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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HANG history is 

1공장 : 전라북도 정읍시 정신로 32(하북동)           5500평
2공장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6길 22-6(하북동)   4500평

1공장

2공장

2001

심리스 & 기술연구소

본사 & 인발

심레스P. 제조장치 특허
벤처기업인증

지경부 사업과제 선정
국무총리 & 지경부장관 표창세창파이프

산업설립
ISO9001

ISO14001

법인설립
무역협회 가입

기업부설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세창스틸 상호변경

이노비즈인증
심레스파이프제조설비도입

(국내최초)

ISO/TS16949인증
생산성향상우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지경부사업과제
최우수과제선정
대통령상수상

중소기업육성
국무총리표창

정읍공장 투자완료
2천만불수출탑

산업기술상
사업화부분 장관상
뿌리기술 전문기업

전북 선도기업
산자부 과제수행 중

전북정읍이전
(본사,연구소)
JIS마크인증

메인비즈인증
1천만불수출탑

2017

CV CAGE(심레스P)
세계일류상품선정

2018

세아베스틸 지분
투자 (35%) 연계사업 협력, 

공동기술 개발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
IATF 16949:2016 인증



SECHANG is 

미국 해외지사
-디트로이트



SECHANG is 



SECHANG is 



Business area (Domestic & World market)



Core technology _ Piercing & Drawing



Core technology _ Hot Piercing

★ 열간피어싱기술을통한심리스파이프제조공정

★ 기존심리스제조방식과의비교

Drilling extrusion Hot Piercing

금속조직 방향성 균일조직

기계적 특성 특정방향 취약 기계적 성질 균일

치수정밀도 우수 매우 우수

생산단가 높음 저렴

응용분야 특수강, 탄소강 특수강, 탄소강, 비철

가격 경쟁력 낮음 높음

제품 내구성 우수 매우 우수

심리스파이프제조과정동영상



Core technology _ Cold Drawing

★ 냉간정밀인발기술을통한 ERW & Seamless 파이프제조공정

설비 보유대수 설비제원

스웨이징기
포인팅기

6 6∼100 Ø

연속 소둔로
무산화 소둔로

2 4 ton/hr

인발기 7 30∼150 ton

강관 교정기 3 6∼250 Ø

프레스 교정기 1 -

절단기
(자동절단 마이어)

2 20∼100 Ø

구부 열처리 인발 교정/절단 비파괴검사표면처리



구분 심리스(seamless) 인발(drawing) 비고

종류 원형관 (seamless)
원형관, 각관, 이형관

(Seamless, ERW, SRM)

재질
JIS G 3445 (STKM 11, 12, 13, 14, 16종)

JIS G 3441, 3444, 3446
SAE 1005~1050

외경 48~107 mm 8~220 mm

두께 Min. 5 mm 0.8~15 mm

조도 3S ↓ (Ry = 3.2 ↓)

치수공차 인발(냉간) 0.05 mm↓

Production range & Applications



1호기 2호기

3호기

로크웰 경도기 표면 조도기 금속 현미경 U.T.M

형상 측정기 E.C.T(와전류 탐상기) U.T(초음파 탐상기)

Analysis & Evalu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

The best
seamless & precision drawing technolog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