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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산업㈜은…

Company Profile

“한국 최고 케그 제조사”로

신한산업은 한국 최고 케그 제조사로 최고 품질의 ‘신한 케그’를 세계 선두 맥주회사, 
국내 선두 맥주회사를 포함한 전세계 주요 주류 및 음료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50년 업력”을 기반으로

신한산업은 50년 이상의 경험과 기술력에 기반해 고객의 케그 관련 니즈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케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RSR Keg” 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한산업은 산업용 고무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케그 바디 상하단에 고무를 부착하여 
기능성을 높인 RSR(Rubber-Steel-Rubber) Keg에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EG Products

RSR Color Series 

적용 케그: 모든 케그
적용 부위: 바디 / 상하단 고무
도료 : 인체무해 도료
색상 : 기본 색상
기술 : 특수 코팅
성능 :  접착력,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후성 최고 등급

RSR 10X Series   (Capacity:Liter/Gallon,   Diameter:MM/IN,   Height:MM/IN,   Weight:KG/LB)

RSR 20X Series   (Capacity:Liter/Gallon,   Diameter:MM/IN,   Height:MM/IN,   Weight:KG/LB)

RSR 201
C 20  / 5.28
D 261 / 10.28
H 491 / 19.33
W 5.8 / 12.79

RSR SD 102
C 10  / 2.64
D 229 / 9.02
H 371 / 14.61
W 3.6 / 7.94

RSR SD 202
C 20  / 5.28
D 229 / 9.02
H 565 / 22.24
W 4.3 / 9.48

RSR 101
C 10  / 2.64
D 261 / 10.28
H 297 / 11.69
W 4.7 / 10.36

RSR 102
C 10  / 2.64
D 229 / 9.02
H 348.2 / 13.71
W 4.7 / 10.36

RSR 202
C 20  / 5.28
D 229 / 9.02
H 594.7 / 23.41
W 5.8 / 12.79

RSR 203
C 20  / 5.28
D 237 / 9.33
H 568 / 22.36
W 4.7 / 10.36

RSR 103
C 10 / 2.64
D 237 / 9.33
H 338 / 13.31
W 4.2 / 9.26

RSR SD Series   (Capacity:Liter/Gallon,   Diameter:MM/IN,   Height:MM/IN,   Weight:KG/LB)



The SHINHAN KEG Advantage

전문 업체가 생산합니다.

케그 전문성
한국 최초 및 최고 케그 제조 업체
케그 및 케그 설비 관련 특허 보유

고무 전문성
고무 배합, 접착, 사출 전문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기업

연구개발 & 
품질관리

ISO 9001 / ISO 14001 인증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인증 기업

선두 고객이 사용합니다.

세계 1등    
고객사

M/S 세계 1위 맥주회사의 유럽, 아시아 
양조장에서 사용 중

한국 1등    
고객사

M/S 한국 1위 맥주회사의 전국   
양조장에서 사용 중

유능한
브루어리들

한국 및 세계 주요 수제맥주, 커피, 음료 
양조장들에서 사용 중

차별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좋은 재료
POSCO의 AISI 304 사용
Micro Matic의 Spear 사용

강하다
하중 테스트 9,000N에서 변형 없음
낙하 테스트 변형 없음

안전하다
EC Regulation 1935/2004 인증
(식품접촉물질 안전성 인증)

편리하다
부드럽고 편리한 손잡이
계절에 온도변화 적은 손잡이

조용하다
세척, 필링, 이동, 적재 시 저소음
케그 접촉 장비, 설비, 차량 보호

가볍다
동급 전체 스테인리스 케그 대비 
1~3kg 가벼움

멋있다
깔끔한 외형 광택
바디/고무에 컬러 코팅 적용 가능 



KE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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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21630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316번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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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Delivery
Program

케그가 시급하게 필요하십니까?

한국, 미국, 일본의 거점에서 재고품을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Empty Keg Return
Program

한국에 유통된 케그를 회수하고 싶으세요?

회수된 케그를 세척, 보관, 관리하고 적정 단위로 
배송해 드립니다.

Rental
Program

단기 수요용 케그가 필요하십니까?

수량 제한 및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케그를 빌려 드립니다.

Rent-to-Own
Program

일시납 케그 구매 비용이 부담되십니까?

월별 일정액만 지불하면서 케그를 사용하고 
추후 케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Ready to Fill
Service

바로 필링할 케그가 필요하십니까?

출고 전 추가 세척 및 멸균실시하고 CO2 볼륨을 더한 
케그를 공급해 드립니다.

Keg Repair
Service

파손 부위 수리가 필요하세요?

케그 바디/상하단/넥 손상 수리, 스피어 부품 교체, 
안전장치 제거 등의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Keg Washing
Service

케그 전문 세척이 필요하세요?

건조 맥주 잔여물 제거, 비어스톤 제거, 약품 세척, 
스팀 멸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eg Renovation
Service

중고 케그를 새 케그로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로고/스티커 제거, 케그 바디 광택, 로고 재인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eg Management
Service

케그의 이력 추적성을 향상하고 싶으세요?

2D matrix barcode, QR code, RFID transponder를 
부착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