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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세종전기공업(주)는 1996년 창립 이래 중전기기 분야의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제작, 공급하고 있는 기술본위의 Leading-Company 입니다.

창사 이래 꾸준히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및 변전소,

각종 Plant설비, 철도 및 지하철, 도로, 항만 등 사회기간산업 설비를 비롯한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 소요되는 전력설비의 핵심 공급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제어반 및 철도용 고장점표정반, 전기 설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 예방 및 진단이 가능한 장비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추진해나갈 

세종하이텍(주)를 설립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향후 국가 중점 육성산업인 녹색산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파주에 본사 공장을 마련하고 공장이전과 더불어 제 2창업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전문기업으로서의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전기공업(주)  

대표이사  김  세  은  



 

회사연혁

2015’s	•2015 중소기업경영대상 수상(서울경제신문) 

 •부총리(사회)상 수상(제27회 중소기업인 대회)

 •내아크 MCSG 개발(SMART-ECO-MCSG) 

2014’s	•중동수출[SK건설(주)-쿠웨이트변전소 현대화공사(KES)]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T2 전면시설 배전반 수주

                    •조달우수제품지정(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2013’s	•한국제품인정기구(KAS) V-체크마크 인증 

 •대기전력 절감형 배전반 개발 및 특허등록(SMART-EC0-SG)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보상형 제어반 개발 및 특허등록 
                          (SMART-ECO-MCC)

2012’s	•석탑산업훈장 수상(제24회 중소기업인 대회)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제 15회 전기문화 대상)

 •한화건설(주) 우수 협력사 선정

 •기중절연 슬림형 MCSG개발(SMART-MCSG)

2011’s	•두산건설(주) 우수협력사 선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조달우수제품지정 규격추가(변압기반, 저압반)

 •중동수출(요르단 JRTR PJT)

2010’s	•조달우수제품지정(부분방전 진단 수배전반, 지정번호 2010199) 

 •중동 수출(리비아 즈위티나 발전소)

 •한국전력공사 ONE-KEPCO 수출화 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성능인증(Q-N 분석기법의 부분방전 경보장치가
      내장된 배전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WEZES(지정번호 2010001-17)

 •조달청장 표창(정부조달 업무 및 전기공업 발전기여)

 •중앙아시아 수출(키르키즈스탄 Jwal Artis Town Project)

 •특허등록(절연열화 및 이상온도를 자기진단하는 수배전반
      시스템 및 방법)

2009’s	•고속철도(KTX)2단계 고장점 표정반 수주 / 대구~부산 

 •제21회 중소기업인 대회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08’s	•금성제어기 주식회사에서 세종전기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파주 신 공장 준공식 및 C.I선포식

 •본사 및 공장 이전(파주시 조리읍)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 기업 및 A+ Member 선정

 •리비아 수출(트리폴리호텔 수배전반)

 •송도 국제 신도시 동북아 무역센터 수배전반 납품
      (68층-국내 최고층 빌딩

2007’s	•인천국제공항철도(AREX) 고장점표정반 운용개시 / 

    김포-인천공항

 •중동시장 수출(오만 Sohar Aromatic L.L.C PJT)

 •나이지리아 수출(Gbaran Ubie PJT)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특허권 취득(전동기 제어반의 이상발열 조기 감지 장치)

2006’s	•파키스탄 수출 / SINKADER PJT 

 •이노비즈 기업선정(중소기업청)

 •산학협약 체결(한국폴리텍 I, 서울강서대학) 

 •신기술인증취득 지원사업 협약체결(남동발전)

2005’s	•고속철도(KTX) 고장점표정반 운용개시 /

    광명-대구(고속신선구간)

 •전사적 지원관리 시스템(ERP) 구축완료 / 삼성SDS

 •국무총리 표창(제32회 상공의날)

2004’s	•고속철도(KTX)2단계 고장점 표정반 운용개시 / 

    동대구-부산, 서대전-목포

 •중국(북경)시장 수출 / 냉동기 기동용 고압배전반

 •중국(상해)시장 수출 / 냉동기 기동용 고압배전반

2003’s	•일본(HITACHI전선 기술제휴(방재설비) 

 •중소기업청 우수제품마크(GQ) 인증

2002’s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제35회 과학의 날) 

 •철도청장 표창(제103주년 철도의 날)

 •수배전반 독자계약 수출(남미 베네주엘라 전력청)

2001’s	•일본 TSUDA전기 기술 제휴 

2000’s	•조달청장 표창(전기공업 발전공로) 

 •산업용 교육장비 시스템 기술제휴(삼성전자)

1999’s	•신용보증기금 유망중소기업 선정

 •서울특별시 전기공사업 등록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우수 EQ-MARK 인증

    ISO 14001 인증

1998’s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7’s	•한국전력공사 개발채택 제조적격업체 선정

1996’s	•ISO 9001 인증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EQ-MARK 인증

 •대한전기학회 기술대상 수상

 •한국전력공사 수화력발전설비 제조적격업체 선정

 •금성제어기 주식회사(現 세종전기공업(주) 설립)



회사개요

계열회사

조직도

회       사       명 세종전기공업주식회사

본 사   및   공 장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34

T       E       L 031-949-9992

F       A       X 031-949-9406

자       본       금 500,000,000원

공    장    규    모 대지 3,864m² / 건물 1,832m²

사                훈 즐겁게 일하자

품질/환경 방침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고객만족 실현

중 점  추 진 방 향

•품질 환경 경영시스템 실행

•지속적 개선

•오염방지

•고객만족 및 제품 관련 법규 준수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회       사       명 세종하이텍주식회사

본               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백상스타타워 2차 402호

공               장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34

대  표  전  화 Tel. 02-862-2454(본사) / 031-949-9992(공장) / Fax. 031-949-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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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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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및 영업종목

수  배  전  반

고압폐쇄전반(High Voltage Switchgear)
저압폐쇄전반(Low Voltage Switchgear)
전동기제어반(Motor Control Center)
분전반(Distribution Panel)
일체형배전반(Package Switchgear)

세종전기공업(주)

자 동 제 어 반
전기철도용 디지탈 고장점 표정반(FAULT LOCATOR)
전기철도용 디지탈 전자식 제어반(DIGITAL PROTECTION & CONTROL PANEL)
소각로제어반(PLC PANEL)

전  기  공  사 각종 플랜트, 발변전 및 수처리장, 아파트, 빌딩, 철도관련 전기공사

환경/에너지 분야

이상발열 조기감지 장치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친환경 소재 충전기기
소프트웨어

세종하이텍(주)

순번 품명 규격 MARKER 수량 비고

1 C.N.C TURRET PUNCH PRESS FINN POWER - 1 -

2 C.N.C PUNCH PRESS Centrum-3000 Murate 1
가공범위  X측:2500  Y측:1250
30 TON 40 STATION

3 C.N.C TURRET PUNCH PRESS CB 20Ⅱ BEHRENS 1 -

4 자동 절곡 시스템 - Weinbrenner 1 -

5 Shearing M/C 6t × 2500L 국도기계 1 -

6 Shearing M/C 6t × 3100L L.V.D 1 -

7 Bending M/C 6t × 3000L 국도기계 1 60 TON

8 Bending M/C 3.2t × 3000L 덕성유압기계 1 40 TON

9 Bending M/C 6t × 3000L 국도기계 1 60 TON

10 Bending M/C 6t × 3100L HACO 1 135 TON

11 Press M/C - 창신프레스 1 110 TON

12 Press M/C - 오성공업사 1 45 TON

13 Press M/C WS 250 NL 우진기계 1 250 TON

14 N.C 레벨라 - 신광전공사 1 -

15 Spot Welding M/C 세원전기 - 1 50KVA

16 Stud Bolt Welding M/C T.R.W 용접기 - 1 -

17 CO Welding M/C 신성 용접기 - 2 -

18 전기용접기 - 대양산업 7 -

19 산소용접기 - - 2 -

20 CRANE(HOIST) 5 TON 한국엘레펜트 1 -

21 CRANE(HOIST) 3 TON 한국엘레펜트 1 3 TON

22 AIR PRAZMA - SANYO ELE. 1 JAPAN

23 HYD SHEAR M/C 65 × 2500 국도기계 1 -

24 HYD PRESS BRALE 65 × 2400 국도기계 1 -

25 SPOT WELDER 75 KVA 대명전기 1 -

26 전처리 설비 900 × 2500 유니크 시스템 1SET -

27 수절로 건조로 3300 × 2500 유니크 시스템 1 -

28 POWER BOOTH 3000 × 800 × 3200 유니크 시스템 2 -

29 POWER BOOTH 3000 × 800 × 3200 한상무역 2 -

30 BAKING OVEN 2400 × 2500 × 20000 유니크 시스템 1 산형 U-TRUN TYPE

31 Conveyor Line 175M 유니크 시스템 1식 175M(NZ-75)

32 도장건 - 독일
1
2

자동건(와그너)
수동건(와그너)

33 BUS-BAR BENDING M/C 3P 380V 3.75KW 우진정공 3 -

34 COMPRESSOR 3P 380V 5.5KW 한신 2 -

35 SAW MACHINE 3P 380V 동진기계 1 -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제조사

1 DC POWER SUPPLY 30V, 3A 1 PROTEK

2 IMPULSE 시험기 300KV 1 신전사

3 PD 시험기 - 1 ROBINSON

4 SF6 GAS LEAK TESTER 1 × 10-9cc, SEC 1 SINCO

5 내전압 시험기 60KV 1 대양일렉콤

6 3ø 회로 시험기 - 1 대양일렉콤

7 PUNCTURE TESTER 5KV 1 대양일렉콤

8 버니어 캘리퍼스
0~300mm

0~200mm, 150mm
11 MITUTOYO

9 외측 마이크로 미터 0~25mm 2 MITUTOYO

10 피막 두께 측정기 0~1250㎛ 2 COSTEST

11 AC AM METER AC 0~5A 2 천일

12 AC VOLT METER AC 0~300V 1 천일

13 DC VOLT METER - 2 천일

14 WATT METER - 1 천일

15 INSULATION TESTER 500V / 100㏁ 1 SANWA

16 INSULATION TESTER 2000㏁ 1000V / 2000㏁ 2 YOKOGAWA

17 DIGITAL CLAMP METER - 1 KAISE

18 WJEATSTPME BRIDGE 1㏁ 1 YOKOGAWA

19 TORQUE WRENCH 1800kgf. cm 2 TOHNICHI

20 OSCILLOSCOPE - 2 YOKOGAWA

21 디지털 테스타기 - 3 HIOKI

22 아날로그 테스타기 - 1 화신계기

23 RELAY TESTER 0~400V, 0~50A 1 대양일렉콤

24 접촉저항 측정기 0~100A 1 대양일렉콤

25 계장신호 측정기 - 1 PROTEK

합계 40

시험, 검사 설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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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격 및 등록 명칭 관련인증기관

1 사업자 등록증 파주세무서

2 공장등록 증명서 파주시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4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산업자원부

5 성능인증서 중소기업청

6 우수제품지정 조달청

7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 조달청

8 단체표준인증서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9 전기공사업 등록증 서울시

10 경쟁입찰참가 자격증 조달청

11 직접생산증명서 (배전반) 중소기업중앙회

12 직접생산증명서 (자동제어반) 중소기업중앙회

13 지정업체 선정증서 (산업기능요원) 병무청장

14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ISO 9001) KTC 품질인증원

15 환경경영체제 인증서 (ISO 14001) KTC 품질인증원

16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17 특허증(전기설비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특허청

18 특허증(전동기제어반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 특허청

19 특허증(절연열화 및 이상온도를 자기진단하는 수배전반 및 방법) 특허청

20  특허증(대기전력 차단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특허청

21
 특허증(산업용 제어기기의 신호크기를 분석하여 소비전력 및

대기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대기전력절감장치)
특허청

22 특허증(무효전력보상 및 고조파저감장치) 특허청

23 KAS제품인증서(V-CHECK MARK 고압배전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번호 자격 및 등록 명칭 관련인증기관

24 KAS제품인증서(V-CHECK MARK 저압배전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25 KAS제품인증서(V-CHECK MARK 전동기제어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26 디자인 등록증(배전반) 특허청

27 강소기업확인서 고용노동부

28 인증서 (ONE-KEPCO 수출화기업) 한국전력공사

29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

30 기자재공급자 등록증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주)

31 선정품목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주)

32 선정품목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주)

33 명품품목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주)

34 명품품목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주)

35 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36 표창장(국무총리) 행정자치부

37 표창장(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

38 표창장(조달청장) 조달청

39 표창장(철도청장) 철도청

40 표창장(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41 표창장(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42 표창장(조달청장) 조달청

43 표창장(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45 석탑산업훈장(대통령) 행정안전부

46 표창장(사회부총리) 교육부

47 중소기업경영대상 서울경제신문

자격 및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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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C.I 소개

배전반 형태를 상징하는 사각형안에 전기의 스파크를 상징하는

번개 모양의 S(Sejong의 머릿글자)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심볼의 메인 칼라는 Blue와 Vital Yellow 입니다.

Blue는 그동안 쌓아온 세종전기공업(주)의 신뢰와 전문성, 대표성을 상징하고

Yellow는 인간 중심, 소비자 중심의 따뜻한 휴머니즘을 표현하며

첨단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세종전기공업(주)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박스안의 S는 소비자와 세종전기공업(주)의 교감을 나타내는 SPARK,

세종전기공업(주)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SPECIALITY, SIMPLE MIND를

상징하며 진취적인 세종전기공업(주)의 미래를 향해 활짝 열린 길을 표현합니다.



C E R T I F I C A T E

인증현황



C E R T I F I C A T E

11

▼ 공장 등록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C E R T I F I C A T E

12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C E R T I F I C A T E

13

▼ 전기공사업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C E R T I F I C A T E

14

▼ 지정업체 선정증서(산업기능요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배전반)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자동제어반)



C E R T I F I C A T E

▼ 환경경영체제 인증서(ISO 14001)

▼ 품질경영체제 인증서(ISO 9001)

15



C E R T I F I C A T E

▼ 단체표준제품 인증서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16



C E R T I F I C A T E

17

▼ ONE-KEPCO 수출화기업 인증서

▼ 우수제품지정증서



C E R T I F I C A T E

18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한국전력공사)



19

▼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증(고압차단기반)

▼ 유자격공급자 등록증(한국수력원자력)

C E R T I F I C A T E



▼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증(전동기제어반)

▼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증(저압차단기반)

20

C E R T I F I C A T E



C E R T I F I C A T E

21

▼ 특허증(전기설비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 특허증(전동기제어반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 특허증(절연 열화 및 이상 온도 자기진단)

▼ 특허증(무효전력보상 및 고조파저감장치)

22



▼ 특허증(제어기기의 신호크기를 
    분석하는 대기전력절감장치)

▼ 특허증(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23



C E R T I F I C A T E

▼ 상표 등록증(SMART SG)

▼ 디자인 등록증(배전반)

24



C E R T I F I C A T E

25

▼ 성능인증서(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고압반,저압반)

▼ 성능인증서(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전동기제어반)



C E R T I F I C A T E

▼ V-Check Mark 고압배전반 제품인증서

▼ V-Check Mark 전동기제어반 제품인증서

▼ V-Check Mark 저압배전반 제품인증서

26



27

▼ 표창장(국무총리)

▼ 표창장(과학기술부장관)

C E R T I F I C A T E



28

▼ 표창장(조달청장)

▼ 표창장(철도청장)

C E R T I F I C A T E



29

▼ 표창장(조달청장)

▼ 표창장(지식경제부장관)

C E R T I F I C A T E



30

▼ 표창장(지식경제부장관)

▼ 석탑산업훈장증

C E R T I F I C A T E



▼ 표창장(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중소기업경영대상

C E R T I F I C A T E

31



SALES PERFORMANCE

기술개발 현황

품명 규격 개발년도 비고

MCSG(패쇄배전반)  7.2kV 600A 12.5kA 1991 자체개발

MCSG(패쇄배전반)   24kV 600A 1996 자체개발

배전자동화용 가스부하 개폐기(지중용) 25.8kV 600A 12kA 1997 자체개발

배전자동화용 가스부하 개폐기(가공용) 25.8kV 630A 12.5kA 1998 자체개발

철도청 고장점 표정 제어반  AT방식 실회선, 광회선 1999 기술제휴(일본 TSUDA전기)

MCSG(패쇄배전반)  7.2kV 1200A, 2000A 12.5kA 2003 자체개발

MCSG(패쇄배전반) 24kV 630A 12.5kA 2003 자체개발

MCC(전동기제어반) 480V 600A, 1000A 42kA 2003 자체개발

MCSG(패쇄배전반) 7.2kV 1200A, 2000A 40kA 2004 자체개발

LV(저압배전반) 480V 1600A, 2500A 42kA 2005 자체개발

전동기제어반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 2006 자체개발(특허)

전기설비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 2007 자체개발(특허)

고압배전반 24kV 630A 25kA 2009 자체개발

저압배전반 600V 1600A 35kA 2009 자체개발

전동기제어반 380V 800A 20kA 2009 자체개발

분전반 380V 220V 225A 2009 자체개발

배전반PD 및 온도진단장치(SMART PD) 300MHz ~ 700MHz  -20°C~-120°C 2010 자체개발

고압배전반
(부분방전 및 온도 검출장치내장형)-(SMART SG)

24kV 630A 12.5kA 2010 자체개발

고압배전반
Slim형 MCSG-(SMART-MCSG)

24kV 1250A 25kA 2012 자체개발

고압배전반(대기전력차단기능 내장형)-(SMART-
ECO-MVSG)

 24KV 630A 12.5A 2013 자체개발

저압배전반(과진상억제 무효전력보상 및 대기전력차
단기능 내장형-(SMART-ECO-LVSG)

600V 4000A 65KA 2013 자체개발

전동기제어반(과진상억제 무효전력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 내장형-(SMART-ECO-MCC)

600V 2000A 65KA 2013 자체개발

역률개선제어장치(SMART-ECO-MSVC) AC380~690V 5A 2013 자체개발

전원제어장치(SMART-ECO-MODULE) 단상2선식 AC220V 5A 2013 자체개발

내아크 MCSG(SMART-ECO-MCSG) 24KV 2000A 25KA 2015 자체개발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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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ERFORMANCE

납품실적 현황

연도 납품처 품목 및 사양 수량

2000  삼성중공업  인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수,배전반 1식

2000  한화건설  남해화학 MELAMINE 수,배전반 1식

2000  한진중공업  인하대 학생생활관 수,배전반 1식

2000  서울지하철공사  강남역사 냉방설비 수,배전반 1식

2000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필리핀공장 수,배전반 1식

2000  알미늄코리아  음성공장 수,배전반 1식

2000  정석기업  해운센타빌딩 수,배전반 1식

2000  철도청  중앙,영동선 제어반 1식

2000  이수세라믹  원주공장 수,배전반 1식

2000  한국공영  마전동 하나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0  교보생명  군산사옥 수,배전반 1식

2000  남해화학  그래뇰요소공장 MCC반 1식

2000  철도청  경부선(수원~천안)제어반 1식

2000  서울지하철공사  당고개,남태령 수,배전반 1식

2000  풍림산업  태평양물산㈜ 수,배전반 1식

2000  LG산전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수,배전반 1식

2000  대우엔지니어링  충정빌딩 수,배전반 1식

200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남서울-대전간 수,배전반 1식

2000  대우엔지니어링  신봉빌딩 수,배전반 1식

2000  일원건설  여의도 국제 오피스텔 수,배전반 1식

2000  철도청  구로변전소 전자식 배전반 1식

2000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SDI PDP 수,배전반 1식

2000  대우엔지니어링  한솔케미언스 수,배전반 1식

2000  삼천리  성 빈센트 병원 수,배전반 1식

2000  신세계건설  군산 E-MART 수,배전반 1식

2000  코오롱건설  중앙고속도로 9공구 수,배전반 1식

2000  신세계건설  성수 E-MART 수,배전반 1식

2000  서울지하철공사  신천,군자 수,배전반 1식

2000  삼성중공업  수원정보통신 연구센타 수,배전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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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ERFORMANCE

연도 납품처 품목 및 사양 수량

2000  한국전력공사  한전가스개폐기(충북지사) 1식

2000  코오롱건설  경산공장 SU-2 수,배전반 1식

2001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MCC반 1식

2001  코오롱건설  경산공장 NP-22 수,배전반 1식

2001  조달청  국립암센타 수,배전반 1식

2001  삼성중공업  태안화력 석탄 취급설비 수,배전반 1식

2001  대한항공  김해공장 수,배전반 1식

2001  코오롱건설  대구4차 순환도로 수,배전반 1식

2001  서울지하철공사  상왕십리, 종로5가 수,배전반 1식

2001  이수세라믹  원주 제 3공장 수,배전반 1식

2001  남해화학  복비2공장 MCC반 1식

2001  담배인삼공사  원주제조창 수,배전반 1식

200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영동보수기지 수,배전반 1식

2001  휴먼텍코리아  마이크로스케일 평택공장 수,배전반 1식

2001  휴먼텍코리아  페어차일드반도체 수,배전반 1식

2001  코오롱건설  테크노밸리 아파트형공장 수,배전반 1식

2001  신세계건설  충주 E-MART 수,배전반 1식

2001  농협  서초동 농협유통 전기실 수,배전반 1식

2001  일성건설  중곡동 문화재단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1  철도청  구로변전소 제어반 1식

2001  철도청  동대구-부산 제어반  1식

2001  철도청  개포 SSP 제어반 1식

2001  두산건설  덕소신앙촌 재건축사업 수,배전반 1식

2001  한국트라코  마이애미 고압 수,배전반(수출) 1식

2002  신세계건설  구미 E-MART 수,배전반 1식

2002  현진건설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수,배전반 1식

2002  신원종합개발  일산신원센스빌 1,2차 수,배전반 1식

2002  한국석유공사   U-1여수기지 수,배전반 1식

2002  풍림산업  능곡풍림아파트 수,배전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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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현대중공업  명장정수장 수,배전반 1식

2002  청암기업  제동목장 유리온실 수,배전반 1식

2002  대광  남해화학 행정동 옥외형 수,배전반 1식

2002  대우건설  교보생명 서초사옥 1식

2002  명신건설  고려대학교 연수관 학군단 수,배전반  1식

2002  코오롱건설  구미공장 NP-23 MCC반 1식

2002  한국서부발전  평택화력 TBN MCC반 1식

2002  코오롱건설  김천공장 KS-3 수,배전반 1식

2002  서울지하철공사  강변변전소 수,배전반 1식

2002  명신건설  원전연료지원동 수,배전반  1식

2002  철도청  충북선, 중앙선, 경부선 제어반 1식

2002  서남환경  가양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수,배전반 1식

2002  두성전기공사  유한킴벌리 군포공장 수,배전반 1식

2002  경우전기  ㈜신세계건설 강릉 E-MART 분전반 1식

2002  철도청  동해전철변전소 제어반 1식

2002  철도청  시흥보조구분소 제어반 1식

2002  한진중공업  정석학술정보관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2  경우기업  대치동 코오롱빌라 수,배전반 1식

2002  국립의료원  수전실 ATS 교체공사 1식

2002  LG산전  LG건설 마포빌리지 수,배전반 1식

2002  한국트라코  마이애미브래커 SIZUCA 수,배전반(수출) 1식

2002  대우건설  인산수출입시설 수,배전반 1식

2002  철도청  충북선 전철화 제어반 1식

2003  한진중공업  인하대 하이테크센타 수,배전반 1식

2003  한일건설  상봉동 도시형아파트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3  한화건설  분당 오벨리스크 수,배전반 1식

2003  서울지하철공사  성수변전소 제어반 1식

2003  철도청  호남선 전철화 고장점표정반 1식

2003  YPP디지텍  울산교동, 부안봉덕 주공 APT 수,배전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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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철도청  호남선 전철화 전자식 제어반 1식

2002  성지건설  상수동 아뜨리에 수,배전반 1식

2002  대동주택  마산삼계 2차 APT 수,배전반 1식

2002  한국서부발전  평택화력 POWER CENTER 수,배전반 1식

2002  포스콘  포스코 광양제철 제2제강 설비교체 수,배전반 1식

2002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LOAD CENTER 1식

2002  철도청  산업선(태백선)변전소 개량 제어반 1식

2002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 고압차단기반 1식

2002  한화건설  용인신봉 한화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2  지하철공사  매봉변전소 수배전반 1식

2002  코오롱건설  일산 레이크폴리스Ⅱ 수,배전반 1식

2002  신원종합개발  창동 신원리베르텔 수,배전반 1식

2002  대성산업  오목교 오피스텔 수,배전반 1식

2002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ACB PANEL 1식

2002  두산중공업  일산암센터 임시가설반 1식

2002  두산건설  가락동 위브센타움 수,배전반 1식

2002  YPP디지텍  신태백, 신가평 765/345KV RELAY PANEL 1식

2002  한진중공업  인하대 4호관 수,배전반 1식

2002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터 수,배전반 1식

2002  한일건설  숙명여대 인재관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2  두산건설  강남역 두산위브센티움 수,배전반 1식

2002  한일건설  분당 구미동 187.4빌딩 수,배전반 1식

2002  솔맥산업  ㈜중앙고속 화성공장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3  금호산업  철마산터널 축조공사 수,배전반 1식

2003  대성산업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3  철도청  경인 2복선 전철 고장점표정반 수,배전반 1식

2003  풍림산업  마전지구 1차 풍림아이원 APT 수,배전반 1식

2003  두산건설  등촌동 두산위브센티움 수,배전반 1식

2003  제향군인회  보훈병원 증설공사 수,배전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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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시네마건설  여주 가남 임대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3  한진중공업  적십자 간호대학 수,배전반 1식

2003  두산건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수,배전반 1식

2003  풍림산업  평내주공 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3  신원종합개발  방배동 청광빌라 수,배전반 1식

2004  두산중공업  국립 일산 암센터 수,배전반  1식

2004  에이스종합건설  등촌동 ACE A ZONE 수,배전반  1식

2004  성지건설  SJ테크노빌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4  코오롱건설  대전도시철도 1-8공구 수배전반 1식

2004  두산산업개발  상수동 위브센티움 수배전반 1식

2004  두산산업개발  해창빌딩 리모델링 수배전반 1식

2004  대성산업  반포동 청호빌딩 수배전반 1식

2004  요크코리아  중국(베이징) 고압기동기반 수출품 1식

2004  솔맥산업  쌍문동 파라다이스빌 수배전반 1식

2004  이수세라믹  문막 3공장 수배전반 1식

2004  한진중공업  방배 2-5지구 수배전반 1식

2004  요크코리아  중국(상해) 고압기동기반 수출품 1식

2004  한일건설  대전 장대동 한일유앤아이 수배전반 1식

2004  신세계건설  춘천 E-MART 수배전반 1식

2004  두산산업개발  인천 삼산지구 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4  삼성중공업  광양 CTS 원료처리설비 수배전반 1식

2005  두산산업개발  인천 삼산지구 APT 수,배전반 1식

2005  한일건설  청학동 한일유앤아이 수배전반 1식

2005  코오롱건설  대구 범어동 하늘채APT 수배전반 1식

2005  신보기전  안양과학대 주차장 수배전반 1식

2005  이수건설  청담동 명품관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5  한일건설  고척동 능골 재건축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5  신세계건설  이화 신세계관 수배전반 1식

2005  삼영기업  신탄진 한일제관 수배전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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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우건설  대구 침산동 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5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MCC반 외 1식

2005  한일건설  인하대 제2기숙사 및 외국인숙소 수배전반 1식

2005  삼천리  광명 성애병원 수배전반 1식

2005  대우건설  아산 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5  신세계건설  호평 E-MART 수배전반 1식

2005  대우건설  대구 사월동 시지 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5  대우건설  울산 남외 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5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을지로3가 외 1식

2005  대동종합건설  공주 신관동 대동 피렌체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5  대우엔지니어링  경남 거제 천연가스공급소 수배전반 1식

2005  이수건설  압구정 로데오스타 수배전반 1식

2005  LS산전  한일시멘트 고압반 1식

2005  효성  중랑하수처리장 수배전반 1식

2005  삼성중공업  태안화력 #7,8 고압기동기반 1식

2005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MCC 1식

2005  비츠로시스  한전개발시험동 TYPE TEST 1식

2005  대우건설  양동재개발 현장 수배전반 1식

2005  대우건설  역삼동 개나리 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5  유원전기  신한은행 전산센터 ATS 이중화작업 1식

2005  한국트라코  파키스탄 SINKADER PJT (고압반) 1식

2005  신세계건설  광주 E-MART 수배전반 1식

2005  코오롱건설  대구 월성동 하늘채 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5  대우건설  부산 부곡동 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5  한국철도공사  일산선 DC 고장점표정반 1식

2006  LS산전  영동화력 고압기동기반 1식

2006  대성산업  인천 만수동 재건축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6  대성산업  한남동 이태리하우스 수배전반 1식

2006  동우씨엔이  파주선유리 두산위브 수배전반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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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신세계건설  서귀포 E-MART 수배전반 1식

2006  이수건설  서초이즈타워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삼영기업  명동판매시설 수배전반 1식

2006  세다  대한잉크 MCC PANEL 1식

2006  신보기전  대전 미성 샤르망 APT 수배전반 1식

2006  한일건설  남현동 화성연립 재건축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6  대성산업  충무로 대원빌딩 수배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청주문화방송 수배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역삼동 주상복합 수배전반 1식

2006  신세계건설  용인동백 E-MART 수배전반 1식

2006  두산중공업  창원기숙사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삼환기업  구기동 레포츠센터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대구 수성트럼프월드 수배전반 1식

2006  신세계건설  익산 E-MART 수배전반 1식

2006  이수건설  연희브라운스톤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이수건설  창신동 브라운스톤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비츠로시스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수배전반 1식

2006  한국서부발전  평택화력 배전반 POWER CENTER 1식

2006  두산산업개발  광주계림 두산위브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청주산남 푸르지오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LS산전  경산하수처리장 수배전반 1식

2006  두산산업개발  광명철산 두산위브 신축공사 수배전반 1식

2006  신세계건설  태백 E-MART 수배전반 1식

2006  두산중공업  국가암검진지원센터 수배전반 1식

2006  삼성중공업  보령화력 #7,8 CHP 1식

2006  삼영기업  인천논현지구 가압장 수배전반 1식

2006  코오롱건설  덕평휴게소 1식

2006  경우이앤씨  포항 유강 이테크 코아루 아파트 1식

2006  경우이앤씨  정읍 캐스코 공장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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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수건설  천안 오렌지 씨네스타 1식

2006  대우건설  조치원 죽림 푸르지오 1식

2006  신세계건설  상주 E-MART 1식

2006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3,4 MCC 외 10종 1식

2006  한전기공  평택화력 #3,4 FDF 1식

2006  두산중공업  창원 정성관 리모델링 수배분전반 1식

2006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원선 고장점 표정반 1식

2006  두산산업개발  테헤란타워 신축공사 수배분전반 1식

2006  LS산전  영동화력 2차 1식

2006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전자 접촉기반 1식

2006  LS산전  서천화력 고압반 1식

2006  한국수자원공사  영남 내륙권 광역 취수장 1식

2006  코오롱건설  부천 터미널  1식

2006  신세계건설  디지털센터 전기실 수배전반 1식

2006  한국서부발전  평택화력 BLR MCC 1식

2006  서울메트로  신대방역 전기실 수배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부산트럼프월드센텀 수배분전반 1식

2006  두산중공업  창원기숙사 간부 및 사원숙소 수배분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바란 우비 수배분전반 1식

2006  대동종합건설  칠곡왜관 다;숲 수배전반 1식

2006  대우건설  울산 남외지구 2차 1식

2006  LS산전  코스모 화학 온산 공장 1식

2006  이수건설  천안 오렌지 씨네스타 CGV 1식

2007  대우건설  통영죽림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2007  삼환기업  왕십리민자역사 수배전반 1식

2007  두산건설  수원매탄주공재건축 수배분전반 1식

2007  GS네오텍  서교자이 주택전시관 수배분전반 1식

2007  한일건설  양지면 제일리 단독주택 수배전반 1식

2007  대우건설  대구 월성동 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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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조달청  전남지역 암센터 수배분전반 1식

2007  신세계건설  화성동탄이마트 수배전반 1식

2007  삼환기업  역삼아르누보 수배분전반 1식

2007  신보기전  상명대 천안캠퍼스 수배분전반 1식

2007  신원종합개발  원주문막 아침도시 수배전반 1식

2007  한솔이엠이  페이퍼코리아 수배분전반 1식

2007  한솔이엠이  상주 T-PROJECT 수배분전반 1식

2007  LIG건영  대전탄방동 캐스빌 수배분전반 1식

2007  대우건설  부천중동역2차 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2007  한솔이엠이  인도 Bharat Duplex Board Project 수배전반 1식

2007  두산건설  고대구로병원 수배분전반 1식

2007  삼성물산  엔씨소프트 사옥 수배전반 1식

2007  신세계건설  남양주 도농이마트 수배전반 1식

2007  대우건설  마곡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2007  대우건설  중구저동 복합빌딩 수배분전반 1식

2007  극동건설  제주 오션스위츠 수배전반 1식

2007  신보기전  온세통신 신국사 수배분전반 1식

2007  두산건설  진주 금산 두산위브 수배분전반 1식

2007  대우건설  부천중동재건축 수배분전반 1식

2007  코오롱건설  태백서학레저단지 전동기제어반,분전반 1식

2007  조달청  한국은행 강남본부 수배전반 1식

2007  삼환기업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배분전반 1식

2007  한진중공업  갈월동 오피스 수배분전반 1식

2007  LIG건영  성내동캐스빌 수배분전반 1식

2007  한국철도공사  자동제어반 1식

2007  조달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 수배전반 1식

2007  삼성물산  D-PROJECT 수배전반 1식

2007  신보기전  일동제약 동탄중앙연구소 수배분전반 1식

2007  삼성물산  퍼시스사옥 수배분전반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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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우건설  명동타워 리노베이션 수배분전반 1식

2007  두산건설  세종아파트 수배분전반 1식

2007  두산건설  대구달서 신시영 재건축 수배분전반 1식

2008  대우건설  리비아 트리폴리호텔 수배분전반 1식

2008  대우건설  천안신방동 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2008  대우건설  구미광평 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2008  대우건설  대구 각산푸르지오 수배분전반 1식

2008  극동건설  부산 명지스타클래스 수배전반 1식

2008  남해전기  삼성물산 퍼시스사옥 수배전반 1식

2008  신보기전  일동제약 동탄중앙연구소 수배전반 1식

2008  삼환기업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배전반 1식

2008  조달청  영천학사 리모델링 1식

2008  삼성물산  DHL 물류센터 수배전반 1식

2008  삼환까뮤  울산달동 주상복합 수배전반 1식

2008  성지건설  거창스포츠파크 수배전반 1식

2008  LS산전  대한펄프 청주공장 수배전반 1식

2008  금호산업  대구율하주공아파트 8,9,11BL 수배전반 1식

2008  한진중공업  영도 및 다대포제작소 수배전반 1식

2008  삼성에버랜드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1식

2008  GS네오텍  파주LCD 분전반 1식

2008  신세계건설  보령이마트 수배전반 1식

2008  삼성에버랜드  삼성테크윈 창원3사업장 수배전반 1식

2008  한전강서지점  목동 IDC 1식

2008  한국가스공사  일산 특고압반 1식

2008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팔당-국수간 전철제어반 1식

2008  종합전기  김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1식

2008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고압차단기반 1식

2008  대우건설  송도NEATT 수배전반 1식

2008  코오롱건설  울산 파크폴리스 수배분전반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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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경남기업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시설 수배전반 1식

2008  대동종합건설  당진 다:숲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8  LIG건영  고척동 캐스빌 수배전반 1식

2008  LS산전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수배전반 1식

2008  대우건설  안양백조재건축 수배전반 1식

2008  한일건설  부천시 공영주차장 수배전반 1식

2008  대우건설  남양주 오남리푸르지오 수배전반 1식

2008  신세계건설  용인 보라이마트 수배전반 1식

2008  신원종합개발  신도림고등학교 수배전반 1식

2008  한국철도시설공단  장항선 고장점표정반 1식

2008  이수건설  삼성동 브라운스톤 수배전반 1식

2008  경우이앤씨  성남판교 주공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8  씨엠텍  당산동 주상복합 수배전반 1식

2008  두산건설  포천 한우리 칸리조트 수배전반 1식

2008  GS네오텍  오산 하수처리장 수배전반 1식

2008  신보기전  주문진 신태양아파트 수배전반 1식

2008  신보기전  상명대 기숙사 수배전반 1식

2008  경우이앤씨  광명철산 주공아파트 1식

2008  대우건설  대구 월성동푸르지오 1식

2008  두산중공업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 1식

2008  신원종합개발  경인교육대 학생생활관 1식

2008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공동물류센터건립 1식

2009  LS산전  코오롱건설/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수배전반 1식

2009  태영건설  남양주 진접 수질복원센터 TK 중 수배전반 1식

2009  GS네오텍  철도기관 공동사옥 1식

2009  성지건설  대전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공사 1식

2009  삼성물산  우리은행 DMC 전산센터 1식

2009  대우건설  송도호텔현장 수배전반 1식

2009  LIG건설  성북동 The Gate Hills 현장 수배전반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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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7,8호기 1식

2009  한일건설  신한생명 천안연수원 수배전반 1식

2009  두산중공업  상도동 두산위브 신축공사 1식

2009  LS산전  제주화력 내연2호기 고압반 1식

2009  신세계건설  용인흥덕이마트 수배전반 1식

2009  금호산업  당산동신형한독어울림 수배분전반 1식

2009  대우건설  화순실내문화체육관 수배분전반 외 1식

2009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제천-도담간 고장점표정장치 구매 1식

2009  휴먼텍코리아  ㈜디지큐브 광주공장 신축공사 Switch Gear 1식

2009  한일건설  덕성여대 실내체육관 수배전반 1식

2009  대성산업  사당동 대성유니드 현장 분전반 및 몰드변압기 납품 1식

2009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 갑지역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1식

2009  선도전기  삼부토건/TOYOTA 분당 전시장 PACKAGE PANEL 1식

2009  엔텍월드  과천정부종합청사 관리동 고압배전반 교체공사 1식

2009  이수건설  ㈜바텍 동탄공장 증축공사 1식

2009  종합전기  부산해운대 엑소디움 ELB BOX 납품 1식

2009  종합전기  두산타워리모델링 7~10층 분전반 납품 1식

2009  도암엔지니어링  남제주화력발전 고압기동기반 1식

2009  두리이에프씨  한국은행 강남본부 수배전반 보수 공사 1식

2009  LS산전  강남자원회수시설 고압인버터기동기반 1식

2009  LS산전  LS니꼬/온산 VCS반 제작 납품 1식

2009  LS산전  남해화학㈜ 황산#2공장 고압반 1식

2009  두산건설  청주지웰시티 1블럭 신축공사 1식

2009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 고장점 표정반 1식

2009  대우건설  흥인시장 재건축 1식

2009  대우건설  송도푸르지오현장 1식

2009  신세계건설  성남시 태평동 주상복합 1식

2009  한화건설  일산 가좌동 꿈에그린 아파트 1식

2009  대우건설  연세대 국제 2학사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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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성지건설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1식

2009  대우건설  은평뉴타운 3지구 C공구 건설공사 1식

2009  두산건설  울산 신정동 두산위브 1식

2009  대우건설  진주초전1차 푸르지오 1식

2009  대우건설  송도 NEATT,BOAT 1식

2009  삼부토건  삼부토건/파주교하 12블럭 배전반 1식

2009  대우건설  울산유곡푸르지오 1식

2009  대우건설  진주초전2차 푸르지오 1식

2009  두산건설  은평뉴타운 2지구 C공구 1식

2009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씨티 1식

2009  금호산업  은평뉴타운 2지구 C공구 1식

2009  한솔이엠이  연천백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식

2009  동우씨엔이  성지건설-인덕원 스타위드 1식

2009  한솔이엠이  평택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식

2009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고장점 표정반 1식

2009  대우건설  부천시MBT현장 1식

2009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용산~문산간 고장점표정장치 1식

2009  대우건설  Daewoo Tripoli Hotel PJ(LY-19) 1식

2009  이랜드건설  동작 흑석 해가든 신축공사 1식

2009  대우건설  부산거제동푸르지오현장 1식

2009  신세계건설  삼성동T-TOWER빌딩현장 수배전반 1식

2009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공용 480V Load Center, 1Set 1식

2009  청록사회복지재단  장항원수 (국임277호) 1식

2009  신도기전  울산화력 MCC 1식

2009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1식

2009  한국철도시설공단  신분당선전철 (강남-정자) 고장점 표정반 1식

2009  LIG건설  도고글로리콘도 LV PNL 개보수 1식

2010  대우건설  대전허브터미널현장 수배분전반 1식

2010  휴먼텍코리아  ㈜ITX시큐리티 수원공장 수배분전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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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삼성물산  송도글로벌캠퍼스 1식

2010  금호산업  은평뉴타운 3지구 A공구 1식

2010  두산건설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1식

2010  한일건설  종로 중학동 도시환경정비사업(중학2구역) 1식

2010  태양전업공사  ㈜ADP엔지니어링 성남공장 증축공사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신리~순천 저압배전반(중소기업제품) 구매 1식

2010  SK건설  SK텔레시스 판교연구소 신축공사 1식

2010  휴먼텍코리아  키르기즈스탄지사 1식

2010  금호산업  육군 문산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1식

2010  대양하이원테크  이란 PROJECT LNG&LPG CONT. PNL 1식

2010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기중차단기 외 9종(설치조건부) 1식

2010  종합전기  대우조선복합업무지원단지 1식

2010  국립암센터  병원동 화학폐수조 제어반등 교체공사 1식

2010  대우건설  행당5구역재개발현장 1식

2010  극동건설  강남구 대치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춘선 차량기지 SSP 고장점 표정반 1식

2010  LS산전  LG화학 용칭공장 고압INV PNL 1식

2010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상탄설비 MCC(Center-Left), 1면 등 2품목 1식

2010  휴먼텍코리아  가양동 우리빌딩 신축공사 1식

2010  극동건설  대치동 알파빌딩 신축공사 1식

2010  한진중공업  하동화력 석탄취급설비 저탄장우회직상탄설비증설공사 1식

2010  두산건설  인천 학익동 두산위브 1식

2010  두산건설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 1공구 건설공사 중 분전반 1식

2010  LS산전  상무소각장 고압반 및 현장조작반 1식

2010  대양이엔지  고압냉동기반/KEC 구미공장 1식

2010  삼화동력개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 기념관 1식

2010  삼천리  평택용이2차푸르지오 열병합발전 1식

2010  국립암센터  병원동 화학폐수조 제어반 등 교체공사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신리-익산간 고장점 표정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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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종합전기  신월성 방사성폐기물처리장 1식

2010  이수건설  용문구역 주택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1식

2010  코오롱환경서비스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설비 설치공사  1식

2010  대우건설  흥인시장 재건축현장 1식

2010  이수건설  동선구역 주택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1식

2010  금호산업  전북대학교 학생생활관 1식

2010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 상탄설비 MCC 1식

2010  두산중공업  파주운정 두산위브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춘선 금곡-춘천간 고장점 표정반 1식

2010  신세계건설  중소기업중앙회관현장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순천-여수간 고장점 표정반 1식

2010  대우건설  행당 5구역 재개발 현장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춘선 망우-금곡간 고장점 표정반 1식

2010  두산중공업  서초동 바로세움 신축공사 1식

2010  극동건설  청담동 업무용빌딩 신축공사 1식

2010  코오롱건설  광명역세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T/K) 1식

2010  대우건설  마포1-45오피스빌딩현장 1식

2010  신보기전  안양과학대학 기숙사 신축공사 1식

2010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3,4호기 D/G 및 CPP MCC 제작구매 1식

2010  대우건설  송도국제오피스현장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선(밀양SS,삼랑진SSP,마산ATP)고장점표정장치 구매 1식

2010  LS산전  제주화력 ESCO 고압반 9면 제작 1식

2010  LS산전  대전소각장 고압반 PNL 제작 1식

2010  신세계건설  사천이마트현장 1식

2010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  맥스타일내 전기실 변압기 증압 1식

2010  코오롱건설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신축공사 1식

2010  대우건설  제주오라현장 1식

2010  삼성물산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식

2010  KCC건설  미스터피자 사옥 신축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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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S산전  한일시멘트 고압반 1식

2010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저압차단기반 1식 1식

2010  한일건설  인천 청라지구 한일베라체 신축공사 1식

2010  대우건설  한강플로팅아일랜드현장 1식

2010  두산건설  사당동 영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수배전반설비 1식

2010  LS산전  광명열병합 고압반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국수-원주간 고장점 표정반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신리-순천간 고장점 표정반 1식

2010  KCC건설  대죽공단 물류창고 신축공사 1식

2010  두산중공업  수표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1식

2010  대우건설  리비아 즈위티나발전소 가설숙소 1식

2010  대우건설  당진1차푸르지오현장 1식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원~인천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 고장점표정장치 구매 1식

2010  한국철도공사  전기분야 인터페이스 통신카드 1식

2011  두산건설  칸리조트 분전반 1식

2011  금호산업  은평뉴타운 3지구 A공구 1식

2011  한화건설  인천청라7블럭 1식

2011  신세계건설  조선호텔 10RM 1식

2011  두산건설  해운대위브더제니스 1식

2011  대우건설  김포양촌에코하이웨이 1식

2011  태영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자원화시설 1식

2011  한화건설  서부권소포우편센터 1식

2011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1식

2011  대우건설  행복도시 첫마을 1식

2011  대우건설  마포1-53주상복합 1식

2011  한화건설  제주해양과학관 1식

2011  동부건설  용산센터레빌 1식

2011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타워 1식

2011  LIG건설  합정동 오피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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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LIG건설  중랑숲 LIGA 1식

2011  두산건설  신월ㆍ신정 뉴타운 1식

2011  LIG건설  서울역 LIGA 1식

2011  극동건설  바이오랜드 오송공장 1식

2011  태영건설  남양주별내 수질복원센터 1식

2011  한화건설  소마초 외 3개교 1식

2011  효성  수서 오피스빌딩 1식

2011  두산건설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1식

2011  동양건설  메트로스퀘어 5, 6 신축공사 1식

2011  후지코리아  공주 추모공원 1식

2011  계룡건설  한국방송통신대학 서관 1식

2011  LIG건설  강남역 LIGA스퀘어 1식

2011  금호산업  육군정보학교 1식

2011  대우건설  송도BRC지식산업센터 1식

20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분석관 1식

2011  삼성물산  성균관대 산학협력센터 1식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안 특수구조물 1식

2012  신세계건설  아산배방이마트 1식

2012  삼성물산  구미엑손모빌 1식

2012  대우건설  강남보금자리주택 A2BL 1식

2012  태영건설  인천서창2초교 1식

2012  일성건설  방화동 무궁화연립 1식

2012  금호산업  육군포천 병영시설 1식

2012  인팩트오토메이션  포항CSU 1식

2012  KCC건설  에이텍 판교사옥 1식

2012  한화건설  제주영어교육도시 2차 1식

2012  GS네오텍  부항다목적댐 1식

2012  KCC건설  솔브레인사옥 1식

2012  대우건설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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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삼원전력  포천복합화력 1식

2012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 1식

2012 삼성물산 수원 신동 1블럭 1식

2012 삼성물산 수원 신동 2블럭 1식

2012 삼성물산 탕정트라팰리스 3단계 1식

2012 GS네오텍 송산수질복원센터 분전반 1식

2012 삼천리이에스 제천 리솜리조트 열병합발전 1식

2012 삼천리이에스 용인1차 서해그랑블 소형열병합발전 1식

2012 신원종합개발 메이플비치 골프텔 수배전반 1식

20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청사 수변전설비  1식

2012 한국토지주택 서울서초 A3BL 아파트 전기 분전반 1식

2012 후지코리아 울산시 하늘공원 전기/계장 1식

2012 두산건설 칸리조트 MOF 1식

2012 쌍용건설 사랑의 교회 신축 1식

2012 쌍용건설 대구침산동아파트 신축 1식

2012 대우건설 서강대인공광합성연구센터 1식

2012 동양/건설부문 만년동 근생시설 1식

2012 중소기업중앙회 비상전원절체개폐기(ATS) 1식

2012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극동건설 인천제2성모병원 1식

2012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사업 1식

2012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생명과학 충주 GMP공장 1식

2012 삼성물산 연합미디어센터 1식

2012 한국수자원 이사천취수장 고압전동기 기동반 1식

2012 대우건설 파푸아뉴기니 LNG PROJECT POWER D/P 1식

20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한빛도서관 분전반 1식

2012 대우건설 부산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 1식

2012 대우건설 가천대 경원캠퍼스 가천관 1식

2012 대우건설 당진 제철 화력발전소 5~8호기 1식

2012 대우건설 Zwitina Combined Cycle Power Plant Project/LIBYA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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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조일이씨에스 포항~영덕 주배관전기 1식

2012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광역시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1식

2012 대우건설 디지털방송지원센터 능동형고조파필터 외 1식

2012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삼성동 A빌딩 154-1 1식

2012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삼성동 B빌딩 155-3 1식

2012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1식

2012 한국남부발전 삼척1,2호기 용 동력용 사급자재(1차분) 1식

2012 엔에이치테크 노틸러스효성 사옥 1식

2012 종합전기 신월성 1,2호기 임시동력 1식

2012 한화건설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1식

2012 두산중공업 사우디 Rabigh(라빅) AC-DC CONVERTER 1식

2012 신보기전 강남구 청담동 백영빌딩 1식

2012 이스트파워 인천제2성모병원 발전기 별치판넬 1식

2012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SSGGP PROJECT Distribution Panel 1식

2012 삼성물산 호텔신라 본관동 리모델링 1식

2012 한화건설 극동방송사옥 수배전반 1식

2012 대우건설 동탄오피스텔 1식

2012 삼성물산 상수 제1구역 주택재개발 1식

2012 삼성물산 상수 제2구역 주택재개발 1식

2012 일성건설 신림동 동방종합시장 시장재건축 수배전반 1식

2012 대우건설 신촌오피스텔 1식

2012 삼성물산 삼성의료원 양성자센터 1식

2012 한국동서발전 사옥 및 사택용 1식

2012 한화건설 NICE그룹 지식산업센터 1식

20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민회관 저압수배전반 1식

2012 한국전력 전원 분전반,통신용 분전반 1식

2012 대우건설 LIBYA TRIPOLI HOTEL PROJECT 1식

2012 삼성물산 아현 재개발 아파트 3블럭 1식

2012 삼성물산 대치우성 리모델링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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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두산인프라코어  창원 성주 공장 1-1단계 1식

2012 이레에너지테크  해운대 AID열병합발전 1식

201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종합행정문화센터 1식

2013 신보기전  잘만테크 석수 스마트타운 1식

2013 삼천리ES  전주 페이퍼공장 1식

2013 신보기전  한샘물류터미널 1식

2013 효성  동양미래대학 3호관 1식

2013 삼원전력  포천복합화력 1식

2013 코오롱글로벌  공군 수원관사 1식

2013 유앤비자산관리  중소기업회관 수.배전반 철거 및  1식

2013 태영건설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1식

2013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가람도서관 1식

2013 코오롱글로벌  광명 철산 2단지 재건축 아파트 1식

2013  경상남도 남해군  독일 문화체험센터 1식

2013  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 2호기 1식

2013  삼성물산  제주 신라면세점 1식

2013  삼화콘덴서공업  IRAQ DS PANEL PJT 1식

2013  후지코리아  남해추모누리 1식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선 제천-쌍용 고장점 표정반 1식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 오송-익산 고장점 표정반 1식

2013  대우조선해양건설  거제 옥포랜드마크타워 1식

2013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산명지엘크루솔마레 1식

2013  대우조선해양건설  아산용화엘크루 1식

2013  대우건설  파주양주 BTL 1식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선 익산-광주 고장점 표정반 1식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고장점 표정반 1식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고장점 표정반 1식

2013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기숙사 1식

2013  경상북도  경상북도청사 및 의회청사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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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신축공사 1식

2013  GS건설  부산신화명리버뷰자이 1식

2013  GS건설  안동센트럴자이 1식

2013  GS건설  신촌자이엘라 1식

2013  태영건설  39사단 부대이전사업 1식

2013  신보기전  한국콜마㈜ 관정 화장품공장 신축공사 1식

2013  한국철도시설공단  신분당선 차량기지 고장점 표정반 1식

2013  고흥군청  고흥폐기물소각시설 1식

2013  서브원  S-OIL 사옥 1식

2014  대우건설  광교신도시 C5 블록주거복합 1식

2014  포스코엔지니어링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제2공장 신축공사 1식

2013  한화건설  제주헬스케어 2차  1식

2014  대우건설  안산QWL현장 1식

2014  삼화콘덴서공업  쿠웨이트 CONDENSER PANEL 1식

2014  대림산업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B터미널 1식

2014  대우조선해양건설  아주대의료원 특고압반 1식

2014  한화건설  상암오밸리스크 2차 1식

2014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전철 왕십리SSP외 1개소 고장점표정반(한대앞 SSP) 1식

2014  경주시  경주서면행정복합타운 1식

2014  대우건설  고양삼송지구 지식산업센터 1식

2014  코오롱글로벌  인천도시철도212공구 1식

2014  후지코리아  강릉추모공원 1식

2014  이수건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관 신축공사 1식

2014  대우건설  삼척그린파워 1,2호기 1식

2014  서브원  더페이스샵 인천공장 리모델링 공사 1식

2014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에너지 CELL공장 신축공사 1식

2014  대우건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1식

2014  대우건설  당진제철 1식

2014  다린전력  NS홈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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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브원  하우시스 옥산공장 신축공사 1식

2014  경기도 파주시  파주 보훈회관 원격검침 시스템 1식

2014  한화건설  대전노은4지구APT 1식

2014  대우건설  강남역 오피스텔 현장 1식

2014  이스트파워  한수원 신울진 1,2호기 GCP 1식

2014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에너지 CELL공장 신축공사(2차) 1식

2014  HHIC-PHIL KOREA  필리핀 수빅조선소 1식

2014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저압차단기반 1식

2014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VCB구매 1식

2014 서브원  LG화학 과천 제2연구소 리모델링 공사 1식

2014 삼성물산  성균관대 IBS 센터 1식

2014 광주광역시  2015 광주 하계 U대회 수영장 건립공사 1식

2014 대우건설  고려대 미래공학관 1식

2014  한화건설  정릉 10구역 재개발 아파트 1식

2014  태영건설   경산시 자원회수처리시설 1식

2014  포스코엔지니어링   SNG 실증 PROJECT 1식

2014  KCC건설   우정혁신도시스위첸 1식

2014 삼원전력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석탄취급설비공사 1식

2014 한진중공업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1식

2014 보은군청   보은군 스포츠센터 1식

2014 경기도시공사   판교테크노벨리 산학연 R&D센터 1식

2014 한화건설   판교 한화 연구소 1식

2014 한화건설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1식

2014 효성   신대방 호텔 신축공사 1식

2014 효성  진주 913 사업 1식

2014 태영건설   김포한강신도시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1식

2014 신보기전   안성롯데캐슬센트럴시티 신축공사 1식

2014 다린전력  NS홈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1식

201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 T2전면시설)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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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브원  해태음료 천안 물류공장 1식

2015  금호산업  홍제동 무궁화단지 주택재건축 1식

2015  대우조선해양건설  아주대의료원 외상센터 1식

2015  포스코A&C  강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1식

2015  신세계건설  반포 센트럴시티 1식

201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옥길 B1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3공구 1식

2015  삼성물산  서초 금융연수원 신축공사 1식

2015  CJ건설  바우하우스 신축공사 1식

2015  대우건설  ALGERIA CAFC PROJECT 1식

2015  거창군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 수배전반 1식

2015  연천교육청  전곡초등학교 1식

2015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1식

2015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식

2015  제1570부대  1사단 정보통신대대 병영식당 보수 전기공사 1식

2015  한국전력공사  통합 ICT 센터 1식

2015  두산건설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2공구 1식

2015  KCC건설  삼천리자전거 서초사옥 신축공사 1식

2015  한진중공업  모다아울렛 인천점 1식

2015  신세계건설  하남 신세계백화점 신축공사 1식

2015  농협중앙회  경주 상호금융연수원 1식

2015  한밭대학교  한밭대학교 그린에너지관 1식

201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2 빗물펌프장 1식

2015  태영건설  남양주 별내 수질복원센터 1식

2016  이수건설  대구 범어 브라운스톤 1식

201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회산2 아파트 1식

2016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비상발전설비 1식

2016  안성시상수도사업소  공도가압장 1식

2016  한화건설  IRAQ BISMAYAH NEW CITY PROJECT(SOCIAL INFRA PJT) 1식

2016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수력 옥외변전설비 현대화사업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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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우건설  보렴댐 보수로 건설공사 1식

2016  두산건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신축공사 1식

2016  한진중공업  성남 OO사업 시설공사 1식

2016  대우건설  이천설봉3차 푸르지오 1식

2016  대림산업  아모레퍼시픽 대전 코스비전 1식

2016  경기도 안양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1식

2016  한화건설  한화빌딩 개보수공사 1식

납품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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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Voltage Switchgear

고압 폐쇄배전반

당사 고압 폐쇄배전반은 국, 내외 관련규격에 의해 설계, 제작, 시험되며 

공인인증기관의 개발시험(TYPE-TEST)을 통해 철저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단성능이 우수한 VCB를 수납하여 기능성과 안전성에 역점을 

두고 제작되어 발·변전설비, 산업플랜트, 수처리장, 빌딩 등의 수배전 설비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규격

▒ 제품구분

▒ 제품특징

•IEC 62271-200

•ANSI C37.20.2

•JEM 1425

•ES 158

•KEMC 2101

•GHB형 : 강판절곡 FRAME 및 부품을

               사용한 BOLT조립식 구조

•GHW형 : ANGLE이용 WELDING구조

•M형 : METAL CLAD형

•P형  : COMPARTMENT형

•C형 : 일반 CUBICLE형

1. 구조
   •당사의 고압 폐쇄배전반은 각 부하별로 독립된 구조로

      제작되며, 각 독립된 배전반은 차단기(VCB or GCB)

      또는 진자접촉기(VC), 제어기기, 보호기기,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직자립형 폐쇄배전반으로서, 수평모선은 반상부

      또는 중앙에 위치하며 수직모선 및 케이블 접속은

      반이면의 공통격실에, 외함의 접지모선은 반하부에

      위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반후면 및 접촉가능

      개소에 보호망(SAFETY COVER)을 설치하여 안전

      운전이 가능합니다.

   •외함보호등급은 IEC60529에 따라 IP2X에서 IP5X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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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3.3KV 400A에서부터 25.8KV 2000A까지 제작이 광범위합니다.

   •옥내 및 옥외용도 가능합니다.

   •범용지역은 물론 분진, 가스, 염해 등 특수지역 사양도 적합합니다.

3. 모선 및 CABLE 처리
   •모선의 지지는 전압별 절연거리 및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INSULATOR를 사용하며, 단락계산치에 의하여 일정간격으로 

      지지하여 단락사고시 발생하는 전자력 및 열적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습니다.

   •모선의 주문에 의해 절연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절연 TUBE,

      절연 CAP, 절연 BOOTS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CABLE 처리실은 전압별 절연거리 및 TERMINATION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CABLE 지지가 가능토록 

      취부용 지지대를 취부 하였습니다.

   •CABLE 인입, 인출 HOLE은 제어용(전면)과 POWER용(후면)으로

      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도장
   •모표준색상 : MUNSELL NO. 7.5BG 6/1.5 또는 5Y 7/1입니다.

   •금속에 특수아연인 산염처리를 거친 후 분체정전 도장에 의해

      도장표면 및 도막두께가 균일하고 고온에 강하며 내충격 및 

      내부식성이 우수합니다.

High Voltage Switchgear

▒ 표준정격

정격전압(V) 3.3 kv 7.2 kv 24 kv  or  25.8kv

정격전류(A)
400, 600/630, 1200/1250,

600, 2000, 2500,
3000/3150

400, 600/630, 1200/1250,
1600, 2000, 2500,

3000/3150
600/630, 1200/1250, 2000

정격단시간전류
(KA/1 SEC)

8, 12.5, 20, 25, 31.5, 40  8, 12.5, 20, 25, 31.5, 40 12.5, 25

상용주파내전압
(KV/1 MIN)

16 20 50

정격충격파내전압
(KV/1.2 X 50 ㎲)

45 6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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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Voltage Switchgear

저압 폐쇄 배전반

당사의 저압 폐쇄배전반은 국·내외 관련규격에 의해 설계·제작·시험되며 고신뢰성 및

고차단 용량의 기중차단기를내장하여 배전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특히 COMPACT한

구조로 저용량의 인출형 기중차단기의 3단 적재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부품

사용으로 고객의 특수 요구사항, 원가 및 납기 측면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  적용 규격

▒  제품 구분

▒  제품 특징

· IEC 60439-1, 60529, 60439

·ANSI C37.20.1

·ES 158

·JEM 1265

·KWMC 2102

·GLB형 : 강판절곡 FRAME 및 부품을 사용한 BOLT

               조립식 구조임

·GLW형 : ANGLE이용 WELDING구조

·당사의 저압 폐쇄배전반은 각 부하별로 독립된 구조로

   제작되며, 각 독립된 배전반은 차단기(ACB or ATS, MCCB),

   제어기기, 보호기기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직자립형 폐쇄전반으로서 내부기기의 구성은 표1)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반후면 및 접촉기능개소에

   보호망(SAFETY COVER)을 설치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합니다.

·외함보호등급은 IEC60529에 따라 IP2X에서 IP5X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상·하부 인출입이 가능하며, CABLE 또는 BUS DUCT의

   경우에도 용이하게 접속가능한 구조입니다.

·MCCB반의 경우 표준형 100AF 배선용 차단기를 수평배열하여

   최대 20~25개까지 구성이 가능하여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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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Voltage Switchgear

정격전압(RATED VOLTAGE) V 600

정격전류(RATED CURRENT)  A
400, 630, 800, 1000/1250,
1600, 2000, 3200, 4000,

5000*, 6000*

정격주파수(RATED FREQUENCE) HZ 60 or 50

정격단시간전류
(RATED SHORT TIME CURRENT:1SEC)

KA MAX. 65

상용주파내전압
(RATED FREQUENCE WITHSTAND VOLTAGE:1MIN)

V
주회로:2000

제어회로:1500

정격조작전압(RATED OPERATING VOLTAGE) V DC 110V, AC 110 or 220

표준정격

표1) 저압폐쇄배전반 내장기기 구성표

※주문시 당사와 협의 요망

ACB
ACB

(2단적)
ACB

(3단적)
ACB & ATS ATS ACB & MCCB ATS & MCCB MCCB

100A ◯ ◯ ◯ ◯ ◯ ◯ ◯ ◯

1600A ◯ ◯ - ◯ ◯ ◯ ◯ ◯

2000A ◯ ◯ - ◯ ◯ ◯ ◯ -

3000A ◯ - - - ◯ - - -

4000A ◯ - - - - - - -

5000A ◯ - - - - - - -

적용

전류

61



M A N U F A C T U R E 

Package Switchgear (High & Low Voltage Switchgear)

집합형 폐쇄 배전반

당사의 집합형 폐쇄배전반은 국·내외 관련규격에 의해 설계·제작·시험되며 고장구간을

신속히 차단하는 LBS(AISS), 고신뢰성 및 고차단 용량의  기중차단기를 내장하여 철저한

안전 및 보호장치로 구성하여 하나의 배전반에 수납함으로써 설치면적을 최소화 할수있어

주로 약식수전의 수배전설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 규격

▒  제품 구분

▒  제품 특징

·KEMC 2101, 2102

·KSC 1213

·GLB형 : 강판절곡 FRAME 및 부품을

               사용한 BOLT 조립식 구조임

1. 구조

·수전반, 변압기반, 배전반을 Package화 하여 하나의 큐비클에

  수납하는 구조입니다

·수전반은 LBS(AISS), LA, MOF, CT, PT가 설치되며 배전반은 ACB,

  ATS, MCCB등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밀폐구조 및 고밀도 방수로 단열 및 방수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변압기 진동 전달 방지를 위해 Flexible Bus Bar를 사용하였으며

  소음감소를 위해 흡음단열재도 장착 가능합니다.

·안전도 향상을 위해 특고압측과 저압측 사이에 격리판을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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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Switchgear (High & Low Voltage Switchgear)

2. 적용범위

3. 도장

·1000kW 이하의 약식 수전설비에 적용이 용이 합니다.

·설치면적이 협소하거나 건축비용의 절감시 적용이 용이합니다.

·표준색상 : MUNSELL NO. 7.5BG 6/1.5 또는 5Y 7/1입니다.

·금속에 특수아연인산염처리를 거친 후 정전분체 도장에 의해 도장표면 및 도막두께가 균일하고 고온에 강하며

   내충격 및 내부식성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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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Center

전동기제어반

당사의 전동기제어반은 고성능, 고신뢰성, 안전한 동작, 다양한 기능,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산업설비에 사용되는 저압 MOTOR의 보호, 제어에 최적의 SYSTEM입니다.

또한 PNC공정에 의해 전부품이 표준생산 및 STOCK화 되어 고객의 변경사양 발생시

신속처리가 가능하며, 미려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  적용 규격

▒  제품 특징

1. 구조

▒  제품 구분

· IEC 60439-1, 60947

·NEMA ICS 2.322

·JEM 1195

·GMS형 : 단면 인출형

·GMD형 : 양면 인출형

·COMPACT한 기기사용 및 입체적인 설계로 설치면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외함은 모선격실, 유니트격실, 케이블격실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동부 또는 도전부의 접촉에 의한 사고로부터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후면에 보호망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 수직모선은 정격단락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잇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회로 B배선, 제어회로 C배선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JEM1195),

   채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제어회로 B배선

   방식의 경우 단자실도 유니트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T는 1, 2, 3차로 구분되며, 자동 또는 수동인출이 가능합니다.

   (1차:전원측, 2차:부하측, 3차:제어측*)

·UNIT DOOR는 MCCB가 ON상태에서는 DOOR가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가

   있으며 PAD-ROCKING이 가능합니다.

·UNIT 인출입이 원활치 못했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GUIDE 기구를 UNIT에 부착

   GUIDE RAIL을 따라 원할한 접속이 가능하며, 주회로 접속상태도 양호합니다.

·각 UNIT의 상·하간은 금속판으로 격리, 차폐하여 돌연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타 UNIT에 파급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차 인출시에는 당사와 별도협의)

2.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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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Center ▶▶전동기 제어반 (Moter Control Center)

정격전압(RATED VOLTAGE) V 600

정격전류(RATED CURRENT)  A
수평모선 표준:600  최대:2000

수직모선 표준:300  최대:900

정격주파수(RATED FREQUENCE) HZ 50 or 60

정격단시간전류
(RATED SHORT TIME CURRENT:1SEC)

KA MAX. 65

상용주파내전압
(RATED FREQUENCE WITHSTAND VOLTAGE:1MIN)

V
주회로:2000

제어회로:1500

정격조작전압(RATED OPERATING VOLTAGE) V AC 110 or 220

표준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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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oard

분전반

당사 분전반은 표준화 생산된 부품으로 조립, 제작되어 견고하고 COMPACT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 및 유지, 보수가 간편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표준화된 전등분전반은 물론, 동력용 자립분전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  적용 규격

▒  제품 구분

·NEMA PB 1

·KSC 8320

·KEMC 2104

·GDS형 : 자립형

·GDW형 : 벽부 노출형

·GDF형 : 벽부 매입형

공칭전압
(RATED NOMINAL VOLTAGE)

V 110, 220, 380, 440

정격전류
(RATED CURRENT)

 A 200, 400, 600

정격주파수
(RATED FREQUENCE)

HZ 50 or 60

상용주파내전압
(RATED FREQUENCE WITHSTAND VOLTAGE:1MIN)

V 2000

표준정격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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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및 계전기반

당사의 제어반 및 계전기반은 발전, 변전소, 철도 및 산업 플랜트, 빌딩 등에 설치되는 수배전반의

원격감시, 제어, 보호용으로 전기실과 별도로 위치하는 감시실에 통상 설치되며 미려한 외관과 인간

공학적 특성을 고려한 기기배치 등의 설계로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기철도용 급전 제어반 및 고장점표정반은 당사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전철 및 산업선에 운용중에 있으며, 광역전철화 사업추진에 병행하여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철도용 디지탈 고장점표정반(FAULT LOCATOR)

전기철도용 디지탈 전자식제어반
(DIGITAL PROTECTION & CONTROL PANEL)

▒  제품 구분

▒  제품 구분

철도공사에서 운용중인 전기철도 급전선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발생지점을

표시하여 주는 장치로서 현재 수도권 전구간과 산업선 및 신규 건설중인 노선에

설치하여 운전중이며 철도설비의 전철화와 더불어 확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기철도의 급전을 위한 변전소 및 구분소, 보조구분소의 주요전기 설비의 감시, 제어,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아날로그

제어반에 COMPACT한 크기로 신뢰성을 더했으며, 부가기능으로 원격 통신을 통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 및 산업선, 건설중인 신규노선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적용선로별

   - AT 흡상전류비 방식(단선용)

   - AT 흡상전류비 방식(복선용)

·통신방식별

   - 실회선(Metallic Cable) 통신방식

   - 광회선(Optic Fiber Cable) 통신방식

·수전 제어반

·변압기 제어반

·피더선로 제어반

Remote Control & Relay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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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설명

▒  제품 구성도

제품 특징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입니다.
•전기설비를 화재로 부터 보호합니다.
•이상발열 예상부분에 온도감지캡슐을 부착합니다.
•온도감지캡슐이 개봉되면 냄새가 확산됩니다.
•확산된 냄새를 냄새감지기가 감지하여
  경고신호를 보냅니다.

냄새확산

이상발열조기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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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품

69

▒  감지장치 원리

냄새감지기 내부의 냄새 SENSOR 표면에 냄새 분자가 흡착하면 전기 전도가 높게 되어

저항치가 저하 합니다. 이 저항치의 변화를 브릿지 회로에서 전압 편차로 검출합니다.

▒  감지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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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제품개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구매

배전반 전기절연물은 구조적 불량, 위치불량, 시공불량, 설비노후, 취급불량 내지는 관리소홀로 화재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전기설비에서 누전, 합선, 절연열화에 의한 화재 발생시 종래에는 주로 발화전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감지하여 외부로 알려주는 

연기감지 장치와 발화상태에서 이를 감지하여 외부로 알려주는 화재상태 감지장치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상이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를 알려주기때문에 발화에 대한 조기진압 대응이 늦어 때로는 대형화재로 이어져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본 제품은 배전반의 전기절연물의 발열 및 발화 단계전 열에 의해 분해된 재료의 냄새를 감지함에 따라 전기섧비의 이상발열시 사전에 

신속하게 외부로 알려주어 전기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기설비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

■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상표명: WEZES)”로 더욱 안전한 배전반 탄생!!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특징 :

■ 우수조달 공동상표 WEZES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7호의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됩니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조달청 나라장터 확인방법

■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하여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WEZES”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공동상표 물품에 대하여 공공분야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전기조합의 엄격한 공동상표 관리 및 운영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조달청으로 부터 물품의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이 공동상표를 사용 가능 합니다.

▶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테마물품 홍보마당 우수조달물품

▶ ▶ ▶ ▶우수물품안내 업무안내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공동상표 지정현황

?

특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우수조달공동상표(제20100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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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N U F A C T U R E 

제품 특징

제품 설명

제품 구성

WEZES 세종전기공업 기술 및 품질인증 현황

기술인증현황
품질인증현황

인증종류 기술명

배전반
(39121103)

특허 
10-0490857

전기설비의 이상발열조기감지장치
우수단체 표준제품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39121103)

특허 
10-0704317

진동기제어의 이상발열조기감지장치 및 방법
우수단체 표준제품
(전동기 제어반)

분전반
(39121101)

특허 
10-0490857

전기설비의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
우수단체 표준제품

(분전반)

구분

신청제품

특고압반 저압반 MCC반 분전반

■ 이상발열 조기감지장치를 탑재한 투시형 배전반
●배전반 내의 이상발열을 조기 감지합니다.                                         ●내부기기의 절연열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배전반 설비를 화재로 부터 보호합니다                                            ●배전반 외부에서도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창 구조입니다.

●내부기기의 이상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안전을 중시한 배전반입니다.

전기설비내부 발열 예상 부분에 이상발열이
진행되면 온도감지 캡슐이 개봉됩니다.

캡슐로 부터 확산된 냄새를 냄새 감지기가
감지하여 경고신호를 보냅니다.

발생한 냄새를 감지

전기설비 내부
발열 예상부분에
이상발열이 진행되면,
온도감지캡슐이 개봉됨

이상발열경고 등이 작동하여 외부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며 원방으로도 경고신호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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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안전성 및 유지보수

■ 차단기 격실, 저압 격실, 모선 격실, 부하(Cable) 격실로 구분

■ 차단기반 전면 폭(Width)은 전기실 Layout을 고려 최대 800mm 이하로 제작

■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DIPM) 적용한 전자화배전반

특고압(24kV) COMPACT MCSG

■ 각 Compartment에서 Arc Fault 발생 시 압력 GAS 방출통로 구비

■ 주요 구성품간에 접지된 금속 Partition을 설치하여 사고 시 안전을 최우선 고려

■ 전면 Door를 개방하지 않고 차단기 인입, 인출이 가능하며, 

   차단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점검창 구비

■ 차단기가 Close된 상태에서는 인출, 삽입 및 Door개방도 할 수 없도록 Locking장치 구비

■ 유지보수 시 안전성을 위해 접지스위치(Earthing Switsh) 구비

■ Cable 접속실은 Cable 처리, 안전한 보수 및 검사가 용의하도록 충분한 Space확보

■ 차단기 인출 시 자동으로 동작되는 Metal Shutter 구비

■ 차단기반 Door는 내부 아크사고(Internal Arc Fault)에도 개방되어지지 않는 강도로 설계

■ 인접한 배전반간의 모선 연결은 절연부싱을 통하여 연결하는 구조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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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외형 및 내부구조

정격 전압 24 kV

정격 전류 630A / 1,250A

정격 주파수 60 Hz

정격 차단 전류 25kA / 1sec (차단기는 25kA / 3sec)

상용주파 내전압 50kV / 1min

충격 내전압 125kV

보호 등급 1P4X

용량 Width Height Depth

630A 800 2,350 2,000

1,250A 800 2,350 2,000

1. Arc 방출구
2. 열반용 Bushing
3. Vacuum Circuit Breaker
4. Current Transformer
5. Earthing Switch
6. Surge Arrester

A. 저압(제어)실
B. 차단기실
C. 모선실
D. Cable실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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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 절감형 고압배전반

    -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발맞추어 수배전반에서 발생되는 대기전력을 절감하는 
      경제형 배전반 입니다.

▲ Smart Eco Module 
     (대기전력 차단모듈)

▒ 친환경 기중고체절연

    - 주요기기는 기중고체 절연으로(SF6 Free)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 Compact

    - 친환경 고체절연기기(LBS, VCB)를 적용하고, 배전반 주 고압모선을 기존의 가로(횡) 배열에서 세로(종) 
      배열로 설계하여 설치공간을 최대 76% 축소시킨  Compact한 구성으로 원가절감 측면에서도 월등히 
      향상된 제품입니다. (인출형 VCB 탑재 일반구조도 가능함)

▒ 공인기관 형식 시험 완료

    - IEC62271-100, KERI TYPE TEST

   ▒ 수배전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전류 사고에 대해 자체 기전력(Self-Power)으로만 설정전류를 감지하며, 설정전류 이상의
      전류 발생시에만 계전기 전원을 인가하므로, 계전기에서 정상시에도 항상 소비되는 제어전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갖는 에너지 절감형 제품입니다.

   ▒ 부분방전 현상시 발생하는 펄스의 발생빈도(N)과 크기(q)를 측정하여, 위험도를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Q-N Martrix분석기법)을 적용한 진단장치(Smart PD)를 내장시켜 절연열화를 사전에 감시/진단하여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센서(IR센서)를 적용하여 내부의 이상온도 상승을 검출하여, 경보 및 Trend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제 10-1291767호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 15-1148호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제2014106호 과진상 억제 무표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

▲ Smart-PD
     (PD, 온도진단모듈)

Smart Eco MVSG 특징 및 장점

Smart Eco MVSG 핵심기술 (Core Technology)

Smart Eco MVSG 적용기술

M A N U F A C T U R E 

MVSG 조달우수제품(제2014106호)

▒ PD. 온도 온라인 감시

    - 운전중에 있는 수배전반 내부에서 발생하는 PD(Partial Discharge)
      신호를 검출하여 절연 열화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온도 상승을 
      감지하여 스스로 진단하는 전자화 배전반입니다.

75



▒ PD 분석기술

    Q-N 매트릭스 기법은 배전반 내에 도체 플로팅 결함, 표면 결함, 도체부 돌기 결함 및 Epoxy절연 대상물 등을 내부에 

   배치된 UHF PD센서에 의해 측정된 PD신호를 진단장치로 전송 받아 전하량(Q=펄스 발생 크기)과 펄스 발생 수(N)의

   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매트릭스 구조의 위험성 정도 영역에 매핑하여 이상 유무의 위험도를 판정하는 분석기법입니다.

▒ 활선 도체의 온도 측정기술

   이상온도진단은 배전반 내부 도체의 온도변화를 비 접촉식 적외선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온도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값을 5차 방정식을 통해 온도값으로 환산하여 온도와 관련한 이상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M A N U F A C T U R E 

PD 및 온도 진단장치 (Smart PD)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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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압 24 kV

정격전류 (주회로) 630A~1250A

정격주파수 60Hz

정격단시간내전류 12.5kA / 1sec

상용주파내전압 50kV / 1min

보호등급 IP3X

적용규격 IEC 62271-100

온도센서 
(2개소 6ch)

PD 
Controller

PD센서 

Digital
Integrated
Protection 

Smart-
Eco-
Module

진공차단기
(종방향) 

M A N U F A C T U R E 

정 격

외형 및 내부구조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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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및 분석 HMI

  •UHF PD 측정 및 Q-N Matrix를 통한 

     위험도 평가 기능

  •온도 측정 및 알람 표시 기능

  •PD 및 온도 Trend 관리 기능 

  •온도 변환 수식 입력기능

  •Q-N Matrix 위험도 설정 기능

     (Default 2 Set 입력 가능)

▒ UHF PD 검출

  •배전반내 UHF PD 검출을 위한 센서 구비 

  •UHF PD센서로 검출된 신호 측정 및

     분석용 진단장치 구비 

  •검출된 PD 신호 분석을 위한

     Q-N Matrix 기법 및 HMI 구비

▒ 비 접촉식 온도 검출

  •Busbar 형태 및 거리에 따른 특성 시험 수행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센서(IR 센서) 출력

     온도변환 수식 선정 

  •배전반내 온도 측정 Point 선정

▒ Ø-q-n 분석기법

  •PD 펄스의 위상(Ø), 크기(q), 발생 빈도(N)를 측정 및 분석  

  •신뢰성이 높은 패턴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함

  •진단장치 비용이 고가임

  •현재 GIS 진단 설비에 적용중

〈PD/온도 위험도 판정 
및 센서 설치위치〉

〈PD/온도 Trend 관리〉

〈비접촉식 온도센서(IR) 측정 Point 선정〉 〈센서 출력 특성에 따른 온도 변환 수식〉

〈진단장치 외형〉 〈PD 위험도 판정 기준〉 〈UHF PD 센서〉

〈Setting값 입력〉

▒ PPS 분석기법

  •PD 펄스의 발생 빈도(N)만을

     측정 및 분석  

  •분석 신뢰도가 낮음

  •진단장치 비용이 저렴함(별도 시공)

▒ Q-n Matrix 분석기법

  •PD 펄스의 발생 빈도(N)와

     크기(q)를 측정 및 분석  

  •PPS기법에 비하여 분석 신뢰도가 개선

  •진단장치 비용이 저렴함(배전반에 탑제)

  •자사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분석 방식임

M A N U F A C T U R E 

분석기법 비교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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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 절감형 저압배전반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발맞추어 수배전반에서 발생되는 대기전력을 
   절감하는 경제형 배전반 입니다.

▒ 고온 산화 부식방지 도료 적용 저압배전반

   주요부위 고온 산화 부식방지 도료 시공으로 고열에 의한 
    박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배전반입니다..

▒ 65kA 4000A 3단적 ACB반 공인기관 형식 시험 완료

   IEC 61439-2, KERI TYPE TEST

▒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고조파 저감

   가변형 Capacitor로 인해 심야에 발생되던 과진상 
   역률 보상 및 병렬 공진으로 인한 고조파 증폭 및 
   왜곡을 방지하는 배전반입니다. 

   - 수배전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전류 사고에 대해 자체 기전력(Self-Power)으로만 설정전류를 감지하며, 설정전류 이상의

      전류 발생시에만 계전기 전원을 인가하므로, 계전기에서 정상시에도 항상 소비되는 제어전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갖는 에너지 절감형 제품입니다.

   - 전자식 무효전력 역률 보상 기술로 부하설비의 무효전력과 역률을 실시간 분석하여, 역률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Capacitor를 

      선정, 역률관리에 관한 최선의 Solution을 제공하여 설비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 배전반 내부 철판이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산화되면서 두께가 줄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품으로 열충격이 발생하여도 철판에서 탈리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1,000도에서 2시간 대기 후 상온에 바로 노출되어도 

      철 표면에서 탈리 되지 않으며 철판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한 수배전반입니다

   - 특허 제 10-1291767호 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특허 제 10-1340480호 무효전력 보상 및 고조파 저감장치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15-1148호 과진상 억제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제2014106호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

Smart Eco LVSG 특징 및 장점

Smart Eco LVSG 핵심기술 (Core Technology)

Smart Eco LVSG 적용기술

M A N U F A C T U R E 

LVSG 조달우수제품(제201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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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격

외형 및 내부구조

정격전압 600V

정격전류 (주회로) 2000A ~ 6300A

정격전류 (분기회로) 630A ~ 3000A

정격주파수 60Hz

정격단시간내전류 65kA / 1sec

상용주파내전압 2.5kV / 1min

보호등급 IP4X

적용규격 IEC 61439-2

Smart-Eco-Module

Digital
Integrated
Protection

SVC Controller

M A N U F A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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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절감장치 (Smart Eco Module)

제품 사진 제품 개요도

▒ BY PASS 기능

   본 장치 미사용 또는 TEST, 점검 시 BY PASS  SWITCH에 의한 BY PASS 기능 탑재.

▒ OCR  제어부

   - 회로수 : 2EA (R,S,T,N 상 x 2EA : 총 8회로

    - 입   력 : 0~5A

    - 입력 조정자 : 0, 25, 50, 75, 100 - 5step

    - 출   력 : 2EA

- 센싱부에 의해 부하 측 
   전류 또는 누설전류를 
   항상 감시하여, 이상감지 
   시에만 PROTECTION 
   RELAY의 전원을 
   CLOSE 함으로 정상시의 
   대기전력을 절감 할 수 
   있음.

<Smart-Eco-Module>

By Pass Switch

OCR 제어부

ELD 제어부

▒ ELD 제어부

    - 회로수 : 10EA

    - 입력부 : 0-100 mV

    - 입력 조정자 : 0.2, 0.5, 1 - 3step

    - 출   력 : 10EA

M A N U F A C T U R E 

SYSTEM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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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식 자동역률 개선

    - 진상 역률방지로 역률 개선 효과 범위 극대화

▒ SCR Zero Crossing 제어를 통한 실시간 역률제어

    - Capacitor soft on/off 및 1주기 (1/60sec) 이내 역률보상완료 

▒ SYSTEM의 병렬공진 방지

    - 병렬공진으로 인한 전압 및 전류 고조파 증폭 및 왜곡방지

▒ Capacitor 사용시간 Recording

    - Capacitor 사용기간 Recording 및 Display

    - 역률개선용 Capacitor 상태 상시 감시로 2차사고 방지

▒ 고조파 분석(Harmonic), Capacitor 사용기간 등 전력품질 및 SYSTEM 운전정보 기본제공 

    - 별도의 전력품질감시 설비없이 전력품질 Monitoring

<Smart-Eco-SVC Controller>

- 전력품질을 실시간 

   감시하여 전력스위칭 

   소자에 의한 

   역률보상으로 빠른 

   보상속도와 반영구적 

   사용에 의한

   전력품질향상 및 

   손실감소

M A N U F A C T U R E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장치 (Smart-Eco-SVC) 

제품 사진 제품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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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co MCC 특징 및 장점

Smart Eco MCC 핵심기술 (Core Technology)

Smart Eco MCC 적용기술 

▒ MCC반의 전자식 자동역률 개선 설비

    - 전류저감범위(ACB~MCC반) 확대로 전로 전력손실감소            

    - 역률 개선 효과범위 극대화로 무효전력 보상

▒ MCC반의 병렬공진 방지

▒ 65kA 2000A공인기관 형식 시험 완료

    -  IEC 61439-2, KERI TYPE TEST

▒ 실시간 역률 제어

    - Thyristor Zero Crossing 제어를 통한 고속응답특성                 

    - Zero Crossing on/off

    - 1주기(1/60sec)이내 역률 보상 완료

▒ 역률의 감소와 전력품질

▒ 실시간 역률개선에 따른 전압변동 최소화

   - 회전기기 등의 자화에 필요한 무효전력은 유효전력과 마찬가지로 개별 설비운전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전달설비라 할 수 있는 변압기와 선로에는 불필요한 부하(Load)로 작용하게 되어 변압기 및 도체의 동손과 
      선로 전압강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 Thyristor와 같은 전력 스위칭 소자를 활용하여 역률을 제어할 경우 1주기(1/60sec)이내에 역률 개선이 가능해져, 변압기와 
      같은 수전설비 및 Cable, Bus가 갖는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강하현상을 방지하여 부하설비에 인가되는 전원의 전압변동률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부하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산업현장에서, 대용량 부하사용여부에 따라 인접한 전등이 깜박거림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Flicker현상으로, 특히 수전 설비와 부하설비와의 거리가 먼 공장,
      공사현장이나 소규모 수용가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율보상을 위해 투입된 Capacitor의 지연 개방으로 인해 
      수전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전력비용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제 10-1340480호 무효전력보상 및 고조파저감장치

   - 성능인증 제15-1149호 과진상억제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제2014106호 과진상 억제 무효전력 보상 및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적용한 수배전반

M A N U F A C T U R E 

MCC

 - 병렬공진으로 인한 전압 및 전류 고조파 증폭 및 왜곡방지          

 - 고조파 확대없이 역률 보상

조달우수제품(제201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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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압 600V

정격전류 (주회로) 600A ~ 2000A

정격전류 (분기회로) 400A ~ 1000A

정격주파수 60Hz

정격단시간내전류 65kA / 1sec

상용주파내전압 2.5kV / 1min

보호등급 IP4X

적용규격 IEC 61439-2

SVC
Controller 

<1, 2, 3차 인출방식>

<기어식 D/O 인·입출방식>

M A N U F A C T U R E 

정 격

외형 및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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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 Controller>

<직렬리액터 & 콘덴서>

불필요

M A N U F A C T U R E 

제품사진

제품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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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동기 제어반 MCC용 SVC 비고

접속위치  •개별 Motor 마다 Capacitor 설치
 •중요 MCC Group에 MCC반 형태로 자동 역률제어가
    가능한 집합형 Capacitor반(SVC) 설치

검토/비교

 •전류 저감 범위 확대(ACB-SVC 사이 거리 ‹ ACB-MCC반 사이 거리)
 •전력손실 감소(전류 저감 구간 확대로 인한 전력손실 감소)
 •Cable(혹은 Bus)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강하 감소
 •변압기 tap 조정을 통해 전압강하를보정하는 경우전력손실 증가 
    (ex : 전력손실∝전압² 전압을 5% 상향 보정하면 전력손실은 10% 증가)

일반 전동기 제어반 MCC용 SVC 비고

직렬리액터와
공진주파수

 •MCC반의 구조적 요인(매우 협소)으로 인해 
    직렬리액터 없이 Capacitor 단독 설치.
 •Capacitor의 고조파에 대한 용량성 임피던스로 인해 
    고조파 확대(병렬공진).

 •7~21% 가변 리액터 채택
 •공진주파수 : 3.8차, 2.8차, 2.2차 등 다중 주파수
 •고조파 확대 없이 역률 보상.

검토/비교

 •직렬리액터가 생략된 MCC의 Capacitor는 선로의 인덕턴스가 작은 용량의 리액터의 역활을 대신하게 되며
    높은 공진주파수를 갖게 되어 대부분의 고조파전류가 전원 측에서 증폭 됨.
 •확대된 3차분 고조파는 변압기 Delta권선 내에 슨횐하며 변압기 과영 및 변압기 용량 감소.
 •변압기 선정 시 K-Factor 값 상승으로 인한 설비비 증가.(K-Factor 값 1 증가 시 변압기 가격 10% 상승)
 •고조파필터 등 전력품질 개선설비의 소요용량비용 증가

일반 전동기 제어반 MCC용 SVC 비고

C-Bank
투입제어

 •전자 접촉기 등의 스위치를 활용해 Motor 운전시 
    자동 투입 
 •Capacitor 투입 시 돌입입전류로 인해 접촉기 열화 
    등의 불량 발생.

 •Motor의 운전 여부에 따른 역률 감소를 감지하여
    이에 대응하는 Capacitor를 1주기(16.67msec) 이내에
    단계적으로 투입.
 •Capacitor의 On/Off 스위치로 SCR(무접점소자)을
    채택하여 Zero Crossing제어함으로써 돌입전류 없이 
    Capacitor 투입/개방

검토/비교
 •Capacitor의 빈번한 On/Off 방지
 •돌입전류 제한을 통한 계통안정 및 Capacitor 사용수명 연장.

▒ 역률 보상 방법 비교

▒ 고조파 간섭 공진 비교

▒ C-Bank 제어방법 비교

M A N U F A C T U R E 

SVC 적용기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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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동기 제어반 MCC용 SVC 비고

진상 역률과

SVC운전

 •MCC에 설치된 Capacitor를 보완하는 형태로 

   설치되므로 MCC가 과 진상 될 경우 SVC 

    운전 불가

 •MCC에 설치되는 Capacitor를 대치하므로 과 

    진상 없이 자동 역률 제어.

검토/비교
 •한전 전력요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심야시간, 경 부하로 인한 과 진상 역률 요금 가산.

 •일반 SVC를 설치하는 경우, MCC의 과 진상 운전 시 대응 대책 없음.

일반 전동기 제어반 MCC용 SVC 비고

System
Monitoring

 •Capacitor의 용량 감소 등 상태 확인 사실상 불가. 
    (각 Capacitor를 Multi Tester 등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수동 검침)

 •각 C-Bank의 실 사용시간 Monitoring
 •각 C-Bank의 용량감소 실시간 감시.
 •C-Bank의 고조파 유입량 감시.
 •각 MCC Group의 고조파 발생량 등, 
    전력품질 감시 지원.

검토/비교

 •MCC 및 SVC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전력변수 Monitoring.

 •각 MCC반의 Harmonic Spectrum(1~63차), Current/Voltage Waveform, THD_I/THD_V, P.F. 등 

    전력품질 확인을 위한 다양한 전력변수를 Display 하여 각 MCC Group별 전력품질 분석 지원.

    (종래 : 각 변압기별로 전력분석 Meter 등을 통해 변압기 별 개략 관리)

▒ 과 진상 운전 대응비교

▒ System Monitoring

M A N U F A C T U R E 

SVC 적용기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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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co MCSG 특징 및 장점

▒ 설치 공간 축소

   발전소(원자력, 수·화력, 열병합), 산업용 Plant(반도체, 석유화학, 제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지하철, 철도, 공항)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하는 고객에게도 

   설치 공간의 여유를 확보해 드립니다.

▒ 안전에 대한 고려

   공기절연 폐쇄배전반 중 최고의 보호등급을 가지고 있는 Solution Power!!

   내부 Arc 사고 시 폭발이나 주변기기로의 파급 우려를 최대한 제거하였습니다.

  세종전기공업(주)은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KERI인증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증명합니다. 

•기존의 특고압 수배전반 대비 설치면적을 최대 64% 축소

•2000A 이하 용량의 반폭을 33% 축소

•주회로 PT반과 Incoming VCB 반을 1면(1 Panel)으로 통합

•금속 격벽으로 격실을 갖추어 공기절연 폐쇄배전반 중 최고의 보호등급

•IEC 62271-200 규격 기준으로 KERI에서 단락 및 단시간 전류시험과 Internal Arc 시험 합격

•오조작 방지를 위한 기계적 쇄정장치(Interlock), Door가 닫힌 상태에서 차단기를 인입·인출할 수 

   있는 장치, 차단기 운전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Position Padlock 장치 등 다양한 옵션장치를 보유

•Hinge와 Locker의 견고한 내압력 구조

•차단기 전면부에 IP Cover를 설치하고 Door에 차단기 점검창을 설치 및 비상시 수동 On, Off 가능

•유지보수 시의 안전을 위해 차단기실에 Metal Shutter 및 Shutter Padlock 설치

•고신뢰성 모선용 절연 Tube 채택

•접지스위치(Earthing Switch) 절연을 위해 절연 캡(Insulation Cap)을 적용하고 안전을 위한 

   Padlock 구조를 채택

•절연보호벽을 구비한 CT 채택

M A N U F A C T U R E 

MC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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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및 점검의 편리성

   모든 수배전반은 설비의 예방·보전이 필수적입니다.

   세종전기공업(주)은 지속적인 보수·점검, 잔존수명 예측 및 합리화까지 One-Stop Total 방·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mart Eco MCSG 고압 폐쇄배전반은 이러한 유지보수 및 점검의 편리성을 구조적으로 제공합니다.

▒ Digital data link가 가능한 전자화 배전반

   Digital 전력보호감시장치인 LS산전 GIPAM을 채택하여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전력보호감시 시스템 구축 및 

   원격 감시제어시스템과의 Digital data link가 가능합니다. (내아크 시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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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본 제품의 규격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제품구입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