customized designs for Offshore and Military applications

Oily Water Separators
수명이 긴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Detegasa는 하수 처리 규정과 엄격한 표기법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하수 처리 시스템 솔루션은 환경
보호에 최신 혁신 기술을 도입 할 수있는 끊임없는 연구개발 간단한 조작 및 작은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wage Treatment

•Simple operation and low maintenance
•Low price of spare parts and consumables
•Higher life expectance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in operation
•Fully automatic system designed for low maintance
•Can perform satisfactorily with waste water collected either by gravity or vacuum
•No odor emissions due to biological process

Merchant, Navy 및 Offshore 어플리케이션 용 고품질 압력 세트 상선, 해양 및 해군
선박에 대한 Hydrophore Group 및 Water Heater를 수십 년 동안 공급하는 것이
Detegasa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최고의 증거입니다.
고도의 다양성을 갖춘 엔지니어 팀 덕분에 회사는 용량, 전압, 주변 조건 및 기타 여러
제약 사항 및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을 사용자 요구에 맞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Hydrophor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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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customizable design, with option for skid mounted equipment,
modular solutions or single units.
•Taylor made solutions, to comply with several requirements such as
ATEX, shock, noise, vibration, etc.
•Stainless steel AISI 316L or hot dip galvanized steel shell
•First Class components

Package for Oil / Gas
TUTU는 Platform 또는 FPSO의 Topside Utility 장비와 주요 Umbilical 사이의
신뢰성과 견고한 Interface를 제공 합니다.
본 Unit은 물 / Glycol 또는 Mineral Oil, 전기신호 광섬유 통신과 같은 유압유체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유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TU (Topside Umbilical Termination Unit)

HIPPS (High Integrity Pressure Protection System) System은 Oil과 Gas를
위한 장치이며 SIL Rate 1-4까지로서 SIS 및 Dual Electronic 공급등에 IEC61508,
IEC61511에 따른 디자인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HIPPS

Stream에 화학 물질을 주입하는 것은 화학시스템의 작동 상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정확한 주입을 위해서, 유량과 주입 압력과 같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되며, 완전한 화학물질 주입 또는 화학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과 수송을 위한
준비 장치인 Skid 장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의 옵션은 원격 판독 송신기와 측정 도구, 조절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Chemical Injection

헬리콥터 급유 시스템은 Portable 항공기 급유 탱크에 연료를 저장하고,
여과 요소 덕분에 정제된 급유를 항공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most recognized
Classification Societies.
•Suitable for JET A-1, JP5, JP8, AVCAT, TR1 and other different
kind of military fuels.
•Explosion-proof components.
•Re-fueling system available.

Helicopter Refueling System
Oil (수분함량,점도, Oil의 화학적 구성 등)의 정확한 품질의 정의를 위하여 자동
Sampling의 검사 및 Allocations은 이송관에서의 견본 추출의 방법이 사용 되어집니다.
Sampling의 대상물에 따라 다양한 Allocations의 Sampling System 및 다양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의 디자인 및 제작 공급이 가능합니다.

Sampling System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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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for Oil / Gas
WHCP은 생산 Platform이나 생산위치에서 안전 System의 주요 Part이며 Panel은
유압과 제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압의 제공에 의하여 Xmas Tree 밸브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가능케 합니다.
또 한 Xmas Tree 밸브 on/off는 대부분 유·공압 Actuator로 작동됩니다.

WHCP

Package for Fluid / Motion Control Sensor / Measurement
모듈식 및 스크류 식 카트리지 밸브의 두 가지 라인을 제공합니다.
스풀 버전, 솔레노이드 코일 (전압) 및 단자가 다른 다양한 설계가 고정식 및 이동식
기계 및 장비의 유압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ave money due to weight-optimized design
•Modular valves sizes CETOP 02/03 to CETOP 05
•Screw-in valves sizes ¾-16 UNF and ⅞-14 UNF
•High variety of electrical terminals (DIN, AMP JET, Deutsch DT04, flying
leads) Surface finish options for 240h and 760h salt spray protection

Valve
유압 및 윤활 시스템과 함께 정교한 필터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구현 한 솔루션의 범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적용 가능 합니다.

•Hydraulic and lubrication systems with up to 500h service life
•Low and medium specified systems with low cold start
requirements and flow dynamics
•Dirt holding capacity is approx. 40% lower, compared with
EXAPORÆ MAX 2*n 500 h recommended service life

Filtration
작동(유) 상태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체 모니터링의 핵심
기능입니다.
Argo-Hytos, Hunger의 센서 및 측정 기술은 이러한 작업 범위를 정확하게 목표로
합니다. 유체 모니터링 제품은 실험실 조건에서 시료의 분석은 물론 System작동 중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및 시스템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Display Particle measurement : ISO, SAE, NAS, GOST
•In addition relative humidity and oil temperature display
•Operating pressure : 5~320bar

Sensor &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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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for Fluid & Motion Control
Sensor / Measurement
간편하고 컴팩트하며 인체 공학적 오일 서비스 유닛 유압 또는 윤활 시스템은 필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Offline으로 Oil 이송시 Filtering으로 Oil의 청정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한 크기와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작업 공간에서도 쉽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Fluid Management

•Nominal flow rate : 45l/min •Dirt capacity Min. at Q : 1.950g
•Voltage : 3~460V 60Hz
•Connection A Inlet : G1¼
•Connection B Outlet : G1
•Tank capacity : From 500L~5000L / Weight : 76kg
Desiccant에 의한 건조, 필터 엘리먼트에 의한 공기 정화, 습기 방지 밸브에 의한
건조제의 보호, 유지 보수 기간 연장을 위한 자가재생의 기능으로 유압 탱크로부터의
오일입자 누유가 없으며, 습기로부터의 유압 작동유를 보호합니다.

Adsorber Filter

•Recommended air flow rate : 260~1250 l/min
•Filter : 3μm
•Temperature : -40~+70°C

방대한 압력 범위 및 차압 게이지를 제공합니다. 최적의 솔루션과 가장 넓은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Bourdon Tube, 다이어프램 요소 및 캡슐 요소 기술의 측정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업 및 공정 장비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구리 합금,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특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uplex, super duplex)

Ultra High Pressure Special Gauge

• Size : 63, 100, 200, 250, and 300mm
• Bezel : Brass lacquered finish
• Pressure : 0~4000bar

UnderWater Camera & Lighting System
Under Water Camera 전용의 고화질 카메라입니다. 그 하우징은 1,000m, 4,000m
또는 6,000m의 작동 깊이로 등급화 된 고품질 티타늄으로 제조됩니다.
카메라에는 고정 초점 광각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Under Water Camera

•HD output-1080i 50/60fps (recommended)
•250 meters transmission distance
•HD quality using standard connectors

•Titanium housing
•1000 meter depth rating

LED-B-SERIES 조명은 0.05kg 무게의 유리한 물리적 특성과 길이가 54mm이고
최대 직경이 31mm 인 작은 ROV에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이 빛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Under Water Light

•Flexible cable reduces drag when in use on pan and tilt units
•The use of over mould cable instead of a connector minimize length
and therefore the clearance area when used on a pand and tilt unit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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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star Piston Motor / Gear Box
모듈 형 유압 모터 및 Planetany 1,500 Nm ~ 6,000,000 Nm의 토크 범위에서
Gear Box는 최신 기계와 대량 생산품으로 연속 생산 됩니다.
또한 입출력 측면에서 다양한 디자인 변형이있어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자료로 다양한 Application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Pressure : 145 to 210bar
•Speed output : 0~1000rpm
•Output torque : 140Nm continuous / 205Nm intermittent
•Displacement : 65cm3

Anti-Noise Vibration Isolation
전문적인 방식으로 펌프에 탄력적인 베어링을 설치하면 주위와 펌프가 진동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 없다면, 건물에서 진동이 전달 될 수 없습니다.
펌프 자체는 외부 진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근의 모든 항목의 서비스 수명이 늘어납니다.
기계 및 건물 (펌프 자체의 것 포함) Anti–Vibration and Noise.

•Longer service life of the pump
•Lower noise levels
•Smoother operation

•Fewer vibrations
•Maintenance-free bearings

Hydraulic Ball Valve / Pump
당사는 고압 볼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니들 밸브 및 체크 밸브를 제공하며, 이 장비들은
제어 제한 및 차단에 우수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주요 장비에 각각 이런 노하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처리 시간으로 48시간 이내에 시리즈 제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Way, 3 way, Multi-Way 밸브공급.

•Size : DN4(1/8) to DN200(8”)
•Pressure : Up to 2,000 bar
•Material : Stainless steel, or steel as standard
Special materials as Duplex, Super duplex and Hastelloy.

단일 또는 이중 펌프로 사용 가능하며 산업 유압 시스템에 적합한 베인 펌프는 변위를
제공합니다. 기어 펌프는 유압 시스템에 널리 사용됩니다.
성능은 높은 기계적 및 체적 효율 수준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및 비용 경쟁력으로 보장됩니다.

•7.2cc/rev up to 315 cc/rev •Working pressure : Up to 210 bar
•Speed range : 1,800 rpm
•A wide choice of choice of shafts, flanges and ports are available
complying with SA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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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vel Flange
배관은 단조 스틸 플랜지, 단조 스틸 피팅, 라인 블랭크, Seamless 압연 링, 엔지니어링
단조 및 기타 단조 제품의 제조 /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모든 유형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 할 수있는 용접 서비스 및 제품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ype : Welding Neck, Blind, Slip-on, Lap Joint etc…
•CRA CLADDING available on all kind of surfaces.
•Single source, 1mill, for the BASE MATERIAL
•(Flanges, blanks, forgings) and CLADDING ensuring the best quality and service

Non-Welding Tube / Pipe
Voss Fluid는 유압 연결 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아연-니켈 기반의 VOSS 코트 부식 방지를
표준으로 포괄적인 제품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용접 없이 배관이 가능한 System으로
O-링 씰이있는 튜브 커플 링은 기계 분야 및 다른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Pressure : Up to 800bar
•Now Welding Tube

Non-Welding Tube Couplings

VOSS ZAKO 시스템 플랜지 커플 링은 최대한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신뢰성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하는 응용 분야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10°의 Flare 원리를 기반으로하며 SAE 레이아웃과 사각형 형태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Non-Welding Flange Couplings

•For tubes with a outside diameter between 16 and 114,3mm
•Standard (250bar) or high pressure (400bar)
•SAE 3000psi / 6000psi and VOSS square flanges
•ZAKO LP as a low pressure system (60bar)
•Flange adapter and deflection blocks
•Tube flange couplings and connection flange couplings

Non-Welding Fitting

VOSS Form 으로 튜브에 VOSS Form-SQR Flare Forming으로 Cold Forming이
가능하게 합니다. 두 공구의 명확한 라벨 표시는 조립 오류를 최소화하고 튜브 끝의
스톱 플레이트는 공작물 배치 오류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가 항상 충분하며,
결함이 있는 커플링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Cold Forming 기계는 우수한 성능과 정밀성으로 Non-Welding 배관시 700bar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Pre-Assembl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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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pecial Material / CRA Pipe
S+C Group은 전 세계적으로 가스 및 스팀 터빈, 수력 발전소 및 원자력
시설에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고 있습니다.
전력 기술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일합니다.

Duplex Stainless Steel Pipe

Cast Nickel Alloy Pipe

당사의 ASTM A519 Gr 4130 Seamless Tubing은 모든 레벨에서 인성
을 강화하고 X, Y 방향 모두에서 탁월한 두께 두께의 기계적 물성 및 강
도를 제공하는 정제 된 미세 입자 구조의 제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A519 Gr 4130, API 5L Grade X52, X60 및 X65에 대한
구조용 스틸 튜브에 대한 모든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CRA (Corrosion
Resistance Alloy) 및 특수 재질의 Pipe / Tube 및 Casting을
제공합니다.

API Pipe
S+C의 원심 형 주조 파이프는 높은 수압과 극한 횡력을 견디며 내 부식성
클래딩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이프의 내경과 외경은 일관되게 정밀합니다.
S+C의 부식 방지 흐름 라인의 부동 표면은 황화수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 방지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성 작동 조건에서 부식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보장하며 S+C의
스테인리스 강 원심 주조 파이프를 수명주기 비용과 관련하여 현명한
대안으로 만듭니다.

Solid CRA Pipes

Alloy / CRA Centrifugally Casting Pipe
for High Corrosion Resistance
Special 제품 부문은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으로 보충 된 수직 및 수평
스핀 캐스팅 부품 및 데드 몰드 캐스팅의 생산을 전문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스펙트럼 범위는
저 합금강에서부터 복잡한 특수강에 이르며, 이를 통해 대체 제조 기술이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 할 수있는 잠재력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핀 주조, 정밀 주조 및 정적 몰드 주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생산 공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다양한 재료와 결합되어 고객의 요구에 완벽하게 맞춘
맞춤형 제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Special Casting Parts
with Alloys

Pelton Rad,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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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brication for Tube / Pipe
Oil Monitoring and Flushing Service
Pre-Fabrication 가장 복잡한 배관 시스템조차도 빠르고 쉽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플랜지가 달린 엘보우, 티셔츠, 리듀서,
어댑터, 밸브 및 호스 엔드의 전체 범위를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Flushing Unit은 배관 설치 후 HPU나 밸브 및 실린더는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 작동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일 플러싱은 이러한 오작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계의 안전한 작동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각 기계 간의 신뢰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OPCom Portable Oil Lab은 유압식 및 윤활 시스템의 오일 청결도와
오일 상태를 빠르고 쉽게 측정 할 수있는 서비스용 이동식 오일 연구소입니다.
당사는 Flushing Service 및 Oil 오염도 측정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Portable Type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lushing Unit & Opcom

Service
당사의 Service and Repair 영역은 당사의 Cylinder 뿐만 아니라 타사의 어떠한
System이나 Cylinder의 수리 및 보수 등으로 고객의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합니다.
현장 방문 수리, 시운전 및 반출정비 수리 등이 가능합니다.

World Wide Service
배관내의 스케일 제거제는 매우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친환경의 액체로 배관의 화학적 손상없이 배관내의 청결 및 하수 등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MR 진공 청소 프로그램은 Loro 및 Blucher 유형의 배관과 같이 진공 상태에서
조이는 조임 조인트가 있는 진공관 라인을 청소하는 전문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De-Scaling
TermoRens Offshore Service는 장비 및 설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명을
크게 연장합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전문가로 현장에서 숙련되어 있으며 짧은 시일 내에 Worldwide에
배치 할 준비가 항상되어 있습니다.

Surface Cleaning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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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Market with Hunger Hydraulics Korea
Offshore / Marine / Oil & Gas Packages
Special Coating Cylinder를 중심으로 Offshore / Marine / Oil & Gas Package 사업에
Hydraulic Equipment System, Fluid and Motion Control, Pre-Fabrication for
Tube & Pipe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wer Plant / Eco- Plant
Special Coating Cylinder 및 Hydraulics Equipment System 을 제공함으로써 Power Plant
시장에 당사의 제품과 기술의 우수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Fluid and Motion Control, Pre-Fabrication for Tube & Pipe 등을
제공함으로 Power Plant / Eco-Plant 완벽한 고객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fense
Optronic Radar System 및, Anti-Nosie & Vibration의 유압 시스템 등 특수 재질의 실린더 및
여타 System 및 기기류 등을 방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Drive Control /
Filtration / Clearance & Monitoring 설비, Offshore Package, 해저 탐사용 Lighting &
Camera System 등의 제품과 다양한 종류 Hydraulics System을 고객사와 함께 디자인하고
Engineering을 제공합니다.

Steel Mill / Press
당사의 Press Cylinder 및 Rotary Distributor 등의 Hydraulics System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Hydraulic Equipment System, Fluid and Motion Control, Pre-Fabrication for Tube
& Pipe 등을 제공함으로 Steel Mill에 대한 완벽한 고객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Civil Engineering & Water level Control System
Civil Engineering & Water level Control System의 대부분 Project는 Dam 이나
Water level Dam의 Gate 개폐장치나 Positioning을 위하여 특수한 Piston Rod의 코팅이나
동조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Project의 특성에 따라 유압 실린더 뿐만 아니라
유압 구동 System과 HPU 그리고 관련 전기 Control System까지의 전체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General Industry & Service
Hunger Hydraulics Korea Ltd. 는 Hunger group의 높은 제품 기술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시장등에
Hunger의 제품과 기술을 고객의 맞춤 및 Project의 최적화등에 초점을 두고 Project Management로
최우선의 고객 Service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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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Hunger Project

Hunger Hydraulic Cylinders for
NASA Crawler Transporter

Hydraulic Power Unit

Hydraulic Cylinder for Wave Energy

Flushing Unit (Oil / Chemical)

Flood Protection Dam

Service & Repair

Aluminum Casting Cylinder

Hydraulic Test Bench

Wave Compensation on Oil Drill Ships
and Platforms

Gauges Panel with Special Material

Gauges Panel Production

Civil Eng. Dam Project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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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All Products of the Hunger Group has Certified by Classifications and can be applied to all related certification.
Various paten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company founder and still and steadily supplemented by new patent enrolments.

Cooperating with us
Hung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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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er Hydraulics Korea
CEO’s Greeting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는 독일 Hunger Group과 합작회사로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관련 기기류 뿐만 아니라 System 및 Solution 제공, Engineering, Production, Commissioning, Project
Management의 Line up으로 방위산업, Offshore / Marine Oil & Gas, 댐 , 발전소, 제철설비, 중장비,
Aerospace, 석유 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 품질 그리고 가격을 제공합니다.
특히, 많은 특수분야의 기술과 Know-how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판매 Service Network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발
전을 뒷바침하는 회사입니다.
급변하는 제반산업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가치와 창의성, 효율을 중시하고 우수한 인재와 고객중심의 경영을 통하여
Global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미래를 향하며 언제나 함께하는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 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허

성

욱

Hunger Hydraulics Korea
Oil & Gas, Offshore Marine
Defense & Aerospace
Power Plant & Energy
Civil Engineering
Steel mill & Aluminum Casting, Press
Mobile & Material Handing
Machine tool & General Industry

Engineering

Manufacturing

Project Management

Commissioning

Hunger Group
▲

▲

▲

Product

Technology

Know-how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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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er Hydraulics Korea Ltd.
Zip Code) 46753
25, Noksansandan 289-ro, Gangseo-gu, Busan, Korea.
BMEA B/D. 3Floor.
Tel : +82-(0)51-972-7110
Fax : +82-(0)51-972-8110
E-mail : info@hunger-hydraulics.co.kr
www.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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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25
부산조선해양기자재빌딩 3층
Tel : +82-(0)51-972-7110
Fax : +82-(0)51-972-8110
E-mail : info@hunger-hydraul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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