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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 진행됩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축적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 미래지향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고, 세계최고의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가치를 소중히 여겨 당사는 개선과 변화와 혁신으로 인간존중과 고객감동을 목표로 

저희 엠에스테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 06. MARK-V 인증 취득 및 GTT 회원사로 등록

2014.  05. 방빙장치 시스템 클램프와 관련된 특허3종 취득 
10.  기계가공 공장 제휴(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원창정공)

1998.   02. 강림 기연의 납품업체로 등록 
 (삼성 H1207, H1258 - LNG 클램프 및 서포트 납품)

2012. 04. 대우조선해양 LNG선 CLAMP & SUPPORT 제작, 공급업체로 등록
           06. STX 조선해양 LNG선 CLAMP & SUPPORT 제작, 공급업체로 등록

2016.  04. INNO-BIZ, 벤처기업 인증 취득 
06.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현재)

1997. 12. 동림산업으로 회사 설립

2015. 07.  ISO 9001:2009 / ISO 9001:2008 인증 취득 (품질관리시스템)

2010. 05. MS TECH로 회사명 변경  

2006. 01. ㈜동성화인텍(DONGSUNG FINETEC)의 납품업체로 등록

2001. 06. ㈜STX 엔진에 GAS RECEIVER 제작 납품

CEO Greeting

회사연혁

New challenge !!!

품질 향상 고객만족

클레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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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MP & SUPPORT & 
SUPPORT RING & END CAP
A공장은 능률적인 생산설비를 갖춘 적하 파이프용 클램프, 서포트 및 서포트 링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www.imstech.kr04

FACTO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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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STEEL
CORNER & ANCHOR STRIP
B공장은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Mark-V 형 LNG 운반선용 스레인레스 스틸 코너 
및 앵커 스트립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www.imstech.kr06

FACTOR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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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machine CNC Bending machine

Rolling machine Welding machine for CO2, TIG and Stud

Metallographic microscopeThree dimensional measuring machine

Sharing machine Surface plate by stone

Laser cutting machine MCT

Polishing machine Robot welding machin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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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화물 파이프 클램프, 서포트 및 서포트 링

CLAMP & SUPPORT RING(H-BEAM+U-BOLT)는 LNG선박의 PIPE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PIPE 내부로 

LNG GAS가 선적되거나 하역할 시, 그에 따른 변화로 PIPE가 손상 및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이동이 가능 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주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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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스틸 코너

주요제품

 앵커 스트립

STAINLESS STEEL CORNER는 LNG 선박의 CARGO TANK 내부의 

모서리부분에 위치하여 단열역할을 하는 INSULATION과 조립됩니다.

이것의 용도는 INSULATION PANEL과 MEMBRANE을

결합시키기 위한 부자재이며, CARGO TANK 내부 각각의

모서리의 형태에 따른 설치 부위에 따라 크게

STAINLESS STEEL CORNER 2WAY와 3WAY 유형으로

분류되며, 약 30여가지의 각긱 다른 종류들로 만들어집니다.

ANCHOR STRIP은 LNG 선박의 CARGO TANK

내부에 설치되는 INSULATION PANEL에 MEMBRANE SHEET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자재  로서, 

크게 SECONDARY BARRIER과 PRIMARY BARRIER로구분되며, 40여가지의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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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제품

 연료 펌프 타워

오늘날 대형 선박의 저급 연료유 (벙커유)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이슈화 및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선박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미립자(Particle)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날로 높여나갈 예정이고, 유럽과 북미 연안의 ECA(배출통제지역, Emission Control Area)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16년부터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0.1% MGO(Marine Gas Oil)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이후에는 전세계 항로에서 0.5% MGO의 강제 규범이 시행되는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상 선박은 기존 운항 

중인 선박 뿐만 아니라, 신규 건조하는 선박에도 적용을 하여야 하고, 기존 선박은 LNG FUEL TANK를 신규 설치 

혹은 교체하여 운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사는 급변하는 조선산업의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LNG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인 연료 SUPPLY UNITS으로 

Cargo Containment 내에 설치되어 LNG 연료의 Loading/Unloading/Leveling 등의 역할을 하는 선박용 신조 

및 개조 연료 탱크의 연료 공급 및 탱크 내부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한 기능형 PUMP TOWER 구조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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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운항 LNG선박용 파이프 방빙장치

초저온의 LNG 가스가 적제와 하역을 위해 DECK PIPE LINE을 통과할 

경우, PIPE 내부는 -163℃ , 최대 10 bar의 순간압력이 발생하여 

PIPE에 수축 팽창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극지방을 장기간 

체류 또는 운항하 는 LNG선일 경우, 서리(RIME)와 우빙(GLAZED 

FROST)등으로 인한 PIPE지지 클램프의 슬라이딩부에 결빙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가 방치할 경우 두꺼운 얼음층으로 성장하여 매우 강력한 

힘으로 CLAMP 슬라이딩부를 구속시킵니다. 이는 LNG 적하시 PIPE 

LINE의 슬라이딩을 방해하고 하중을 발생시켜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하중이 반복되면 결국 피로파괴로 이어져 선박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DECK PIPE SUPPORT WINTERIZATION 

SYSTEM입니다.

자 사 에 서 는 이 러 한 DECK PIPE SUPPORT WINTERIZATION 

SYSTEM의 기술을 특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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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  CREATIVITY

CERTIFICATE

PATENT

WPS ApprovalsISO9001

WPS for FCAWRESEARCH & DEVEOPMENT
CENTER

INDUSTRIAL MATERIAL
& PART BUSINESS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INO- BIZ

WPS for GTAW

VENTURE BUSINESS

WPS for STUD

MS TECH의 인증서들은 Mark-V 소재의 생산라인에 관해서는 GTT (Gaztransport 

& Technigaz)에 의해, 방빙 클램프 장비에 관해서는 한국특허행정사무소에 의해, 

그리고 ISO 9001:2009에 관해서는 KSQ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