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회사 이름: IMH Szerelőipari Kft.  

설립:                        1991  

상무이사:                   Szabó Ferenc   

주소:  1223 Budapest, Nagytétényi út 180-196 – 본사 

2400 Dunaújváros, Kossuth Lajos út 16. – 엔지니어 사무소 

2400 Dunaújváros, Verebély László utca 14. – 작업실 

2457 Adony, Mátyás Király út 1. – 작업실  

연락처:  +36 25 410 612 +36 
30 946 6711 
imh.kft@chello.hu  

주요사업내역:  

• 기술적 배관 시스템제조와 설비  

• 압력 시스템 제조와 설비,탱크  

• 가스 시스템 설비  

• 산업기계 설비와 정비  

• 철강구조물 제작과 설비 

• 특수 기계 제작과 설비  

주요 건설 내역 

• 제지 산업  

• 폐기물 처리 산업  

• 발전소  

• 화학산업  

• 식품산업  

• 석유와 가스산업  

• 의약품 산업  

• 자동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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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설비 내역 
BMW Regensburg 06.10 공장, 30.5 차체 제작 홀  /2013/  

  

- 난방과 냉방 센터 설치 

- 난방과 냉방 파이프 시스템 설치 

- 위생시설 설치 

BMW Dingolfing 02.40 공장, 34.0 차체 제작 홀/2013/  

- 급수와 소방 용수 시스템의 전체 설치  

- 빗물 및 하수 배수관 전체 설치  

- 위생시설 설비 

Audi Ingolstadt A1,-A30,-A36 차체 제작 홀/2013/  

- 난방 냉방 시스템 전체 시설 설치 

- 위생시설 설비  

MAN Augsburg PST25-27  테스팅 스테이션/2015-2016 기술적 구현 

- 냉난방, 정유, 연료, 압축공기 및 급수시스템의 파이프 설비 작업 

Telehaus Frankfurt /2016/  

-냉각 장치와 냉각 센터 전체 설비 



  

  

  

제지 사업 설비 내역 
Hamburger Hungária Kft. - Dunaújváros /2007-2019/  

- 스테인리스 통풍관 제조와 설비  

- PM3 스트림 리시버와 새로운 PM7 스트림 서플라이어 사이  

DN 250 스트림 배관 설치 

- PM7 기계 -  스팀과 응측수 파이프 시스템 전체 설비 

- 발전소 파이프 브리지 (섹션 A – B)공사와 철강구조물 현장 

조립  

- DN800 스팀과 DN150 응측수 배관 설치  

- PM7 중앙 윤활 시스템 설치  

- 파이프라인 공장과 보일러하우스 사이 바이오 가스 배관 공사 (전기, 제어기술, 배관, 단열)  

- HH 발전소 - HVAC 시스템 공사 

Hamburger Dunaújváros Kft. - Dunaújváros /2014/  

- 접착 압착기 대체 작업  

- 접착 스테이션 배관 작업 

- 난방스테이션 건설과 접착제 배관 관련 작업 



  

  

Dunafin Zrt. - Dunaújváros /2010-2019/  

- 새로운 펄퍼 기술 배관 공사 (DN15-DN350).  

- 2010 년 부터 계속된 유지관리 

-  250 m3  신 브로크 체스트 탱크 배관 작업 

- Vajda Papír Kft.- Dunaföldvár /2017-2019/  

-새로운 화장지 기계 의 기술적 배관 작업, 탱크 

건설과 제지 기계 조립  

  

발전소 설비 내역  
Mátra Erőmű Zrt. - Visonta /2006/  

 - 4. 와 5. 블록 히팅 시스템 설비  

Kalorcenter Kft. - Székesfehérvár és Budapest /2010/  

- 가스 엔진 가열 공장 Székesfehérvár: 6 개 

Jenbacher, 3,041 MW 전기, 3,101 MW 가스 파워 설치 

기술적 가스 엔진 배관 작업  

- 부다페스트 T-Com 본사 지붕 냉각탑교체와 

그와 관련된 기술적 배관 작업  

ISD Kokszoló Kft. - Dunaújváros /2013/  

- Still-Claus 공장: 메인 배관 교체 /DN 600/열 교환기 설치  

- 부분적 대체 No.2. 세탁 송수관/DN500/.  

MOL Zrt. - Százhalombatta /2016/  

-DMHCK (HDS plant) Revam 프로젝트 t  - 파이프 공사  



  

  

ISD Power Kft. - Dunaújváros /2017-2019/  

- VII.-VIII 보일러 뒤의 DN2000 사이즈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 교체작업 

- 새로운 승강기 기둥과 가스 토치 커버의       

제조와 설치  

- I.-VI.보일러 사이 폐기물 파이프라인 교체작업  

- 보일러 뒤의  DN2000 사이즈 개스파이프라인 

교체작업 

  

ISD Dunaferr Zrt. - Dunaújváros /2010-2019/  

- 철 제련소 - 2. 재건축 구축–  냉각 판과 디바이더 연결 작업 ,차단 밸브 교체  

- 2010 년부터 OKG-130 보일러 멤브레인 월의 관리와 교체 

- FAM I.-II. 의 정기적인 보수, 철 롤러 장비  

화학 시설 설비 내역 
Richter Gedeon Zrt. - Budapest and Dorog /2007/  

-  냉각 공장 확장공사, 신 배관 설치  

- 식물성 유닛에 탱크 팜 설치, 기존 기술과 연계해 배관 

시스템 완성 

- Dorog 의 3500 m3/일 용량 초가 적재 공장: 1.4301 강철  

XXIV/2. 에어레이션 탱크 DN 500 연결, 교체, 보강 현장실행작업   

- 에너지 센터 냉각 유닛 기술적 설비  

- 1 차, 2 차 파이프서포트 제조와 여러 관련 작업 

 (채색, 비계, NDT 용접 시험 )  

  



  

  

Péti Nitrogénművek Zrt. - Pét /2007/  

- 돌로마이트 소재 공압 수송 시스템 시공 

- AHM Motor Zrt. - AUDI - Győr /2012/  

- G1-G10 halls. 사이의  오일 파이프라인 공사 

- G-1, G-10, G-20, G-40 홀 공사: 압축공기, 냉각, 냉수와 난방 공급장치  

- V6-V10 동력계 기술 파이프라인의 제조 및 설치작업  

HUNGRANA Kft. - Szabadegyháza /2011/   

- 컨테이너 형 트럭충전시스템과 관련 배관설비공사  

- 바이오 에탄올 공장 확장 - I-II. 단계 관련 설비와 기술적 

배관 작업  

- 인라인 혼합 장치 확장-설치 및 기술 파이프 피팅 작업  

- 냉각타워 교체와 기술적 파이프 라인 설치 

  

한국-유영 엔지니어링 헝가리 Kft. - Dunaújváros /2007/  

- 기술적 공급파이프와  불카나이징 기계를 위한 튜브 터널 공사 

- 불카나이징 기계 78 피이스  전체 배관  

- 튜브터널안으로 사다리 제조  

-  TBM 생고무 기계 20 개 피이스 연결 

  



  

  

Pannon Növényolajgyártó Kft. - Foktő  /2015-2019/  

- 030 공장 – 전체 식물성 기름 파이프 시스템용 파이프 변경과 

교체  

- 030 와 050 공장 매년 관리 작업 

- 펠릿화 공장–증기 가열 식 탱크 맨틀의 설치  

- 컨디셔너 흡입기 부분 교체– DN700, 1.4301.  

  

  

  
Pannonia Bio Zrt. - Dunaföldvár /2012-2019/  

- 정지 시간 내 유지보수 작업 실행  

- 증기발생기 설치, 증기와 응축수 시스템 설비  

- T-2 탱크 분리 배관 공사와  철도 충전 공장/EX/.  

  

  

  

  

  



  

  

식품 업 설비 내역 
DREHER Sörgyárak Zrt. - Budapest /2001-2010/  

- 조리 공장에 DN300 증기 및 응축수 파이프라인 시스템 설치.  

     9-13. 저장고의 전체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시스템 설치 

양조 라인 /DN15-DN300/ 전체 재건과 디자인 

- Ászok- 와 Welhoener 와인 저장고 재건과 배관 공사.  

- 스테인리스 파이프 랙  내, 외부 제작과 설비 

- CIP 시스템 연결 작업 PET 생산라인.  

- 이산화탄소 시스템 설비  

- 보틀링 공장의  새로운 난방과 환기시스템 설치  

- 7 번째 공장 보틀링 홀의 난방과 환기시스템설치  

- 노후 수 연화제 해체 및 신수 연화제 시행 작업 

- Hungarovin Zrt. - Henkell & Söhnlein Hungaria Kft. - Budapest /2001-2006/  

- 신 정유공장의 전면 공사와 리커 파이프라인 

연결공사 (Törley 샴페인 공장)  

- Etyek 포도 가공공장 자동화 (Törley  샴페인 공장) 

- 부다페스트에서 탱크 베어링 강철 구조물의 

생산 및 설치(Törley 샴페인 공장)  

- 샴페인 저장, 숙성 탱크 홀, 샴페인 작업 홀과 

보틀링홀 기술적 파이프 라인 설비 

 HUNGRANA Kft. - Szabadegyháza /1997-2015/  

-  전분과 설탕 생산공장/DN15-DN400/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 라인 작업 

- 1500m3 스테인리스 스틸 저장탱크의 제조, 설비, 배관, 단열 처리 



  

  

Törley Pezsgőpincészet Kft. - Budapest /2016/ -

탱크 파크 A-209 의 이동과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