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VAC

일반배관

소방

www.victaulic.com

Victaulic 기계식 배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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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배관 시스템
Victaulic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시공사
•  설치 기간 단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 축소

•  고유의 배관 연결 기술로 촉박한 공사 일정 준수

• 무화염 배관 연결 방식 채택으로 현장 안전 개선

•  Victaulic을 전체 배관 시스템의 단일 공급원으로 지정하여 프로젝트 

리스크 축소 

•  Victaulic을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공사 기간 및 수익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발주사
•  열간 작업이 없으므로 발주사 책임 부담 및 부상 위험 경감

• 시스템 개조 및 확장 시에 가동 중단 시간 단축

• 향상된 지속가능 환경 조성

• 건물 시공 기간 단축으로 조속한 매출 창출 

엔지니어
• 연결부 무결성을 육안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위험 축소

•  응력 발생과 부품 수가 줄어 좁은 공간 내에서 배관 시스템의 

움직임을 수용

•  Victaulic 제품은 정교하게 설계 및 제작되므로, 확신을 갖고 지정 가능

•  강화된 설계상 융통성으로 필요한 곳에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

그루브 엔드 배관 연결, 또는 오늘날 흔히 

지칭되는 ‘그루브 방식’ 개념은 1925년 

Victaulic이 기계식 커플링과 그루브 가공된 

배관을 결합하여 배관 시스템을 연결하는 

최초의 기계식 배관 조인트를 도입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발명품을 ‘빅토리 조인트

(Victory Joint)’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배관 

응용분야에서 Victaulic의 그루브형 기계식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그루브 방식 개념이 신속하고 용이한 설치란 말과 

동의어가 되었지만, 그루브 방식 제품을 만드는 모든 

제조업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Victaulic은 유일합니다.
www.victaulic.com

최초의 발명

victau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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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 hydraul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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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감쇠

배관 시스템 전체에 걸쳐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축소시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및 증설

모든 이음부에 유니온을 

채택해 유지보수 및 시스템 

증설 시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신축성

예측 가능하고 제어된 

배관의 열 팽창 및 수축을 

수용합니다.

지진응력 흡수

상당한 압력 제한 성능과 끝단 

하중 용량을 지녀 지진력에 의해 

생성되는 배관의 움직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용이한 배관 정렬

그루브형 커플링은 어떤 

방향으로든 배치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의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줍니다.

설계상 이점을 부여하는 
Victaulic 제품의 특징

victaulic

Exaggerated for clarity

가스켓

하우징

그루브

볼트/너트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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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냉간 성형 또는 기계 가공을 
통해 배관 끝단에 그루브가 
만들어집니다.

커플링 하우징에 의해 둘러싸인 가스켓이 그루브가 가공된 

두 배관 끝단을 감싸고, 커플링 하우징의 키 부분이 

그루브와 맞물립니다.

그런 다음, 소켓 렌치 또는 임팩트 렌치로 볼트와 너트를 

조입니다.

그루브형 커플링의 종류

•  플렉시블 커플링 – 선형 및 각 운동을 제어해 열 팽창 

및 수축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처짐을 수용합니다.

•  고정식 커플링 – 플랜지형 또는 용접형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루브 방식의 배관 연결 기술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Victaulic만의 차별성

기술혁신 연혁

1925 Victaulic 최초의 그루브 방식 커플링인 “Victory Joint”를 세계 최초로 도입

1930 AWWA 규격 구상흑연주철 시스템 출시

1946 업계 최초로 현장용 절삭식 그루브 가공 공구 도입

1957 전조식 그루브 가공 방식 도입

1979 최초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배관용 기계식 커플링 출시

1983 최초로 앵글볼트 패드 방식 고정식 커플링 출시

1991 최초의 소구경 IPS 규격용 배관 프레스 연결 시스템을 북미 시장에 출시

2005 대구경용 배관 시스템인 AGS 출시

2006 즉시설치 기술(특허 등록)이 적용된 커플링 제품 출시

2011 스케줄 10S 스테인레스강 배관용 Vic-Press™ 출시

www.victaulic.com[ 4 ] www.victaulic.com [ 5 ]

85+ 년85년이 넘는 혁신의 역사.

Victaulic은 1925년 이래 1,000여 건 이상의 배관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기계식 배관 연결 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

advanced Groove System
폭이 넓고 쐐기 형태의 그루브는 커플링의 위치 선정을 용이하게 하고 뛰어난  

설치 속도 및 신뢰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조립 특성을 부여하므로, 시공사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엔지니어는 요구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격에 사용 가능한 이체형 커플링 하우징. 두 배의 끝단 하중 용량. 

14 – 60"/350 – 1525 mm 규격. 특허 등록 제품.

www.victaulic.com/aGS

즉시 설치 기술
일체형 커플링 설계로 특징지어지는 즉시 설치 기술을 사용하면, 설치 작업자가 

단순히 커플링을 배관, 피팅, 밸브 또는 부속품의 그루브 가공된 끝단에 삽입한 

다음 너트를 조이는 것으로 커플링 조립이 완료됩니다. 여타 연결 방식에 비해 조립 

속도가 최대 10 배나 빠릅니다. 1¼ – 8"/32 – 200 mm 규격(커플링 형태에 따라 

다름). 특허 등록 제품.

www.victaulic.com/inStallationready

순환수 유량 조절
Victaulic은 시공자가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엔지니어들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건물 온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량 

조절 제품을 공급합니다. 유량조절 밸브는 건물 온도의 정밀한 제어를 통해 쾌적함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Victaulic KOIL-KIT™ 코일팩은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설치를 위해 사전 연결된 

상태로 현장에 배송되는 맞춤형 코일 솔루션 제품입니다.

www.victaulic.com/balancinG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AGS
http://www.victaulic.com/installationready
http://www.victaulic.com/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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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onton, Alberta

Sudbury, Ontario
Montreal, Québec

Richmond Hill, Ontario

Easton, PA; Alburtis, PA

Leland, NC

Chihuahua, 멕시코

Allentown, PA

Mansfield, MA
Aurora, IL

Baltimore, MD
Stewartsville, NJ

Seattle, WA
Vancouver, BC

Odessa, TX

Houston, TX
Jacksonville, FL

Kansas City, MO

Redlands, CA
Kyunggi-Do, 대한민국

Beijing, 중국

Shanghai, 중국

대만Guangzhou, 중국

Dalian, 중국

Victoria, 호주

Azuqueca De Henares,
스페인

Stevenage, UK

Casorate Primo, 이탈리아

Weiterstadt, 독일

Queretaro, 멕시코

Drezdenko, 폴란드

Nazareth, 벨기에

Sakinaka, 인도

Jebel Ali, 
아랍에미리트 연방

키

 주물공장 위치       유통센터 위치      주요 프로젝트 소재지

전세계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프로젝트에서 Victaulic을 
지정합니다.
전세계 곳곳에 산재한 VICtAulIC 네트워크

•  글로벌 제조 및 영업 네트워크

VICtAulIC - ISO9001 인증 기업

•  전세계에 산재한 모든 사업장이 최고 수준의 인증 등급 획득

영국
스위스 RE

중국
국립경기장

Victaulic만의 차별성

8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배관 솔루션 공급업체.

이집트
나일시티 타워

캐나다
윈스피어센터

호주
유레카 타워

대만
타이베이 101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싱가폴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미국
베네시안 호텔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

미국
트럼프 타워

미국
카우보이스 스타디움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엔지니어, 발주처 및 시공업체는 Victaulic 시스템을  

지정하여 설치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재정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공기 단축

• 총 설치 비용 절감

•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

• 시스템 다운타임 단축

victau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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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및 냉방 시스템

®Quickvic®

난방
3/4 – 60"/20 – 1525 mm 규격의 난방 시스템용 

제품군 완비.

냉방
3/4 – 60"/20 – 1525 mm 규격의 냉방 시스템용 제품군 

완비.

제품 적용 가능한 배관 소재:
탄소강관
아연도금 강관

www.victaulic.com/Hvac

적용 분야

• 온수 순환식 난방

• 글리콜 시스템

• 보일러 배관 시스템

• 이중 온도 시스템

• 수열원 열펌프

• 주변 난방/휜관

• 팬 코일

• 코일 헤더

•  온수 코일 장착형 VAV 

박스

•  수동형 또는 능동형 

솔라 시스템

적용 분야

• 냉각수

• 응축기 용수

• 글리콜 시스템

• 냉각탑

• 염수 시스템

• 특수 냉각수 시스템

• 중앙집중식 냉각기

• 빙축열 시스템

• 공기조화기

Victaulic 그루브 시스템
•  용접 방식에 비해 인건비 

평균 45% 이상 절감

•  화재 감시와 유해한 연무 

및 화염에 따른 비용 발생 근절

•  자재 취급량 30 - 70% 감소

•  에너지 소모량 절감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HVAC


브레이징이나 납땜이 필요하지 않아 재작업의 

리스크가 축소됩니다.

Victaulic 시스템은 시중에서 가장 빠른 연결 

방식을 채택하므로, 설치가 용접, 브레이징 또는 

납땜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프레스’ 방식 제품에 

비해서는 20%나 빠릅니다.

급배수/공조 배관 
시스템

일반배관
1/2 – 60"/15 – 1525 mm 규격의 급배수/공조 배관 

시스템용 제품군 완비.

victaulic

victaulic

소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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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vic® FIrElOCkEZ™

소방
1/2 – 8"/15 – 200 mm 규격의 소방 시스템용 

제품군 완비.

소방 제품군

•  장치, 밸브, 커플링, 피팅, 플렉시블 스프링클러 피팅, 

구멍 절삭 제품 및 자동 스프링클러 제품 일체

•  습식 및 건식 배관용 시스템 솔루션 완비

•  배관 가공 공구 및 부속품

제품 적용 가능한 배관 소재:
탄소강관

제품 적용 가능한 배관 소재:
동관
스테인레스 강관
아연도금 강관

www.victaulic.com/plumbinG www.victaulic.com/fp

적용 분야

• 음용수 배관 시스템

• 우수 배관 시스템

• 지붕 배수 시스템

• 진공 배관 시스템

• 배수, 폐수 및 통기 시스템

Victaulic은 소방 시스템 전용으로 설계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군을 공급합니다.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plumbing
http://www.victaulic.com/fp


촉박한 공사 일정 충족
표준 그루브형 커플링은 용접형에 비해 최대 5

배, 플랜지형에 비해 최대 3배나 빠르게 설치 

가능합니다. 즉시설치 기술이 적용된 Victaulic 

커플링 제품은 설치 시간이 표준 그루브형 커플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전성 향상 및 위험 축소
Victaulic 제품은 열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발주사의 

잠재적인 책임 부담과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경우 열간 작업을 없앰으로써 고객, 입주자 

및 시공사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별
최대 투입 인력

용접시 최대 투입 
인력

Victaulic 적용시
최대 투입 인력

프로젝트 일정
준수 또는 단축

공사 기간

현
장

 투
입

 인
원

 수

시스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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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aulic

지속가능 환경 조성
VICtAulIC 제품의 특징:

•  자율성 및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LEAN 방식 

제조 공정을 통해 90% 재생 소재로 생산됩니다.

•  비정기 및 정기 유지보수 작업 시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건물 시스템의 작동 효율을 최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  건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성능을 유지하며,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설치 시 유해한 연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에너지 

소모를 줄여 줍니다.

[ 13 ]www.victaulic.com

www.victaulic.com/ScHedule

SuStainablepipinGSolutionS.com

www.victaulic.com/Safety

2" 4" 6" 8"

1

2

3

4

5

6

7

즉시설치형

표준 그루브 방식

플랜지 방식

용접 방식

조
인

트
당

 공
수

배관 규격

위험을 축소하고 최종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Victaulic의 탁월한 엔지니어링
•  Victaulic은 자체적으로 탄성중합체 제조법을 

개발하고, 가스켓/씰 형상을 설계하며, 가스켓을  

제조합니다.

•  Victaulic은 모든 시제품을 자체 생산합니다.

•  Victaulic은 주물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주물품에 대해 야금 시험을 실시합니다.

•   Victaulic은 자체의 전문적이고 엄격한 

엔지니어링 요건에 더해 제품 시험 표준  

및 산업 규격을 적용합니다.

•   Victaulic은 수직 통합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공정 개선 및 전세계에 걸친  

일관적인 제조를 구현합니다.

•  Victaulic은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합니다.

•   Victaulic은 거의 1세기에 걸쳐 축적된 제품 

개발 및 제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약속에 더해 이와 같은 가치를  

제시하는 배관 제품 제조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바로 Victaulic입니다.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schedule
http://sustainablepipingsolutions.com
http://www.victaulic.com/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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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배관 시스템의 
작동 무결성 유지
미국 펜실베니아 주 베들레헴에 소재한 리하이대학교

(Lehigh University)의 대형구조물첨단기술센터

(ATLSS 센터) 산하 실시간다방향실험연구소(RTMD

실험연구소)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지진 발생 시에 

배관 시스템의 작동 무결성 유지를 위한 Victaulic 

그루브형 기계식 커플링의 적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전체 진동 진폭을 80-90% 
경감
시애틀에 소재한 SSA Acoustics LLP에서 

현장 측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 커플링 세 개를 

진원에 가까운 장소에서 서로 근접하게 연결하여 

배치했을 때 Victaulic의 기계식 배관 시스템이 

탁월한 진동 차단 및 소음 감쇠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0"6"4""3 8"

Victaulic Style 77 플렉시블 커플링 3개를 
사용할 경우의 추가 감쇠 효과(%)

*10 - 100 Hz의 평균 주파수 영역

Victaulic Style 77 플렉시블 커플링

‘아치형’ 플렉시블 
커넥터(탄성중합체)

배관 호칭 규격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엔지니어링 역량

[ 14 ] www.victaulic.com

구성품에 대한 응력을 줄이면서 
배관의 움직임을 수용
Victaulic 커플링 키의 치수가 배관의 그루브보다 

좁아, 커플링 키가 가스켓의 가압 밀봉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루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커플링 하우징의 폭이 배관 끝단의 간격을 

허용하므로, 제어된 선형 및 각 운동을 수용합니다.

기계식 커플링에 의해 이음부의 자체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고유의 압력반응식 설계 덕분에 배관의 

처짐 및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밀 상태가 

유지됩니다.

VICtAulIC 커플링의 배관 열 운동 수용 방식:

•  그루브형 기계식 배관 구성부품을 활용한 익스팬션 

조인트

• 시스템의 ‘유동’ 허용

•  플렉시블 커플링의 선형 운동/처짐 성능 활용

•  그루브형 기계식 배관 구성부품을 활용한 익스팬션 

루프

시스템 솔루션

www.victaulic.com/tHermal www.victaulic.com/SeiSmic www.victaulic.com/noiSeandvibration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thermal
http://www.victaulic.com/seismic
http://www.victaulic.com/noiseandvibration


공기 지연 및 손실 위험 최소화
Victaulic은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객과 협력합니다.

고객과 일체화된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
victaulic

통합 공급망
보다 안전한 시스템 설치로 인건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축소

백&태그 서비스로 자재 취급량 최소화

배송 조정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로 제품을 배송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 제공

검사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수명 전체에 걸쳐 

배관 설치에 대한 보증 제공

전 범위의 제품 공급

www.victaulic.com[ 16 ]

VICtAulIC 제작실

3D 모델 가상 트럭 적재 소프트웨어

견적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3D 모델링 

(Revit, MEP 등)

BIM 코디네이션 패키지를 통해 인건비, 공사 

기간 및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및 선정 서비스

시스템 움직임 수용, 진동 감쇠, 시스템 신축성, 
용이한 정렬 등과 같은 가치공학

린(lean) 방식의 사전 제작 개념을 통해 병목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작업량을 증대

•  제작소 및 현장에 린 방식 제조 개념이 적용

• 린 방식 제작소 평가

• Victaulic 제작실

가상 트럭 적재 소프트웨어로 ‘원터치’ 방식 

제작 가능

린(lean) 방식 시공설계에서 시공까지

http://www.victau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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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글로벌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검색

• 기술 자료 및 문헌 다운로드

• 배관 소프트웨어 데모 및 모듈

• 엔지니어링 지원

victaulic

VICTAULIC 전세계 연락처

미국 및 전세계 본사

P.O. Box 31
Easton, PA 18044-0031 USA

4901 Kesslersville Road
Easton, PA 18040 USA
 
1-800-PICK-VIC 
(+1-800-742-5842)  
(북미내)
+1-610-559-3300 
+1-610-250-8817 (팩스)
pickvic@victaulic.com

캐나다

123 Newkirk Road
Richmond Hill, ON L4C 3G5
+1-905-884-7444
+1-905-884-9774 (팩스)
viccanada@victaulic.com

www.victaulic.com

유럽 

Prijkelstraat 36
9810 Nazareth, Belgium
+32-9-381-15-00
+32-9-380-44-38 (팩스)
viceuro@victaulic.be

중동

P.O. Box 17683
Unit XB 8
Jebel Ali Free Zone
Dubai 
United Arab Emirates
+971-4-883-88-70
+971-4-883-88-60 (팩스)

아시아

Unit 06-10, Floor 3A 
A Mansion 291 Fumin Road 
Shanghai, China 200031 
+86-21-6170-1222
+86-21-6170-1221 (팩스)
vicap@victaulic.com

호주 및 뉴질랜드

7 Chambers Road
Unit 1
Altona North, Victoria
Australia 3025

1-300-PIC-VIC
(+1-300-742-842) 
(호주 국내)
+61-3-9392-4000
+61-3-9392-4096 (팩스)
vicaust@victaulic.com
  

중남미

P.O. Box 31
Easton, PA 18044-0031 USA

4901 Kesslersville Road
Easton, PA 18040 USA

+1-610-559-3300
+1-610-559-3608 (팩스)
vical@victaulic.com

영국

Units B1 & B2, SG1 Industrial Park
Cockerell Close
Gunnels Wood Road
Stevenage
Hertfordshire, SG1 2NB (UK)
+44-(0)-1438-310-690
+44-(0)-1438-310-699 (팩스)
viceuro@victaulic.be

http://www.victaulic.com
http://www.victaul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