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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SYSTEM 구입문의 ▶ 96 p

  비교적 높은 감도를 가지며, 조기결함 탐지가 가능 

  작은 수의 센서로 상대적으로 큰 표면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 

  초음파 검사와 달리 시스템에 가해진 반복적인 신호의 응답은 측정하지 않음 

  각 결함이 자라면서 스스로 방출하는 탄성파를 측정 

  발생 즉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real-time”

  결함영역의 위치표정이 가능(2D, 3D) 

제품명 사양

AE센서 20kHz ~ 1.2MHz 

프리엠프
수 ㎶의 미약한 신호를 수 ㎷신호로 1차 
폭(0/20/40/60dB)을 수행 

메인엠프
전치 증폭된 신호의 2차 증폭, 특정 주파수 Filter, RMS  
출력 기능

AE-300
AE 특징변수를 추출하여 신호처리, 분석, 결함 
위치추정을 수행 

  Boiler Tube Leak Detection

  저주파 누설 및 고주파 균열신호의 동시 감시

  실시간 누설 감지 상태 화면 표시 및 경보 발생 기능

  누설 발생시 3차원 보일러 튜브 형상 위치표시 기능

  누설 및 결함판별 알고리즘 기반 설비관리 기능 지원

  일간, 주간, 월간 경향분석 및 보고서 지원

제품명 사양

음향진동복합센서 AE : 50~200kHz / Accelerometer : ~20kHz

음향도파관 센서 고정용 홀더 일체형

전치 증폭기
• 센서 공급 전원 : 24VDC, 4mA

• Gain : 20/40dB(Selectable)

주 증폭기
• Pre-Amp 공급 전원 : 28VDC, 200mA

• Gain : 0/20/40dB(Selectable)

분석용 프로그램

• 누설 위치 추정 알고리즘 포함

• 3D 보일러 모델 포함

• 보일러 튜브 누설 감시 프로그램

BTLD SYSTEM 구입문의 ▶ 9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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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MS 데이터 취합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LPMS, ALMS, IVMS, RCPVMS 통합 분석

  NIMS 운영을 위한 LPMS, ALMS, IVMS, RCPVMS 원격 제어

NIMS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구입문의 ▶ 96 p

WCMS (SCADA)  SYSTEM 구입문의 ▶ 96 p

  GL(Germanischer Lloyd,독일선급)2007에 준거

  주축, 기어박스, 발전기, 타워의 진동 및 회전속도 

  진단 알고리즘 구축을 통한 결함의 자동진단

  풍력발전기 SCADA 시스템과 연동한 통합 모니터링

  열화예측 기능을 통한 해당 요소의 수명 예측

  Machine Train Diagram을 이용 실시간 상태감시

제품명 사양

Input resistace 100kΩ 이상

Stability ±μV/℃

Frequency 0~20kHz

Inputsignal type 100kHz

Current IEPE 입력 시 4~6mA, 정전류 전압원 24V

  상위 시스템(Redundant Data Link Server)와의 데이터 통신

  발전소 표준시각에 의한 NIMS 시각 동기화

exsaver
(Automatic Receptacle Control System)

구입문의 ▶ 99 p

 엑세이버는 배관배선접속구일체형 공법을 결합한 신개념의 자동전열
제어장치로 전기사용량 측정, 사용량 지정, 절전목표관리 사용상태 

감시, 스케줄제어, 무부하 손실관리 (대기전력) 등 에너지 소비패턴을 

총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시스템

모델 설명

RTU

•로컬복구장치

• 자동 차단된 각 Unit의 Address를 입력하여 전원을 복구하며, 
각 회로 별 전력사용량 표시

LCU

• Unit 제어 중계 장치

•  LCU는 다수 개의 채널이 구성된 구동부, 센서구동 및 계측
부, 제어부로 되어있고, Main CPU는 구동부 각각의 채널에 

연결된 Unit 부하의 상태를 감시 및 제어

CMG

•분전반 통합제어용 통신 장치

•각각의 상들과의 통신기능

•Repeating 기능

•중앙관제실과 Ethernet 네트워킹 지원

•Smart Routing에 의한 통신 신뢰도 확보

RTU LCU

exsaver 시공도CMG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ESS

 전력 사용량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발전전력 이용효율을 높이고 전력 예비

율을 높이며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특징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불연속적인 발전특성을 보완 (신재생 

출력안정화) 및 풍력발전 REC개선 

• 산업용/건물의 전력수요에 따라 충방전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전기

사용량 관리 (평상시 전력수요관리용으로 사용하다가 예측치 못한 정전

사고 발생 시 무정전 비상전원으로 사용) 

• 한전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계통 운영 (주파수 

조정) 

• 산업용/건물 비상시 무정전 전원공급 및 디젤발전기 연계 무정전 

배터리시스템 공급

구입문의 ▶ 9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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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feeder protection IED 구입문의 ▶ 100 p

 M.Tr2차측 Main feeder/배전선로, Sh.C, S.Tr/Bus Tie, Bus section/
PT Bay로 구성되며 디지털 변전 소내 25.8kV GIS의 보호, 감시, 제어, 

계측, 인터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형 전력보호 감시

장치(IED,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특징

• 다양한 보호요소 탑재(50/51, 50N/51N, 79, 59, 27, 59GA, 59GT, UBOC)

• 다양한 계측 기능(전류, 전압, 피상전력, 유.무효전력, 역률, 주파수)

• 설비상태 감시 및 제어 기능 • 인터록 로직 구성 기능

• 자가진단기능 • 고장기록 및 분석 기능

• IEC61850 통신지원

모델명 YSDPI-9800

제어전원 DC 125V±20%

소비전력 상시 30w이하, 동작시 50w이하

정격
전압 110/√3V, 190/√3V, 190/3V

전류 AC 5A

입력

전압/전류 4CT, 4PT or 8PT

감시(DI) 28ea

감시(AI) 5ea (4~20mA×5ea)

출력
제어 14ea (‘a’×14ea)

알람 2ea (‘c’×2ea)

통신
전면 USB 포트 (PC HMI용)

후면 Optic port (ST type) 2ea (IEC61850, Spare)

Dimension 304×275×259 (mm)

발전기 통합 진단 시스템 GMDS

 YPP GMDS는 발전기의 운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예측, 감시할 수 있도록 
돕는 발전기 통합 진단 시스템

 회전자 턴단락, 고정자 및 회전자 진동 등의 다양한 예측 감시를 통해,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 

가능

 특징

• 운전 중인 발전기에서 고정자 권선의 절연파괴, 절연열화 등의 문제를 

높은 신뢰 수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진단 시스템

• 발전기 회전자 권선 슬롯 내 개별 권선의 상호 접촉 현상 및 저항값의 

변화에 따른 온도 및 진동 상승 요소를 미연에 감시하고 진단

• 발전기의 진동 발생 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회전자 및 고정

자의 거동과 추이를 예측하고 분석

• 발전소 및 산업용 플랜트에 최적의 보호시스템 구축/기존 보호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공

구입문의 ▶ 99 p

전력설비 보호감시제어 시스템 ECMS 구입문의 ▶ 99 p

 전력설비 보호감시제어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의 디지털 보호계전기와 
네트워크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소와 플랜트의 전력계통 보호, 감시, 제어를 

담당하는 자동화 시스템

 특징

• 고성능 디지털 보호계전기에 의한 전력설비 최적보호

• 전력계통 및 보호시스템의 최적 시각화에 의한 높은 운영효율

• 광통신 및 다중화 지원에 의한 고신뢰 네트워크 운영

• 보호, 감시, 제어 통합시스템으로 도입 및 운영비용 절감

• 진단시스템과 통합운영에 의한 입체적인 전력설비 감시 기능

• 빠르고 간편한 이벤트 및 고장분석으로 복구시간 단축

• IEC61850 Ed.2 적용으로 상호운용성 개선

• Cyber Security에 의한 기기 및 시스템 보안 강화

 변전설비, 플랜트 설비 등 대규모 전력설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
하여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변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항목 내용

기능

실시간 데이터 취득을 이용한 상태감시 및 시스템 이력 추적

단선도 등 GUI를 이용한 전력설비 상태표시 및 운영자 제어 
인식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IED 연계

DNP 3.0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RTU 연계  

DNP 3.0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급전(분)소 및 DAS 연계

특징

운전하기 쉬운 시스템

다수의 IED, RTU와의 통신 지원 (IEC 61850, DNP 3.0 Master)

8개의 상위 Host 연결 지원 (DNP 3.0 Slave)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7 지원

전력설비 증설이 가능하도록 확장이 가능한 DBMS(Microsoft 
SQL Server)

154kV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입문의 ▶ 10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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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구입문의 ▶ 100 p

GIS 부분방전검출장치 진단장비

 발변전소 GIS설비의 이상 징후 검출을 위해 센서등 부분방전검출장치
의 감도, 성능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장비

 설비의 계통전원과 동기된 유형별 모의 부분방전 신호(코로나, 보이드, 
플로팅, 파티클)의 생성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부분방

전 진단 시스템의 관리를 지원하는 장비

항목 사양

대역 500~1,500[MHz]

출력신호범위
-10~-40[dBm] 

(고정감쇄기 사용 시 : -40~ -70[dBm])

전원 DC 12V/3.5A

배터리 11.1[V], 10,400[mAh]

동기신호(PT) AV 220V

통신
RS-232 2 port

Ethernet 10/100BASE-TX : 1 port

채널수 3 채널, N-Type Connector

LCD 7″TFT-LCD, Touch Screen

크기 242(W)×(H)×64(D) [mm]

구입문의 ▶ 100 p

 GIS의 부분방전 현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진단하는 시스템

 GIS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부분방전 감시장치와 감출
된 신호 데이터를 취합하여 부분방전 신호를 분석, 진단하는 진단서버 

및 통신기기 등으로 구성

항목 PDCM-G100

신호측정대역 500~1500[MHz]

검출신호범위 최소 –65[dBm], 5pC 이하의 부분방전 검출

공급전원 AC 220V

통신

RS-232 2 포트

Ethernet
10/100BASE-TX : 1 포트,
10/100BASE-FX : 2 포트

입력
신호채널 3 채널 / 6 채널

PT 전면 위상(θ) 동기

LED 전원, 통신, 채널표시 LED

LCD 4.3″Graphic LCD (사양)

기타 Watchdog 및 자기진단 기능 등

MU / LU

P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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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수용가 책임분계점에 설치되어 수용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동작시 표시선에 의하여 지상에서 쉽게 용단 유무의 확인 가능

 옥외에 장시간 사용하여도 특성의 변화가 없음

 적용전선의 용량과 T-C특성이 일치

 고장전류 차단후에도 형체의 변화가 없음

규격 용량 적용전선

2.6 38A 2.6mm

3.2 50A 3.2mm

22 100A 22㎟

38 150A 38㎟

60 200A 60㎟

100 300A 100㎟

전선휴즈 구입문의 ▶ 97 p

 본 개폐기는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개폐기로서 소호 성능이 뛰어난 
SF6 Gas를 절연 매질로 사용

 조작 메커니즘은 스프링 토글 방식으로 가공 배전 선로의 구분 및 분기용 
개폐기

모델 절연매질 정격전압

KMPGS-6A(6M) SF6 Gas 25.8kV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구입문의 ▶ 95 p

 한전 가공 및 지중배전선로(22.9kV-Y)에 설치되어 선로분기 및 부하
개폐용으로 사용

 선로전압 및 전류계측

 3단조작(투입-개방-접지)으로 검전 및 접지 작업이 용이

용도 절연종류 용도

AGS-4300 SF6가스절연 가공용

GS-44-D-A-125 SF6가스절연 지중용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구입문의 ▶ 97 p

가공용

지중용

자동절체개폐기 
(Auto Transfer Switch)

구입문의 ▶ 97 p

 비츠로테크 자동절체개폐기는 기술력의 통합, 국제규격 인증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투명단자 커버 및 절연물 몰딩으로 안전성을 확보

하였고,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로 설계됨

Type 정격전류 정격사용전압 극수 접속방식

W 100, 200, 400 AC600 2, 3, 4 Front/Back

WP 100, 200, 400 AC600 2, 3, 4 Front

WN
1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600, 2000,

2500, 3000
AC600 2, 3, 4 Front/Back

HS 100, 200 AC200 2 Front

 비츠로테크 기중차단기는 IEC 신규격 및 KS규격 개발시험에 합격한 
차단기로, 차단시간이 짧고 안전과 보호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된 사용이 편리한 프리미엄 차단기

프레임(AF) 2000 4000

정격전류(In)
200, 400, 63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정격사용전압(V) 690 690

정격단시간
전류(kA)/1s

50 65

기중차단기
(Air Circuit Breaker)

구입문의 ▶ 97 p

 진공인터럽터를 생산하며 축적한 오랜 진공 응용기술의 통합으로 이루
어낸 최적의 진공기술 및 구조설계의 결과로 차단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 제품

정격전압(kV) 정격차단전류(kA) 정격전류(A)

7.2kV 8kA~40kA 400A~3150A

12/17kV 20/25kA~40kA 630A~3150A

24/25.8kV 12.5kA~40kA 630~3150A

36/38kV 31.5~40kA 1200~3000A

25.8/36kV (옥외용) 25~40kA 600~2000A

진공차단기 
(Vacuum Circuit Breaker)

구입문의 ▶ 9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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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Vacuum Interrupter

 Magnetic Actuator mechanism

 Maintenance free

 Intelligent Protection Relay

 Manual Open/Close Capability

Rated Voltage 15 kV 27 kV 38 kV

Rated Current 630/800 A

Impulse withstand Voltage (BIL) 110 kV 150 kV 170 kV

AC Power freq.
withstand Voltage

50 kV 60 kV 70 kV

Short time current 16 kA 12.5 kA 16 kA

Making current 40 kA 31.5 kA 40 kA

Solid Reclose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Vacuum Interrupter

 Spring Toggle mechanism

 Maintenance free

 Intelligent Protection Relay

 Manual Open/Close Capability

Rated Voltage 15 kV 25.8 kV 36 kV

Rated Current 630 A

Impulse withstand Voltage (BIL) 125 kV 150 kV 170 kV

AC Power freq.
withstand Voltage

50 kV 60 kV 70 kV

Short time current 20 kA 12.5/16 kA 12.5 kA

Making current 40 kA 32.5 kA 32.5 kA

Load Break Switch

구입문의 ▶ 101 p 구입문의 ▶ 101 p

 뇌서지 유입으로 배관 절연조인트 손상 보호

 고장전류 유입으로 배관 절연조인트 손상 보호

 방식설비에 대한 직류전류 차단

시방 내용

사이즈
• 255㎜×328㎜×120㎜
   (단자 길이 포함)

통전전압
• DC -1~-12V / +1~+12V 
   (DC 방식전류 수준 변경가능)

뇌격전류 • Class Ⅱ 적용 70㎄

고장전류 • (60㎐) 30cycle, 3.7㎄ 이상

상시 통전 가능 AC전류 • AC 38A

방폭 / 방수 • 안전증 / IP 54

직류전류 차단장치 구입문의 ▶ 99 p

OMNI EPA-3.7-3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Vacuum Interrupter

 CB Part : Magnetic Actuator Mechanism

 LBS Part : Spring Toggle Mechanism

 Intelligent Protection Relay

 Manual Open/Close Capability

Solid Pad mount Switchgear 구입문의 ▶ 101 p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Solid Dielectric Application

 Free for SF6 gas use

 Maintenance free

Rated Voltage 12 kV 25.8 kV

Rated Current 630 A

Impulse withstand Voltage (BIL) 20 kA 12.5 kA

AC Power freq.
withstand Voltage

110 kV 125 kV

Impulse withstand
Voltage

50 kV 60 kV

Rated Voltage 12 kV 25.8 kV

Rated Current 630 A

Impulse withstand Voltage (BIL) 20 kA 12.5 kA

AC Power freq.
withstand Voltage

110 kV 125 kV

Impulse withstand
Voltage

50 kV 60 kV

Solid Pad mount Load 
Break Switch

구입문의 ▶ 1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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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Improved Safety by double layer case
 Compact size and easy installation
 Convenient extension by modular structure
 High Reliability of breaking  
 Various compose with LBS, FUSE and CB

Classification SW CB FUSE SW CB FUSE

Rated
Voltage

12 25.8

Rated
Current

630 200 630 125

Rated 
Breaking 
current

- 20 40 -
12.5,
16

40

Rated 
Making 
current

52 32.5 / 41.6

Rated Short-
time current

20 12.5 / 16

SF6 Gas Insulated 
Ring Main Unit (RMU)

구입문의 ▶ 101 p

Solid dielectric 
Ring Main Unit (RMU)

구입문의 ▶ 101 p

 Self Power Relay (ETR20) and Digital Relay

 3 Cycels interruption Capability

 Spring Charged Mechanism

 Manual Open/Close Capability

Item SW/CB SW/CB FUSE

Rated Voltage 17.5 kV 24 kV

Rated Current 630 A

Impulse withstand 
Voltage (BIL)

110 kV 125 kV

AC Power freq.
withstand Voltage

50 kV 50 kV

Breaking Capacity
- Short circuit
- Making Capability

21/21kA
54.6/54.6kA

16/25kA
40/40kA

 용도 : 주상변압기 1차측 선로에 부착하여 변압기를 보호하고 선로의 
개폐를 위한 폴리머 컷아웃 스위치

  특징 : 호환성, 경량으로 운반 및 설치 용이, 안정된 성능, 깨지지 않음, 
내후성, 자기 세척 기능

형식 PCOS-125 1PCOS-150

정격전압 25.8kV 25.8kV

최대설계전압 27.0kV 27.0kV

정격주파수 60Hz 60Hz

정격
차단전류

비대칭실효치
22.9이상 22.9이상

대칭실효치

충격
내전압

단자 - 대지
125kV 125kV

단자 - 단자

적용규격 ANSI/IEEE Std C37.40.C37.41

폴리머 컷아웃 스위치 구입문의 ▶ 102 p

 절연 및 소호특성이 탁월한 SF6 가스를 이용하여 개방형 변전소보다 
작은공간에도 설치 가능

 충전부 밀봉으로 외부 환경 및 기후 영향에 강한 제품 생산으로 고도의 
신뢰성확보

 설치 및 운반의 간편화로 설치기간 단축,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보수 
점검 용이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로 고려한 설계

정격전압 적용규격

~800KV IEC, ES

가스절연개폐장치 구입문의 ▶ 103 p

HG-Series 배선용차단기

 정격전류 가조정 설계로 부하상황의 변동에 대한 최적의 보호성능 구현

 향상된 성능과 다양한 제품 Range 30~800AF

 차단용량 극상 16~85kA (at 460V)

 국내 최대 절연 성능 구현 (Ui 1,000V)

정격 절연 전압 정격 사용 전압 적용규격

1,000V 690V IEC 60947-2

구입문의 ▶ 1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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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Series 진공차단기

 다양한 기종전개와 사용자 편리성이 강화된 새로운 고압 계통보호 솔루션

 다양한 취부방식 : 고정형, E급, F급, G급, M급

 폭 넓은 제어 전원, 편리한 유지보수(VI 마모 상태 육안 확인 가능)

 IEC 62271-100 기준 가장 가혹한 차단 등급 취득 : E2 (List3), M2, C2

정격전압 정격 차단 전류 적용규격

7.2, 12, 17.5, 24/25.8 kv 12.5, 25, 31.5, 40kA IEC 62271-100

구입문의 ▶ 103 p

저압기기 (MCCB)

  정격전류 변경 가능

 고성능 : 150kA(Ics=Icu)

  통신기능 구현 : modbus

  DC Solution 구비

모델 정격전류 차단전류

TS100~1600 15~1600A 65kA at 480V

MC-6a~MC-2100a 6~2100A -

구입문의 ▶ 104 p

저압기기 (MC)

  부속장치의 공용화 및 Module화

  직결형의 TOR 사용

  안전커버 사용 가능

  CE, UL마크, KEMA 인증, 한국선급(KR), Lloyd(LR), CCC, NK, BV, 
ABS, GL, DNV, S-Mark

모델 정격전류

MC-6a~MC-2100a 6~2100A

구입문의 ▶ 104 p

고압기기 (RMU)

 정격 : 12/17.5/24kV 21kA

  정격차단시간 : 3초

 정격전류 : LBS-630A, CB-630A, SW-Fuse-200A

  개폐 시험 등급 : LBS-E3/C2/M1, CB-E2/C2/M1

  내아크(IAC) 성능 : 21kA/1초, AFL

  정격가스(SF6)압력 : 5 Psi G

  IEC 62271-200, 100, 102, 103, 105

구입문의 ▶ 104 p

고압기기 (VCB)

 정격차단시간 : 3초

 표준동작책무 : O-0.3s-CO-3min-CO

 개폐시험등급 : M2, E2(List3), C2

  IEC62271-100(2008), KERI, KEMA 개발시험, V-check 인증

모델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전류

VL model 7.2 / 12 / 17.5 / 24 / 25.8kV 400~2500A 8~31.5kA

LVB model 7.2 / 12kV 1250~3150A 31.5kA~40kA

VH model 7.2 /12 / 17.5 / 24 / 25.8 / 36kV 1200~4000A 25~50kA

구입문의 ▶ 104 p

저압기기 (ACB)

 정격차단전류(Ics=Icu) : 85/100/150kA, 500VAC 기준

 국내/아시아 UL 1066 취득

 IEC60947-1, 2/KS, KEMA, CE, 8대선급, JIS/JEC, GOST, UL 1066

모델 정격전류 차단전류

AH model 200~6300A 65~150kA

AS model 200~6300A 50~120kA

구입문의 ▶ 10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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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옥내용

 일반 게기 및 보호계전기용

 소형, 경량설게

 Epoxy Mold형으로 절연 성능 우수

회로전압 제품구조

1.15kV

환형

권선형

부스바관통형

7.2kV
관통형

권선형

12kV
관통형

권선형

25.8kV
관통형

권선형

- 영상변류기

- 붓싱형 변류기

- 분할형 변류기

1.15kV∼7.2kV 표준용 변류기

 옥내용

 단상, 비접지형  /  단상, 접지형

 일반 계기 및 계전기용

 Epoxy Mold형으로 절연 성능 우수

회로전압 제품구조

1.15kV

1.15kV 단상 비접지형 

1.15kV 단상 접지형

1.15kV 삼상 비접지형

1.15kV 삼상 접지형

3.45kV
3.45kV 단상 비접지형

3.45k 단상 접지형

7.2kV
7.2kV 단상 비접지형

7.2kV 단상 접지형

12kV
12kV 단상 비접지형

12kV 단상 접지형

25.8kV
25.8kV 단상 비접지형

25.8kV 단상 접지형

1.15kV∼7.2kV
표준용 변압기

보조전원용 변압기

25.8kV 가스용 변압기

구입문의 ▶ 95 p구입문의 ▶ 9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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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계전기

 본 계전기는 유도원리를 응용한 제품으로서 유도형 적산전력계와 거의 
같은 구조. 전자석, 회전원판, 제동장치 등의 주요부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보호하려는 교류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면 원판의 회전력은 전자석의  

구동 Torque에 의해서 회전을 개시하여 정확한 시간내에 주접점을 

닫고 차단기를 동작 시킴. 이때 회로구성의 정확함과 동시에 주접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에 응동하는 보조접촉기가 부설됨. 또한 원판 둘레에 

홈형을 넣어 부동작용을 방지

제품범주 구분

전류계전기

과전류

장시간과전류

지락과전류

전압계전기

과전압

콘덴서보호용 과전압

저전압

지락과전압

방향계전기 방향지락

전력계전기

과전력

저전력

역전력

결상계전기 -

비율차동계전기 -

구입문의 ▶ 95 p

전력용변환기

 전력용 변환기는 교류의 전압, 전류, 전력, 무효전력, 역율 주파수 등 
전기적량을 이것에 비례하는 직류 전류 또는 전압으로 변환하는 기기

로서 주로 자동제어 및 SCADA system 등에 부착되어 Digital meter, 

Recorder, Analog meter 등의 원거리 측정에 사용되며 또한 PC 및 

각종 자동제어 기기의 입력용 등 광범위한 용도에 적용

 K-MAX MDT300, MDT3000은 직접 접지 및 비접지 계통의 집중표시 
가능한 완전 연산형 디지털 복합형 변환기로서 다양한 상시감시 기능 

구현을 통해 기기의 신뢰성을 향상

제품종류 구분

전류변환기 1P2W
3P3W
3P4W전압변환기

전력변환기

1P2W
1P3W
3P3W
3P4W

전력량변환기

전력/전력량변환기

무효전력변환기

무효전력/무효전력량변환기

역율변환기

주파수변환기 -

직류변환기 -

복합형 디지털변환기 1P2W ∼ 3P4W

구입문의 ▶ 95 p

누전경보기 및 누전계전기 구입문의 ▶ 95 p

 누전경보기 : 누전경보기는 사용전압 600V 이하 선로의 누전사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동작은 ZCT 부하측 회로에서 누전 발생 시 

흐르는 누전전류를 ZCT를 통하여 검출하여 경보함으로서 사고의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전 연산형 누전 경보기

 누전계전기 : 본 계전기는 600V 이하 전로의 지락사고를 보호할 목적
으로 사용하며. 동작은 ZCT 부하측 회로에서 지락사고 시 흐르는 지락

전류를 ZCT를 통해 검출하여 회로를 차단 또는 경보함으로서 기기 및 

전로를 보호하는 Digital 연산형 계전기로 다양한 동작시간. 동작전류의 

정정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Fault 정보를 기록, 저장할수 있어 선로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

제품종류 구분

누전경보기

10회로 Digital 연산형 / 232통신부

6, 8, 10, 12, 16회로 Digital 연산형

8, 16회로 Digital 연산형 / 485통신부

정지형 1회로 Socket Type

정지형 1회로 Flush Mounted Type

누전계전기

10회로 Digital 연산형 / 232통신부

정지형 1회로 Socket Type

정지형 1회로 Flush Mounted Type

디지털계전기 구입문의 ▶ 95 p

 K-PAM 시리즈는 보호, 제어, 감시 기능을 동시에 가진 디지털 복합형 보호
계전기이며. 보호대상에 따라 선로보호용 분산전원보호용, 모터보호용, 

변압기보호용이 있음

 GD 시리즈 및 GDR 시리즈

• 다양한 모델을 구비하고 있어 송전 및 배전선로, 발전기, 모터, 변압기, 

분산전원 등 모든 전력계통에 적용가능

• 정확한 계측 및 다양한 표시기능을 구현

•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기반으로 원거리 집중감시가 가능

• 자기진단 기능 및 노이즈 시험을 통한 계전기의 싱뢰성 향상

• 계전기 동작 및 정정치 변경등을 저장하는 Event 기능을 통해 계전기의 

이력사항의 확인이 쉽다.

• 계전기 동작시 고장파형을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계전기 동작에 대한 

분석을 편리하게 확인 가능

• 계전기 사용 및 판넬 제작이 편리

제품종류 구분

K-PAM 
Series

F3300 선로보호 

DG3300 분산전원 보호

 M3300 모터보호

T3300 변압기보호

GD 
Series
&
 GDR 
Series

과전류보호

장시간과전류보호

지락과전류보호

과전압보호

콘덴서보호용 과전압보호

제품종류 구분

GD 
Series
&
 GDR 
Series

저전압보호

지락과전압보호

방향지락보호

과전력보호

저전력보호

역전력보호

결상보호

비율차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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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R은 전력용변압기 2차 중성점의 지락고장전류 제한용 리액터 
: 3Ø 45/60MVA 154KV / 22.9KV, KEPCO 적용규격 : IEC60289, 

IEC60076-11

 특징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지지애자로 지지된 자립공심형 구조

•고장전류 유입시 전자기계력에 충분히 견디는 견고한 구조

•냉각 효율이 좋은 통풍 구조

리액턴스 0.6Ω (60Hz) 절연계급 H class (건식)
연속전류 300A

주위온도 -25℃ - 40℃단시간전류 10,000A / 10초

22.9KV 옥내, 옥외 변압기 
중성점 접지리액터

구입문의 ▶ 95 p

DIPR-K210 / K211 구입문의 ▶ 96 p

 한전구매시방에 의거 OCR, OCGR, UBOCR, 재폐로 요소를 구비

 출력접점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 파형의 기록, 
저장, 분석기능을 갖춰 신뢰성을 높인 DIGITAL 보호계전기

구분 규격

계전요소 50/5×3, 50N/51N, 46, 50B, 79

제어전원 AC/DC 80~256V

순시 단락 과전류(50) 1.0~80.0A(0.1A step)

한시 단락 과전류(51) 0.1~12.0A(0.1A step)

순시 지락 과전류(50N) 1.0~40.0A(0.1A step)

한시 지락 과전류(51N) 0.1~12.0A(0.1A step)

전류 불평형(46) 0.1~4.0A(0.1A step)

OLT 순시 과전류(50B) 5.0~80.0A(0.1A step)

재폐로(79) 1~3회 설정

접지자재 구입문의 ▶ 96 p

  전자기적 충격으로부터 인체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 전자, 통신설비와 
같은 대상 설비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켜서 안정적인 운용을 달성

하고자 하는 필수자재

DIPR-OC01 / OV01 / SG01 구입문의 ▶ 96 p

 3상전류, 전압, 방향성 계전기로 구분되며, 128개의 EVENT 및 최대 
16개의 FAULT DATA를 실시간 저장하여 사고분석이 용이

구분 계전요소

과전류(DIPR-OC01) 50/51×3, 50N/51N

과부족전압(DIPR-OV01) 27×3, 59×3, 64

방향성(DIPR-SG01) 64, 67N, 67G

 사용전압 600V 이하 선로 누전사고를 보호 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동작은 ZCT부하 회로에서 누전 발생 시 흐르는 누전 전류를 ZCT를 

통하여 검출하여, 경보 또는 차단함으로써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전연산 누전경보기

 회로별 6회로 / 8회로 / 10회로 / 12회로 / 16회로

구분 계전요소

제어전원 AC/DC 110~220V

ZCT 정격 200mA / 100mV

정격 전류 0.2A~0.5A~1.0A

디지털타입 누전경보기 (ELD)         
DED / DER 시리즈

구입문의 ▶ 96 p

디지털 누전계전기 (GFR)          
DGF-D16R / D08R

  종래의 단회로 지락검출계전기를 다수의 회로(16회로 / 8회로)를 1대에 
수용한 집합형 계전기

  통신 및 개별접점용이며 경지락, 중지락 등 광범위한 기능설정 가능

구분 계전요소

제어전원 AC/DC 80~256V

ZCT 정격 200mA / 100mV

동작 전류 0.1~10.0A(0.1A STEP)

동작 시간 0.05~10.0SEC(0.05S STEP)

구입문의 ▶ 9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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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계측기기 (IEDs&RELAY) 구입문의 ▶ 97 p

 비츠로테크 계전계측기기는 전력공급 안전을 위한 최첨단 IED로 다기능 
계전계측기 연구 및 생산 담당

Type (종류)

• VIPAM7000/5000/3500Plus/3500/3500C/3300-F/3000

• VIDER-M20/M5/M4/DC/RTU

아크경보기 구입문의 ▶ 98 p

  전기화재의 징후인 아크와 스파크를 사전에 검출 하여 이를 경보하는 
장치

크기(㎜) 210×280×65

적용규격(누전차단기)

•한국소방검정공사

•아크경보기

•UL 1699

선식 3상(3상4선, 3상3선) 600V 이하

변류기(CT) 2차측 정격 : 5A

제품전원(V) 220V

출력 HML, RS-232, 접점, 부져

비고
독립형: 사고이력 저장
실시간 감시형 : 모니터링시스템

서지보호기 구입문의 ▶ 98 p

 낙뢰에 의한 유도 뇌서지, 전원 계통의 개폐서지, 대형모터 등 유도성 
부하의 기동 서지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

SPD-40 SPD-80

최대 지속 동작 전압 Uc 385V 420V

제안 전압 Up 〈 1.8kV 〈 2.6kV

공칭방전전류 In 20kA 80kA

크기(가로×세로×높이) 36×90×63 36×90×63

전선규격
상, 중성선 10~35㎟ 10~35㎟

접지선 16㎟ 16㎟

 낙뢰의 근본적인 조건 제거

• 낙뢰확률을 줄여 직격뢰에 의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인명안전을 도모

 코로나 방전량 증가

 하부 폴리머애자를 추가하여 절연성능 증대로 수명 연장

 상부 흡인부 구조를 변경하여 이탈을 방지

 전위 완화부 도체

• 황동제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여 염해지역 및 가스지역의 부식 

문제 해결

시방(베이스 별도) 총 길이 : 400㎜ / 중량 : 약 2㎏

3세대 쌍극자피뢰침 구입문의 ▶ 99 p

 낙뢰의 근본적인 조건 제거

• 낙뢰확률을 줄여 직격뢰에 의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인명안전을 도모

 특수재료 코팅

• 코로나 방전 개시전압을 수 ㎸ ~ 수십 ㎸ 낮춤

• 코로나 방전 개시전압을 수 ㎸ ~ 수십 ㎸ 낮춤

 하부 폴리머애자를 추가하여 절연성능 증대로 수명 연장

 상부 흡인부 구조를 변경하여 이탈을 방지

 전위 완화부 도체

• 황동제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여 염해지역 및 가스지역의 부식 

문제 해결

시방(베이스 별도) 총 길이 : 400㎜ / 중량 : 약 2㎏

5세대 쌍극자피뢰침 구입문의 ▶ 99 p

OMNI B-140SS

OMNI B-1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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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의 근본적인 조건 제거

• 낙뢰확률을 줄여 직격뢰에 의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인명안전을 도모

 1세대 쌍극자피뢰침의 방전성능을 극대화시킨 제품

 보호건물이나 구조물에 설치되어 뇌격을 흡입하는 기존의 피뢰침을 
교체함으로써 대지 전하의 방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표준 낙뢰방호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크기를 제공

 일반적인 사용조건에 적합

시방(베이스 별도) 총 길이 : 500㎜ / 중량 : 약 1.95㎏

2세대 쌍극자피뢰침 구입문의 ▶ 99 p

 낙뢰의 근본적인 조건 제거

• 낙뢰확률을 줄여 직격뢰에 의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인명안전을 도모

 CCTV 및 구조물에 설치되어 뇌격을 흡입하는 기존의 피뢰침을 교체함
으로써 대지전하의 방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하부 폴리머애자를 추가하여 절연성능 증대로 수명 연장

 상부 흡인부 구조를 변경하여 이탈을 방지

 전위 완화부 도체

• 황동제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여 염해지역 및 가스지역의 부식 

문제 해결

시방(베이스 별도) 총 길이 : 525㎜ / 중량 : 약 2.4㎏

2세대 경제형 쌍극자피뢰침 구입문의 ▶ 99 p

OMNI B-100

OMNI B-140H

 NEP 신제품 인증

 흑연, 퍼라이트의 혼합 접지모듈로서 낙뢰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는 방전효율을 높임

 뇌전류 또는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운반이 용이하도록 경량화한 제품

 기존 제품에 비해 약 40% 무게 감소

 강력한 수분 흡수력 및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값 유지

시방(베이스 별도) 크기 : Ø260×1000㎜ / 중량 : 38㎏±10%

퍼라이트 접지모듈 (NEP 인증) 구입문의 ▶ 99 p

 흑연, 퍼라이트의 혼합 접지모듈로서 낙뢰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는 방전효율을 높임

 침형 방전극에 전계가 집중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낙뢰로부터 유입되는 
서지(surge)를 순간적으로 방사

 대지저항률이 높은 악조건에서 보다 낮은 접지저항값 확보 용이

 기존 제품에 비해 약 40% 무게 감소

 강력한 수분 흡수력 및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값 유지

시방 내용

OMNI G-1PA 크기 : Ø160×800㎜ / 중량 : 13㎏±10%

OMNI G-2PA 크기 : Ø260×1000㎜ / 중량 : 39㎏±10%

퍼라이트 접지모듈 (침형) 구입문의 ▶ 99 p

 흑연, 퍼라이트의 혼합 접지모듈로서 낙뢰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는 방전효율을 높임

 기존 제품에 비해 약 40% 무게 감소

 강력한 수분 흡수력 및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값 유지

시방 내용

OMNI G-1PA 크기 : Ø160×800㎜ / 중량 : 13㎏ ±10%

OMNI G-2PA 크기 : Ø260×1000㎜ / 중량 : 39㎏ ±10%

퍼라이트 접지모듈 (일반) 구입문의 ▶ 99 p

OMNI G-2PS

OMNI G-1PA

OMNI G-1P

OMNI G-2PA

OMNI G-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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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폭지역의 설비 보호

 전원 및 통신용을 위한 복합형 SPD

 원격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감시를 통한 즉각적인 알람 및 조치 경고기능

시방 내용

방폭외함

•사이즈 : 310㎜×350㎜×198㎜
•방폭등급 : IEC EX d ⅡB T6(내압방폭구조)
• IP 보호등급 : IP 66
•재질 : 알루미늄 합금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Class Ⅰ Iimp 20㎄ 조합형
•3상4선 380/220V
•UP : L-N 3.5㎸, N-PE 2.5㎸
• 상전압, 서지카운터, 서지전류 크기, Fault 표시, 
보호소자 온도, 이벤트 시간 메모리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 DC 24V
• 카테고리 C2 6㎸/3㎄
• 6회선(12Line)
• Fault 표시, 서지카운터, 이벤트 시간 메모리

모니터링 시스템

• 각 상별 전압 측정
• 서지전류 표시
• 이벤트 메모리 및 경고 표시
• 일/월/년 단위 데이터 표시
• 데이터 그래프 제공

방폭형 서지보호장치 구입문의 ▶ 99 p

OMNI EPA2-4YC

GE 계전기 : UR, 8 Series 구입문의 ▶ 99 p

 YPP는 최첨단의 디지털 보호 계전기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소와 플랜트의 전력계통을 보호, 감시, 제어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

 YPP의 보호 계전기(UR Family, 8 Series)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한 
모듈형 타입으로 안정성 및 고속 동작을 보장

 특징

• 차단기 보호와 차단실패 보호, 동기검출 및 자동재폐로, 전력계측 등에 

적합하며, 발/변전소 보호반을 완벽하게 지원

• 다양한 전동기 보호, 고장진단 및 통신기능을 갖춘 대용량 전동기 보호 

계전기

• 최적화되고 사용이 편리한 전용 Software

• 발전소 및 산업용 플랜트에 최적의 보호시스템 구축/기존 보호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공

일체형 3중화 보호계전기 TRIUMP™ 구입문의 ▶ 99 p

 TRIUMP™ 시리즈는 보호·계측·제어·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모듈을 3중화하고 실시간 상호감시 및 Voting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단일구성방식 제품에 비해 높은 신뢰성과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특히 열악한 산업환경에서도 안전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뢰도 중심 계통 보호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

 특징

• 핵심모듈 3중화 및 Voting Logic

• 모듈화 하드웨어 구조에 의한 표준성 확보, 모든 시리즈 제품에서 동일한 

기능성과 신뢰성 확보

• 고장감시 및 제어, 분석장치를 TRIUMP™로 통합·운용 가능

• Dual Touch방식의 Color Graphic LCD HMI

• TRIUMP™는 관리, 설정, 감시, 제어, 분석 등 운용에 관한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공

• 다양한 매체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신뢰성과 네트웨트 운용 

효율성 높임 

과전류 보호계전기 구입문의 ▶ 100 p

 전력계통 고장시 발행하는 과전류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로 배전선로
의 보호, 감시, 제어, 계측에 적합하게 설계된 제품

 특징

•과전류 보호기능(50/51, 50N/51N) •부하 불평형 검출기능(UBOC)

•OLTC Blocking 기능 •각 상별 전류 계측기능

•자가진단 기능 •설비상태 감시 및 제어 기능

•고장기록 및 분석 기능

모델명 YSOC-7900A

제어전원 DC 90~140V

정격 전류 AC 5A

입력

전류 4ea (A,B,C,N상 전류)

감시 2ea (CB-b, Trip blocking)

복귀 1ea (Clear)

출력
제어 5ea (‘a’×4ea, ‘b’×1ea)

알람 9ea (‘a’×8ea, ‘b’×1ea)

통신
전면 RS-232C

후면 RS-485 (Option)

Dimension 172×226×25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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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 제어 릴레이 구입문의 ▶ 100 p

인터록 모듈 디바이스 구입문의 ▶ 100 p

 154/345kV ILC(Interlock) 판넬의 제어부를 고속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화 하여 전력용 반도체 소자와 밀폐형 릴레이를 적용

한 Hybrid형태의 제품으로 판넬 내부의 아날로그 식 Keep형 릴레이를 

대체하는 제품

 특징

•인터록 로직 구성 기능 •설비상태 원격제어 기능

•이벤트 저장 기능 •Energy saving 효과

•전력소자, CPU, 제어전원 상시 감시

•다양한 통신환경(Ethernet port, Console port)

모델명 YSIM-2250M

제어전원 DC 125V±20%

접점용량

입력 Local DC 125V

출력

CB 제어용(무접점) IGBT 1200V 25A

CB 제어용(유접점) 16A 250VAC, 125VDC

인터록 경보용 8A 250VAC, 250VDC

동작시간
특성

CB동작
ON 35ms 이내

OFF 200ms 이내

래치형 릴레이
ON 20ms 이내

OFF 20ms 이내

Dimension 552×311×81 (mm)

 25.8kV 가스절연개폐장치의 LCP(Local Control Panel) 기능을 고속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화 하여 전력용 반도체소자와 

밀폐형 릴레이를 적용한 Hybrid형으로 기존의 가스절연개폐장치에 사용

되는 보조계전기를 대체하는 제품

 특징

• 인터록 로직 구성 기능 • 설비상태 원격제어 기능

• 전력소자, CPU, 제어전원 상시 감시 • 편리한 프로그램 업로드

• 커넥터 Lock type 적용 • Energy saving 효과

모델명 YSSR-0230

제어전원 DC 125V±20%

접점용량

입력
Local DC 125V

Scada DC 24V

출력
반도체소자 IGBT 1200V 25A

밀폐형 유접점 5A 250VAC, 30VDC

동작시간
특성

전력소자 ON 16ms 이내

밀페형 릴레이 ON 20ms 이내

통신
CB동작 접점 Trip 16ms 이내

Close 16ms 이내

Dimension 380×218×71 (mm)

직류접지 검출장치 구입문의 ▶ 100 p

접지 자재류, 낙뢰 보호 자재류

구입문의 ▶ 101 p

 용도 : 게통에서 번개 또는 회로 개폐 서지를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

  특징 

• GAPLESS 피뢰기, 경량으로 운반 및 설치 용이, 고 피뢰성능, 깨지지 

않음, 우수한 내구성, GROUND ISOLATOR 선택 가능

형식 18kV 5kA 18kV 2.5kA

정격전압 18kV 18kV

공칭방전전류 5kA 2.5kA

최대연속운전전압 15.3(kV,rms) 15.3(kV,rms)

기준전압(D.C 1mA,kV) 22.9이상 22.9이상

뇌충격제한전압 60 이하 60 이하

적용규격 IEEE 60099-4 IEEE C62.11

폴리머 피뢰기

구입문의 ▶ 102 p

 발·변전소내의 DC전원 공급라인(P상/N상)을 통신형 변류기(DCT)를 
통해 누설전류 값을 상시 감시하여 접지고장이 발생할 경우 채널 별 

경보 출력 및 고장 이력 저장 기능을 갖는 제품

 특징

• 연산형 디지털 감시장치 •통신형 DCT를 이용한 신호검출

•노이즈제거 계측방식 제공 •채널별 검출방식 선택

•채널 수 확장 및 선택 •외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감시 제어

모델명 DGPS-C60, C30

제어전원 AC 65-240V or DC 125V %

정격 전압 DC 125V %

입력

전압 1ea (DC line 전압)

제어 2ea (SCADA reset, Spare)

복귀 1ea (SCADA Clear)

출력
전압 AC 30~65V, 27.5Hz

알람 4ea (‘a’×3ea, ‘a1b’×1ea)

통신
전면 RS-232C

후면 RS-485×6ea

Dimension 400×191×110 (mm)

 접지 자재류

 낙뢰 보호 자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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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는 전력량계, 무효전력량계 또는 
최대수요전력량계와 조합하여 사용

  특징 

• 에폭시 부싱사용, 부분방전 완전 해결, CT/PT 특수설계

최고회로전압 25.8kV

상수(Phase) 3P4W

전류

5/5A~15/5A 150ln

20/5A~50/5A 75ln

75/5A~200/5A 40ln

계급 0.5W 절연계급 25.8/50/150kV

부담 3 ×25VA 중량 170kg

계기용 변압변류기 (MOF) 구입문의 ▶ 102 p

PAC Series 

  노트북을 이용한 Setting Tool 제공

  고장파형기록기능

 다양한 통신 호환성

 전류입력회로 감시 기능

  PT Fuse Fail 감시기능

모델 기능

PAC-F100 154kV/23kV Feeder, 모선 보호

PAC-D100 분산전원 연계선로 및 발전기 보호

PAC-M100 Moter 보호

PAC-T100 변압기 보호

PAC-P100 6.6/3.3kV Feeder 보호

PAC-P200 6.6/3.3kV Feeder/Moter 보호

구입문의 ▶ 103 p

계전기기 (GIPAM) 구입문의 ▶ 104 p

 DI/DO, AI/AO, 부가기능 확장, PT 2차 정격 선택, HMI 분리 기능

 전류, 전압 계측 정밀도 0.2%

 다양한 2중 통신 지원 및 IEC61850(TE) 통신지원 가능

 Sag, Swell, Interruption & Harmonics, THD, TDD, K-Factor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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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420 구입문의 ▶ 98 p

 형식 : 디스플레이스먼트식 레벨 트랜스미터

 동작원리 : 액위의 변화에 따른 플로트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하는 값을 
로드셀이 감지하여 그 감지된 신호를 전류신호인 DC 4∼20mA로 변화

시켜 출력을 내주어서 레벨을 조절 및 지시할 수 있도록 동작

 범위 : 350mm~2000mm •온도 : 최대 450℃ •압력 : 최대 200㎏/㎠

 특징 
•영점/측정범위 자동조정 •측정범위의 설정변경 기능 

•정밀도 ±0.2% F.S •연속적인 자가진단 기능 

•카버를 열지 않고도 조정가능 •강한 내부식성 

•편리한 레벨검출 범위 변경 •HART 통신 •SMART 형식 •방폭형

 적용 
•고온/고압형 보일러 탱크 •하수/정수 탱크 •화학탱크 

•연료/기름탱크 •음료탱크 •기타

SLT

SMC

구입문의 ▶ 98 p

구입문의 ▶ 98 p

 형식 : 탱크레벨 게이지

 원리 : 액위의 변화에 따라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상하부로 이동
하면서 기어의 치차값이 변화함과 동시에 가변저항값을 변화시켜 

그 변화된 신호를 전류신호인 DC 4∼20mA로 변화되어 출력함으로써 

레벨을 조절 및 지시할 수 있도록 동작

 온도 : -40℃∼120℃ •압력 :ㆍMax 5㎏/㎠

 특징 
•지사값의 직독 •상부/측면 설치 용이 

•현장/원격지시, 제어 및 경보기능 •최대범위 30 M •방폭형

 적용
•공업용수, 순수, 하수, 음료수 •선박관계 각 탱크 

•LPG, 화학약품, 기름, 산성액, 용제액 •기타

 형식 : 디스플레이서식 레벨스위치

 원리 : 코어와 자석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계기로서 액면의 변화로 
플로트가 부력에 의하여 상승하면은 코어가 상부로 이동됨과 동시에 

자석을 빠르게 끌어당기어서 마이크로스위치를 동작시켜 해당되는 

접점이 출력되어 레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동작

 범위 : 5000m •압력 :ㆍMax 30㎏/㎠

 특징
•저렴한 가격 •천정고가 낮은 공간에서 설치가 용이 •방폭형ㆍ챔버형

•고온 및 고압형 탱크 적용 •현장에서 레벨제어폭 조정 

 적용
•하수처리장 •정수처리장ㆍ화학탱크ㆍ연료 및 기름탱크 

•음료탱크ㆍ고온/고압형 탱크

 디지털 판넬 메타는 배전반용 지시전기계기와 같이 지시치를 직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배전반 및 SCADA 등 각종 판넬의 지시계기

로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전력계통의 감시 제어 및 계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상위 시스템과 RS-485 통신으로 Interface가 가능하여 Monitoring 
System 등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제품이며, 제품의 외형 치수는 DIN 규

격에도 적합한 다기능의 디지털 판넬 메타

제품종류 구분

전압계

교류 단상용

교류 삼상용

직류용

전류계

교류 단상용

교류 삼상용

직류용

전력계

1. 계측용

2. 계측/접점/통신용

무효전력계

역율계

주파수계

수신지시계

전력량 및 무효전력량계

통신메타

최대/최소 지시계

멀티파워메타

디지털 판넬 메타

구입문의 ▶ 95 p

  특징 

•Standard Test Tempeature : 23℃±2℃

•Moving Method : Pivod & the spring-mounted jewel

•Meter Position of Use : Vertical (⊥)

•Color of case : Black (Munsell No N1.5)

•Material of Cover Case : Polycarbonate resin/ABS resin

•Material of Terminal plate W type : Phenol resin or ABS resin

•Scale Plate : S type : White, W type : Platform type

•Full Scale Deflection : S type ≒90°, W type ≒250°

•Pointer : Sword Type, Black

•Principle of Operation Moving Coil type, Rectifier type, Transducer type

•Dielectric Strength : AC 2000 / 1 minute

•Insulation Resistance : 500V Megger / ≥10㏁ 

제품종류 구분

전압계
교류용

직류용

전류계
교류용

직류용

전력계 1P2W, 1P3W, 3P3W, 3P4W

무효전력계 1P2W, 1P3W, 3P3W, 3P4W

역율계 1P2W, 1P3W, 3P3W, 3P4W

주파수계

최대지시계

영상전압용

영상전류용

전력용

무효전력용

메타릴레이 상한부, 하한부, 상하한부

절연저항계 -

수신지시계 -

지시전기계기

구입문의 ▶ 9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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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 Smart Meter 구입문의 ▶ 99 p

 YPP의 스마트 전력량계는 AMI와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위해 개발

 YPP의 전자식 전력량계와 AMI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계량값 
측정과 신속한 원격 자동검침은 물론, 운영비 절감과 검침 요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관리자와 고객 간의 신뢰성을 높임

 특징

• 시간대별 전력사용 감시를 통해 전기요금 관리 및 절감

• 선불기능 적용으로 도전 방지 및 전력 판매 관리기능 극대화

• 전기 외 수도, 온수, 가스 ,열량, 냉방 등 다양한 설비미터에 대한 원격

검침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 홈오토메이션 및 홈네트워크 연동

• 분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개별, 그룹별, 시간대별, 일별, 월별 

사용량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용이한 관리

• Demand 제어 기능에 의한 최대수요전력 제어 및 관리

• DR 시스템 연계 전력판매 시스템 구축

ProCT1000MD 구입문의 ▶ 103 p

 ProCT1000MD - 휴대용 변류기 시험기

특 징 세부설명

•2차 전압 측정 : 0~1,200V

•1차 전압 측정 : 0~10,000mV

•2차 전류 측정 : 0~1,400mA

•3차 전압 측정 : 0~ 1,200V

4 Tap 연속가변가능.
모터에 의한 자동조절 및 

수동조작
•표준 변류기 2차 전류 측정 : 0~5A

•피시험 변류기 2차 전류 측정 : 0~5A

SMC-7 Series 구입문의 ▶ 98 p

 형식 : 수직플로트식 레벨 스위치

 원리 : 코어와 자석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계기로서 액면의 변화로 
플로트가 부력에 의하여 상승하면은 코어가 상부로 이동됨과 동시에 

자석을 빠르게 끌어당기어서 마이크로 스위치를 동작시켜 해당되는 

접점이 출력되어 레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동작

 온도 : -40℃∼400℃ •압력 :ㆍMax 70 Bar

 특징
•챔버형태로 주로 설치 : 측면과 측면 또는 측면과 하부면 설치 

•고온 및 고압형 탱크 적용 •방폭형 가능

 적용
•고온/고압형 보일러탱크 •하수 및 정수 탱크 •화학탱크 

•연료 및 기름탱크 •음료탱크 •기타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입문의 ▶ 98 p

 Smart Grid를 위한 AMI 시스템에 적합

 양방향(수전.송전), 유·무효 전력량, 피상전력량 측정  

 도전방지, 최대수요전력, TOU, LP 기능

 IEC 62056, DLMS Protocol

 RS485, PLC, RF ZigBee, CDMA, GSM 지원
  통신속도 9,600 ~ 38,400 bps

 원격부하 개폐기능

규격
모델

단상2선식 3상4선식 단상2선식

정격전압(V) 220 220/380 220

정격전류(A) 100(10) 50(5)

계기정수 1,000 Pulse/kWh

오차등급 유효 1.0급 / 무효 2.0급

정격주파수 60 Hz

채널 8채널(또는 4채널)

동작온도 -40~65℃

제품크기(mm)
150(넓이)
160(높이)
81(깊이)

194(넓이)
221.5(높이)
81(깊이)

95(넓이)
114(높이)
54.5(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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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 구입문의 ▶ 103 p

 그래픽 기록계

 고속 수집 100ms / 전 채널

 간단 조작

 고정도 ± 0.1%

 LAN 환경 네트워크 대응

 채널 간 절연 1000V

측정점수 6p, 12p  외부메모리 8GB CF카드

정격전원전압 100~240V AC 입력종류 Multi Range

내부메모리 Flash Memory 4MB 정도정격 ±0.1%±1digit

계량기기 (AMR, E-WHM) 구입문의 ▶ 104 p

 양단자 결선방식으로 체결 용이

 일반형, 펄스출력형, 원격검침형 다양한 기종 보유

 물, 먼지 침투 보호 구조 설계(IEC60529, IP51 만족)

 좌, 우 Type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부하측, 전원측 구분없이 사용 가능)

 대형 LCD 채택으로 검침값 확인 용이

 정전시에도 검침데이터 영구적 보존

PS34A 구입문의 ▶ 103 p

 PS34A - 휴대용 변압기 시험기

 특징

• 고압권선 전압 : 10~400V(분해능 0.1V)

• 저압권선 전업 : 10~400V 

• 단락전류 : 0~50A(분해능 0.1A)

• 여자전류 : 0~100mA(분해능 0.1A)

• 오차 : ±1.0% of reading, ±1 digit

ART-7 구입문의 ▶ 103 p

 ART-7 - 보조 계전기 시험기

Input
AC Voltage Regulator AC 220V, 60HZ
DC Voltage Regulator AC 220V

Output
AC Voltage Regulator AC 0~250V 60HZ
DC Voltage Regulator AC 220V

PSDR-XU 고정기록장치 

 특징

• Analog 입력 32CH(가변가능)

• 전압 정격 110V, 전류 정격 5A, 1A

•DC 전압 -10~10V, DC전류 4~20mA 

•Digital 입력 64CH(가변가능) 

•DC : 24V

 세부설명

• Digital 출력 4 채널

• 릴레이 출력(a/b접점 선택 가능)

• 용량 : 120VAC/0.6A, 110DC/0.6A, 30VDC/2A

구입문의 ▶ 1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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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집진기용 고압직류전원장치는 옥외설치용 정류기용변압기(T/R)와 
옥내용 콘트롤판넬로 구상

 T/R은 전기집진을 위한 고압직류 전압과 전류를 공급

 효율적인 집진 작동을 위해 T/R의 출력 전압은 점화점에 가깝게 유지
되어야 하며 T/R은 변압기, 전류제한 리액터, 고속스위칭 다이오드를 

포함한 단상반파정류에 의해 형성되는 정류부로 구성

 오일탱크에 내장된 부분품들은 완벽하게 밀봉되고 옥외용에 적합하게 
도장

 콘트롤 판넬은 사이리스터 소자와 고압전원장치의 보호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모든 전기부품 수용

 주요고객

원자력 발전소(“ Q ”, “ T ”, “ R ” Class), 화력발전소 등

상수 단상 Control 
Power

110VAC 
정류방법 단상전파정류방식 

출력전압 
DC30KV - 120KV 
/ 100 - 2000mA 입력전압 220 - 480V 

전기집진기용 고압발생장치 (EP) 구입문의 ▶ 95 p

에어쿨러 구입문의 ▶ 97 p

  Air Cooler / Radiator

  Fin Tube Heat Exchanger의 일종으로 Fan을 통한 공기를 냉매로 
Tube 내의 뜨거운 유체 혹은 Steam을 냉각시켜주는 열교환기

  공기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냉각효율을 요구하는 발전소
에서 사용되는 수원이 필요한 지역 외에도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특히, 이동식 발전기 등에도 많이 사용됨

  Plate Heat Exchanger

 티타늄 또는 스데인리스 등의 내부식성이 강한 금속재질로 된 얇은 
전열판에 가스켓(합성고무재질)을 부착하여 적층시킨 구조로 되어있는 

열교환기로 전열판의 주름을 통해 서로 상이한 두 유체의 난류를 

형성시켜 상호간 열교환을 극대화 시킨 구조. 주로 선박의 M/E나 G/E의 

Cooler로 사용됨 

 높은 전열효과와 컴팩드한 구조, 저렴한 설비치용, 완전분해/조립식 
구조와 용량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Type으로 구분됨

판형 열교환기 구입문의 ▶ 9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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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HEATER 

 주로 Steam을 Heating Medium으로 사용하는 Oil Heater와 달리 
Electric(전기)을 Heating Medium으로 사용하는 Heater. 용도는 Shell 

& Tube type Heater와 동일하게 각 H.F.O Heater, Purifier Heater, 

Pre-Heater 등으로 사용

전열기 구입문의 ▶ 97 p

압력용기 구입문의 ▶ 97 p

  Pressure Vessel

  압력용기는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는 가스나 액체
를 담는 용기를 의미함

  Lube Oil Cooler

 Lube Oil은 온도가 올라가면 성질이 변하거나 연소되어 냉각작용을 
하지 못함. (윤활유는 윤활의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 밀봉, 

방청, 청정, 압력분산의 작용을 함) 이런 이유로 온도를 낮추어 윤활 

작용 및 냉각 작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냉각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Lube 오일쿨러 구입문의 ▶ 97 p

  SURFACE CONDENSER

 터빈의 출력을 보강하며 터빈을 구동한 폐증기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며, 여기서 응축된 물은 일반적으로 급수펌프, 급수가열기 그리고 

탈기기를 거쳐 보일러로 재순환하게 됨

표면응축기 구입문의 ▶ 97 p

  Feed Water Heater

 급수가열기는 발전소의 급수를 가열하는데 사용되며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며 급수의 온도와 보일러의 높은 온도차로 인한 열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사용

급수가열기 구입문의 ▶ 97 p

이젝터복수기 구입문의 ▶ 97 p

  Ejector Condenser

  Vacuum Steam Condenser내 진공상태를 유지하도록 일정하게 공기를 
추출하기 위한 스팀으로 운전되는 Ejector와 사용된 스팀을 응축시켜 

재사용하기 위한 Condenser를 결합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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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Response RTD 
(Coolant Temperature Sensor)

구입문의 ▶ 100 p

 원자로내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고온관/저온관에 Thermowell과 함께 장착되며 
냉각재의 온도를 신속하게 측정

모델명 WJ - FRT - SK05D

규격
200 ± 0.2Ω PLATINUM AT 0℃, Dual

CONN. HD EXT TYPE/SIZE: S.S HEAD / 3.6"

 원자로내 제어봉 위치를 감지하는 계측기

 원지로 정지 신호 제공, 핵연료 출력제어, 국부출력밀도 계산, 핵비등
이탈율 계산

모델명 CEPI - W01K

RSPT 
(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

구입문의 ▶ 100 p

HJTC 
(Coolant Level Sensor)

구입문의 ▶ 100 p

 원자로내 냉각재 수위를 측정하는 계측기

 연료재장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의 냉각재가 제어되었는지 
여부 제공

모델명 WJ-HJTC-01

ICI Assembly 
(Nuclear Fission Sensor in Reactor)

구입문의 ▶ 100 p

 원자로내 핵분열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

 원자력발전소 노내계측계통은 자체 전원 공급형 로듐 중성자 검출기
(SPND)로 노심출력분포 파악

모델명 WJ-ICI

 계통 주파수/부하 변동시 통풍기 날개각 조절을 통한 배기가스 
유량 조절 즉, Booster Fan Pitch Blade 개도를 조절하여 탈황 설비 

입·출력 공기량 제어

  발전기 출력에 따라 송풍 및 유인 공기량 제어

  발전기 출력에 따른 추종 운전 수행

모델 규격 적용

 탈황설비 
BSTF Hydraulic Cylinder

170mm×96mm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탈황설비 
BSTF Hydraulic Cylinder

구입문의 ▶ 99 p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터빈 증기 공급밸브에 사용되는 구동장치

 터빈 증기 공급밸브와 체결되어 터빈 증기공급 밸브의 개도를 담당하며 
개도시 발생하는 증기 공급량 가감으로 터빈출력 조절

 비상시 터빈 보호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증기 공급밸브를 닫아 터빈을 
정지시켜 터빈 보호

모델 규격 적용

MSV Actuator 10” 원자력발전소

MSV Actuator 9” 화력발전소

CV Actuator 10” 원자력발전소

CV Actuator 6” 화력발전소

RSV(ISV) Actuator 8” 원자력/화력 발전소

IV Actuator 5” 원자력/화력 발전소

터빈밸브 구동용 유압 엑츄에이터 구입문의 ▶ 99 p

대용량 보일러 통풍기 날개각 제어작동기 구입문의 ▶ 99 p

 계통 주파수/부하 변동시 통풍설비 날개각을 조절하여 출력 응동

 FDF(Forced Draft Fan) : 압입송풍기
• 보일러 내부 연료 연소용 공기 주입

 IDF(Induced Draft Fan) : 유인송풍기
• 연료 연소 후 보일러내 배기가스 배출

 BUF(Booster Fan) : 승압통풍기
• 배기가스 승압시켜 탈황설비로 통과

모델 규격 적용

FDF(Forced Draft Fan-압입송풍기) Φ336
국내 50kW급 
대용량 보일러

IDF(Induced Draft Fan-유인송풍기) Φ400

BUF(Booster Fan-승압통풍기) Φ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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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er Feedwater Pump for 1,000MW 
Thermal Power Plant (Model - SBVD)

구입문의 ▶ 104 p

 High Efficiency Hydralic Design

 High Pressure & Temperature Reliability

 Long-term Life Cycle by Contactless Throttle Bush Seal

• Flow : 2,000m3/h, Head : 3,600m, Power : 21,000kW

Circulating Water Pump for Nuclear 
Power Plant (1,400MW) (Model - VMF)

구입문의 ▶ 104 p

 High Efficiency

 Low NPSHre

 Low Vibration

• Flow : 61,000m3/h, Head : 15m, Power : 3,100kW

 BHI의 보일러 원천기술사는 AMEC Foster Wheeler. PC 보일러 같은 
경우, Supercritical type 이상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하며, Oil & Gas 

보일러 및 CFB 보일러 역시 sub critical type로 설계 및 제작 가능

 BHI는 모든 종류의 보일러의 기본 설계단계 부터 상세설계, 제작 착수 
설치 등 전 분야에서의 서비스 가능

BOILER 구입문의 ▶ 104 p

 탈기기용 분사밸브

•설계유량 : 75 GPM

•압력손실 : 0.14 ㎏/㎠

모델 규격 재질

Spray Valve 2-1/2″ A743-CF8M

(DSV) A743-CF3M

스프레이 밸브 구입문의 ▶ 102 p

 탈기기용 트레이 어셈블리

•16 게이지 스테인리스 스틸

•8 트레이/어셈블리

모델명(Model) 규격(Standard) 재질(Material)

Tray Ass’ys 37″/ 30″/ 24″ S’STL 430

S’STL 316L

S’STL 304

스프레이 트레이 구입문의 ▶ 102 p

API610 BB5 Type Pump for Oil & 
Gas Plant (Model - SBRD)

구입문의 ▶ 104 p

 Heavy Duty Design with Centerline Support

 High Efficiency & Reliability

 Compact Design Applicable for Wide Range of Liquids

•Flow : 600m3/h, Head : 1,200m, Power : 2,2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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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기 구입문의 ▶ 104 p

 BHI만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복수기 
설계 및 제작

 BHI 복수기는 열효율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효율적이고 발전된 최적의 
설계

 BHI는 원천기술사인 AMEC Foster Wheeler의 기술력과 당사의 다년
간의 노하우 및 2005년 이후 쌓은 HRSG 경험을 바탕으로 HRSG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하며, 이러한 BHI만의 설계 특징을 바탕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작 가능 

 BHI는 기본 설계부터 제작 착수까지, 고객에 요구사항에 따라 HRSG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구입문의 ▶ 10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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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글랜드

 CABLE이 장비나 어떤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CABLE을 고정 
및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TIGHT를 시키는 기기

이며 일반산업용 및 방폭용 등이 있음

터미널러그

  전선의 단말 처리를 위하여 쓰는 동관 단자. 압착단자는 전선
끼리 또는 전선과 단자대를 전기적으로 접합할 때 사용되는 

부품

구입문의 ▶ 96 p구입문의 ▶ 96 p

 주로 송전선의 지지물로 사용되는데, 그 형태는 선로의 송전전력·전압 
·지형 등에 따라 다름

 각각의 형상은 설치조건(전압, 경간, 높이등)을 감안하여 철탑의 
구조검토 및 설계를 실시함

 산형강철탑(154kV, 345kV)에서 강관철탑(345kV, 765kV)에 이르기 
까지 구조 및 형태가 다양함

타입 송전전압

산형강 154kV, 345kV

강관 345kV, 765kV

송전철탑 구입문의 ▶ 97 p

 단자대는 많은 전선을 배선할때 한가닥을 여러가닥으로 분기
하거나 판낼내부에서 판넬 외부로 전선을 끌어나갈때 바로 

나가지 않고 단자대를 거쳐서 나가야 나중에 유지보수가 수월

하기 위한 제품 

터미널블록

구입문의 ▶ 96 p

 전선의 접속이나 분기 등을 할 때 사용하며 케이블을 보호하고 안전성
등을 위해 설치하는 상자

정션박스

구입문의 ▶ 96 p

 Busduct use Copper and Aluminum as a conductor, its current 
capacity is high and electr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is better than the cables. it also has an advantage on non-

flammability and safety, by using metal exterior.

Compared to the traditional wiring system, the installation 

procedure of the busway system is easier, the installation space 

can be saved, and it has an extra advantage on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site. 

Model Conductor Remark

Al-Al Type Aluminum Aluminum 

Cu-Al Type Copper Aluminum 

Al-Fe Type Aluminum Iron (Steel)

Cu-Fe Type Copper Iron (Steel)

Busduct 구입문의 ▶ 96 p

 케이블을 묶어 정리하고 물건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으며 
생활 및 산업현장 등에서 묶어주고 고정시켜주는 편리한 제품

케이블타이

  케이블의 고정 및 케이블 축력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클리트는 실제로 여러 종류의 외력을 받으며, 이중 케이블 단락 

사고시 발생하는 전자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함

케이블클리트

구입문의 ▶ 96 p구입문의 ▶ 96 p

Copper rod 구입문의 ▶ 96 p

 Copper rod has diverse applications, as it has excellent electricity & 
heat conductivity, machin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 It is used 

in diverse industrial base metal such as power & communication 

cables, coils, specialty cables, trolley wires and electronics

components. We produce 99.9% pure and high-quality rod, and 

provide diverse size rod depending on the customers’demand, from 

8mm power cable rod to 25mm railway rod for high-speed trains.

Size
(mm)

Use

2.6 Magnet wire, Data cable, etc

8.0 Magnet wire, Data cable, etc

9.5 Flat wire

12.7 Flat wire

Size
(mm)

Use

16.0 Flat wire

18.0 Trolley wire

23.0 Trolley wire for high speed train

25.0 Trolley wire for high spee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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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재질(POSH690)을 사용하여 기존제품대비 제품중량감소로 
원자재 사용량 절감

 제품중량 절감으로 운송 및 설치가 용이

규격 설계하중 제품중량

90×90×3.5T×2400 1200kgf 21kg

고강도 단일형 내장완철 구입문의 ▶ 97 p

 편출개소 케이블헤드 작업시 규격화된 제품으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용을 절감

 기존 설치제품 대비 자재비용 절감

규격
1회선용

2회선용

편출용케이블헤드지지금구

 고강도재질(POSH690)을 사용하여 기존제품대비 제품중량 
감소로 원자재 사용량 절감

 제품중량 절감으로 운송 및 설치가 용이

규격 설계하중 제품중량

75×75×1.8T×2400 1000kgf 10kg

고강도경완철

구입문의 ▶ 97 p구입문의 ▶ 97 p

 케이블 헤드 암 설치시 필요한 작업공간 확보 가능

 케이블 헤드 및 피뢰기 정면배치로 절연거리 확보 및 작업 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미관이 우수한 환경친화형 구조물

규격 종류

154kV 수직, 수평배치

345kV 수평배치

관형지지물 구입문의 ▶ 97 p

 기존전주 2기를 Y형강관전주 1기로 대체가능 하여 추가 전주의 건주가 
불필요하여 도로점용료 절감 및 민원해결

 특고수용가 수전설비 구성시 H전주화 하여 사용가능

 주상변압기를 최대 6대까지 설치가능하여 도심 부하 밀집지역에 
적용가능

규격 설계하중 기초방식(지상고)

16m 700kgf 강관근입(13.2m)

Y형강관전주 구입문의 ▶ 97 p

 SPA-H 고내후성강제를 적용하여 내후성향상 및 도금이나 도장이 
필요없이 사용가능

 미관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도장(암갈색, 연회색, 진녹색) 가능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내구성 향상

 콘크리트 전주보다 운반 및 시공 용이

 고강도 재질로 전주 경간확대 및 외부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높음

규격 설계하중 기초방식(지상고)

10M 500kgf 강관근입(8.3m)

12M 500kgf 강관근입(10m)

14M 700kgf 강관근입(11.6m)

16M 700kgf 강관근입(13.5m)

18M 2000kgf 앙카기초(18m)

20M 2000kgf 앙카기초(20m)

내후성강관전주 구입문의 ▶ 97 p



54 55

배
선
 및
 전
선
로
 용
품

배
선
 및
 전
선
로
 용
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유체 또는 기체를 전달하기 위한 
배관과 배관 또는 다른 부착물(Fitting)로 방향을 전환하여 연결하여 주는 

벤딩제품을 제작

항목 적용가능규격

제작가능 반경 Minimum 1.5DR ~

제작가능 외경 1″~80″

제작가능 각도 ~ Max 270°

생 산 능 력 1,600 Ton/Month

고주파벤드
(INDUCTION BEND)

구입문의 ▶ 98 p

 국내외 인증 규격하에 PIPE&FITTING류(Flange, Tee, Reducer, etc.)를 
전문공장의 엄격한 관리하에 설계, 구매, 제작, 검사 및 포장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배관스풀을 제작하고 있으며, 원자력·화력발전소, 해양플랜트, 

가스공사 등 각종 플랜트 건설 현장에 적기 설치가 용이하도록 공급 

하고 있음

적용가능재질 생산능력(Ton/Month)

Carbon Steel 2,350

Alloy 1,200

SUS & Non Ferrous 1,250

계 4,800

공장가공배관 
(SHOP FABRICATED PIPING)

구입문의 ▶ 98 p

폴리머 현수애자

 지가공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폴리머 현수애자

 경량으로 시공 편리(깨지지 않음)

 자기세척 기능 (고발수성)

 오손환경에서도 우수한 절연기능유지

규격 취부길이 누설거리

15kV 330mm 439mm

25kV 445mm 642mm

35kV 539mm 850mm

구입문의 ▶ 97 p

 맨홀타설시 거푸집 작업의 불편해소

 맨홀 콘크리트 표면의 미려한 마감

 맨홀내 유효공간 증가

 합성수지덮개부 파손방지 효과

 누수방지 및 방수보수공사 비용 절감

규격
175mm

200mm

합성수지관로구 (벽체매립형) 구입문의 ▶ 97 p

 케이블 포설 위치에 순응한 자동각도 조절기능(±15°)부여

 기존 행거에 비해 길이가 짧으므로 작업공간이 넓어짐

 작업시간의 단축 및 작업 방법의 효율성 증대

규격 설계하중 기초방식(지상고)

CL-M3 R28×L150 325㎟ 하부 받침용

CL-CC R28×L150 325㎟ 상부 고정용

꽃이형행거 및 받침대 구입문의 ▶ 97 p

 기존제품보다 현장시공이 용이

 수려한 미관과 내구성이 좋음

규격
175mm

200mm

조립식이음관 구입문의 ▶ 9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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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25kV 600Amp 지상형 개폐기 내부에 설치된 메인부싱과 전력
케이블 간 연결되는 ELBOW접속재로 PEROXIDE 가교된 특수 EPDM을 

절연부와 SHIELD부로 구성 하였으며, 절연,내구성,내수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뛰어나 작업이 용이

  특징 

• 반영구적, 내수성 및 내구성이 강함, 작업이 편리, 발수기능, 재시공·

재사용 가능

25kV 600Amp 개폐기 접속재 구입문의 ▶ 102 p

정격 규격

부분방전 22.8kV/3pC이하

1분 
건조내전압(A.C.)

40kV

정격 규격

정격전압 25.8kV

정격전류 600A

충격내전압 125BIL(kV)

 용도 : 케이블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 클로버 형태의 독특한 내부
구조로 열발산 효과를 가지는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직선 

접속재

  특징 

• 전개분포를 위한 특수설계, 지중 직매 가능, 우수한 절연특성, 발수기능, 

재시공·재사용 가능

정격 15PCJ 25PCJ 35PCJ

System Votage 15kV 25kV 35kV

Impulse Voltage(1.2×50us) 110kV 240kV 240kV

Paftial Discharge(Corona) 15.6kV 25.8kV 30kV

15min. Dry Withstand(D.C.) 65kV 75kV 125kV

6hr. Dry Withstand(A.C.) 36kV 53kV 69kV

25kV 직선접속재 구입문의 ▶ 102 p

 용도 : 케이블 단말 처리를 위한 전계분포 완화와 케이블 종단 밀폐 및 
섬락 방지를 위한 일체형 종단접속재

  특징 

• 반영구적 제품, 협소안 공간에서 작업 용이, 우수한 절연특성, 우수한 

내트랙킹성, 재시공·재사용 가능

정격 규격

25SMT is dseigned for use on SystemVoltage 25kV

Impulse Voltage(1.2×50us) 150kV

Paftial Discharge(Corona) 21.5kV/3pC

15min. Dry Withstand(D.C.) 105kV

1min. Dry Withstand(A.C.) 65kV

25kV 종단접속재 구입문의 ▶ 102 p

 기술·연구 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우수한 기계설계 및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주파 벤딩기를 자체 제작하여, 사내 영업장에서 실제 가동 

중에 있으며 해외로 수출 가능

항목 적용가능규격

제작가능 반경 Minimum 1.5DR ~

제작가능 외경 1¨~80¨

제작가능 각도 ~ Max 270°

고주파 벤딩기 
(INDUCTION BENDING MACHINE)

구입문의 ▶ 98 p

excelline “S” excelline “P”

excelline 시공도excelline “M”

excelline 
(Modular Wiring System)

구입문의 ▶ 99 p

 엑셀라인은 간단한 체결로 노출가변형 조립공법을 실현한 시스템

 제조공장에서 미리 조립, 결선된 제품을 통해 배관, 배선, 접속구가 
일체형으로 간편한 시공이 가능하여 건축물의 시공, 유지보수, 관리에 

용이

모델 설명

S
• 전원인입 분기박스에 박스 콘넥터로 접속, 결선되고 등기구
로 Plug 접속구가 연결되는 전원공급기구

M

•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분기기구로 기능에 따라 2way, 
3way, 4way로 전등 간선의 분기선로를 구성하면서 등기구

에 결선용 리드선을 구성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4방향으로 

자유롭게 회로를 연결

P
• 등기구에 설치된 분기구 “M”에 접속하여 등기구와 등기구간
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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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튜브

 자동차 브레이크 파이프 보호용, 연료 파이프 보호용, 개스 스프링
(Gas spring) 보호용 및 전장용 튜브 등 자동차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

을 보유

모델 내역

GSHS-2690MW 브레이크 파이프 보호용

LS-2690R 연료 파이프 보호용

GSHS-3625WS

전장용 튜브GSHS-4635WS

GSHS-4650WS

구입문의 ▶ 104 p

[부스닥트] LV / MV

 부스닥트 사업은 AC 1kV 까지의 LV 용과 1kV~36kV 까지의 MV 용이 
있으며, 통상 전류는 630A~7500A 까지 적용

 LV 는 주로 대형 빌딩, 병원, 쇼핑몰, 공항, 데이터 센터, 전자공장 등 
Commercial 용이고 MV 는 통상 Oil & Gas, Petroleum Chemical 등 

Plant에 특화

 도체는 Cu 또는 Al으로 개별 도체는 Epoxy 절연재로 특화 되어 있으며, 
외함은 AL 압출 방식을 적용하여 고 방수 효과를 가짐

 접속 방식은 KIT 방식을 채택하여 용이성 및 안전성 강화

모델 절연 용도

LT-WAY Air Commercial

MINI-WAY Air Commercial

EX-WAY Epoxy Commercial

CR-WAY Cast Resin Plant

NSPB
Air
Epoxy
Cast Resin

Plant

구입문의 ▶ 104 p

 154kV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폴리머(실리콘 고무) 현수애자 
(내염형, 일반 인장력)

 특징

•경량으로 시공편리 •깨지지 않음 자기세척 기능

•우수한 기계적 특성 •폴리머 재질로 고발수성

사양 SR-25N SR-25F SR-36N SR-36F

누설거리 3,098mm 4,445mm 3,124mm 4,343mm

건조아크
발생거리

1,375mm 1,400mm 1,313mm 1,456mm

상용주파건조
섬락전압

506kV 539kV 529kV 559kV

상용주파 
주수섬락전압

450kV 478kV 470kV 495kV

뇌충격 
섬락전압
(정극성)

836kV 890kV 875kV 924kV

뇌충격 
섬락전압
(부극성)

891kV 946kV 931kV 981kV

최소 
인장파괴하중

111.2kN 160.1kN

송전용 애자 구입문의 ▶ 102 p

폴리머 현수애자

 특고압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폴리머(EPDM고무) 현수애자

 특징

• 경량으로 시공편리   • 깨지지 않음   • 자기세척

• 고발수성   • 우수한 기계적 특성  • 우수한 내침식성

ITEM Unit
DN-
15ED-CT

DN-
28ED-CT

DN-
35ED-CT

Voltage Class kV 15 28 35

Net Weight kg 4 6 8

Section Length(L) mm 1.26 1.40 1.55

Shed Dimeter(D) mm 336 446 531

Leakage Distance mm 415 643 851

Dry Arcing Distance mm 204 314 389

60Hz
Flashover

DRY kV 100 130 145

WET kV 70 110 130

Impulse
Flashover

Positive kV 140 190 250

Negative kV 175 230 275

Min.Spccifed 
Mechanical Load

kN 70(15,000)

Min.Torsional Load N-m 55(40)

구입문의 ▶ 1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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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way Systems는 기존의 케이블 배전로 방식의 불편함을 보완하
고자 전원공급에 있어 부하 계통별 분산 급전시스템 개념을 도입하여 

설치나 이동배치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신배전로 방식

모델 보호 등급 정격전압

PLUG IN TYPE IP54/65 600V 이하

NSPB IP54/65 3.3kV~35kV

Busway Systems 구입문의 ▶ 95 p통합배선

 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용 케이블과 배선자재는 UL, ETL, 
Delta, KS 등의 국내외 공인기관의 엄격한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글로벌 시장에 맞춘 모든 난연 규격을 공급

 LS전선은 음성 통신용 Cat.3 솔루션에서부터 통신시장의 트렌드로 부각
되고 있는 10G Data 통신용의 UTP Cat.6A 솔루션까지 통합 제공

 LS전선은 통합배선 솔루션과 관리 솔루션을 접목해 빌딩 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망 구축 지원

모델 절연 시스

Category 7~ 
Category 5e

High Density 
Polyethylene

PVC, LSZH

Patch Panel Category 6A~Category 5e IDC Type, Module Type

Modular Jack Category 6A~Category 5e

Patch Cord Category 6A~Category 5e

구입문의 ▶ 104 p

전기, 전자, 전력 부품 구입문의 ▶ 101 p

 압착단자(Terminals) Class-1E(Q), Non Class-1E(S)

 동관단자및주물단자(Compression Terminals & Casting Lugs)

 슬리브(Sleeves)

 케이블타이(Cable Ties)

 조립식 단자대(Terminal Blocks)

 와이어 콘넥터(Wire Connectors)

 액세서리와 공구(Accessory & Tools)

구입문의 ▶ 101 p

 연접설치용 및 단위길이로 모듈화된 배선회로 일체형(형광등+LED등) 기구

 등기구와 덕트 및 관통배선이 일체화·모듈화

 기존 5단계 공법을 2단계 공법으로 완성되는 등기구

 형광등과 LED등의 교체가 가능한 교체형 라이트웨이

제품명 모델타입 규격

고정형 
LED등기구

LT70-R20W-SI57K AC220V, LED 20W

LT70-R40W-SI57K AC220V, LED 40W

형광등기구

LT70-R32W1/U AC220V, FLR 32W 1등용

LT100-S32W2/U AC220V, FLR 32W 2등용

LT70-R28W1/U AC220V, FHF 28W 1등용

LT100-S28W2/U AC220V, FHF 28W 2등용

구입문의 ▶ 101 p

 전선배관·전선수납·멀티복스·분전함 통합형

 강약전선 분리 및 전자파 차폐 구조 

 알루미늄 압출·분체도장 마감

모델 규격 (커버높이포함)

WA35 70㎜ x 35㎜ x 2m

WA50 70㎜ x 50㎜ x 2m

WB50 125㎜ x 50㎜ x 2m

WD70 140㎜ x 70㎜ x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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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 가스절연개폐장치

 표준화된 부품 사용으로 원가 및 납기측면에서 호응도가 높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용 Seismic Test와 수·화력발전소 및 각종 Plant용 Type 

Test를 통해 신뢰성 확보

모델 보호등급 정격전압

KSL-600 IP4X 600V

KNL-600 IP4X 600V

 가스절연 SWITCHGEAR(GIS)란 종래에 사용하던 공기절연 방식(AIS) 
폐쇄형 금속배전반의 고압 전기기기들을 내압형으로 설계, 제작된 탱크

에 수납하여 SF6 Gas라는 절연내력 및 냉각 효과에 따른 가스로 절연 

시킨 배전반 

모델 보호등급 정격전압

33 CST IP65/IP4X 25.8kV

고압폐쇄 배전반

 국제 및 국내 각종 규격에 의해 제작, Type Test를 통해 신뢰성 확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

모델 보호등급 정격전압

KSM-V7.2 IP4X 7.2kV

KSM-V12 IP4X 12kV

KSM-V24 IP4X 24kV

KSM-V33 IP4X 36kV

구입문의 ▶ 95 p

구입문의 ▶ 95 p

구입문의 ▶ 9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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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V 폐쇄배전반

 안전설비 / 신뢰성

 안전성(내아크성능보유)

 각종 안전 인터록 설치

 유지보수, 점검용이

 소형구조로 공간활용

 내식성이 뛰어난 갈바륨 STEEL 적용

모델명 SDMG-10P SDMG-10M

정격전압(kV) 12

정격전류(A) 2000 / 1250

동작전압(V) 125

내전압상용주파(kV) 28 / 32(min)

내전압뇌임펄스(kV) 75 / 85

내아크시험 등급 AFLR

내아크시험전류(kA) 40

아크지속시간(s) 1

구입문의 ▶ 98 p

지능형 분전반

 분전반 내의 정보들을 원격(서버, 스마트폰)에서 제어 및 감시 가능한 
지능형 분전반 

1. 아크, 스파크 감시
전기화재의 징후인 아크와 스파크를 사전에 
검출하여 이를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

2. 정전 상태 감시
차단기 전원 1차 측의 전원이 차단되었을시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정전상태를 전송

3. 누전 상태 감시
차단기의 누전 발생시 이를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

4. 과전류 감시
MAIN 선로의 현재 사용량을 %로 표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허용 용량을 표시

5. 전선 과부하 감시
분전반 내부 연기 감지시 이를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

6. 분전반 온도 감시
분전반 내부 온도 상승시 이를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

7. 차단기 상태 감시
분전반 내부 차단기 ON/OFF 상태를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원격제어가 가능

구입문의 ▶ 98 p

고압배전반/저압배전반/분전반/MCC PNL 구입문의 ▶ 100 p

고압배전반/저압배전반/분전반

 HV/TR/LV부로 나누어져 각각의 기능수행

 차단성능이 우수한 차단기 선정(VCB, ACB)

 동작특성이 우수한 DIGITAL기기 수납

 적용분야

•전력회사의 발전소, 변전소 설비

•산업플랜트의 수전설비

•빌딩의 수전설비

•상·하수 처리장의 수·배전 설비

MCC PNL (전동기 제어반)

고성능, 고신뢰성, 안전한 동작

저압 모터의 보호, 제어 시스템

 적용분야

•철강/시멘트, 발전소, 반도체, 석유화학, 지하철, 기타 산업설비 

MCC PNL24kv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분전반

분전반 내부

전동기 제어반 구입문의 ▶ 98 p

 안전설비 / 유지보수 및 점검용이

 최대 유니트 구성

 안전성(내아크성능보유)

모델명 X-cell 213(Back to back)

정격전압(kV) 480 

정격전류(A) 3150 / 600

정격단락강도(kA) 65 / 143(pick)

내전압상용주파(kV) 2 (min)

내전압뇌임펄스(kV) 9.8

내아크시험전류(kA) 65

아크지속시간(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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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

 IEC 61850 통신프로토콜을 지원하는 154kV 송전선로 보호 및 단거리 
송전선로 보호용 PCM 전류차동방식 적용

 특징

•3개의 MODE 선택에 따라 기능 선택 사용

- DIF : 87(PCM 전류차동) + 79(재폐로)

- DIFDZ : 87(PCM 전류차동) + 21(거리계전방식)

- DZ : 21(거리계전 방식)

•PCM 통신 IEEE C37.94

•IEC 61850 원격 통신

- 전면 1개 Port : Serial 100Base T/100BASE TX 이더넷 통신포트

- 후면 2개 Port : 100BASE FX 이더넷 통신포트

•GPS interface IRIG-B120 or ST광컨넥트 선택사용

•차단기 제어기능

•3상 TRIP

구입문의 ▶ 100 p

스마트 배전반

 설비 내 아크 발생 시 0.073ms이내 감지하여 알림 및 차단 기술을 탑재

 최대 리히터 7.0 지진까지 견딜 수 있으며 상하좌우 전방위 충격에 대응 가능

 칼콤도어 적용으로 미려하고 안전한 외관 제공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설비 상황을 관제 가능

모델명 변압기 종류 기능

KD-ARC-AA-TR-O200~1000EL 최저소비 OIL 아크 감지

KD-ARC-AA-TR-ZO200~1000EL 표준소비 OIL 아크 감지

KD-ARC-AA-TR-M200-1000EH 최저소비 MOLD 아크 감지

KD-ARC-AA-TR-ZM200-1000EL 표준소비 MOLD 아크 감지

구입문의 ▶ 102 p

큐비클 가스절연배전반 구입문의 ▶ 103 p

 Angleless Type으로 품질 위주의 제품 생산

 다기능 디지털보호계전기[HiMAP] 적용으로 신뢰성 확보 및 보호, 측정, 
제어 등 다양한 운전 정보 제공

 외함이 견고하고, Size가 Compact하며 안전함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품질 유지

Model 정격전류 정격전압 적용규격

HMS-G81/82 1,250 / 2,500 / 3,150A ~38kV IEC 62271-200

고압금속폐쇄배전반 (Solution Power)

 Incoming Panel과 주회로 PT Panel 2면을 1면으로 구현

 금속 격벽으로 격실을 갖춘 최고의 보호등급 배전반

 LS산전 Susol VCB를 사용하여 유지보수의 편리함과 신뢰성 확보

 내아크 성능 보유

 IEC62271-200 규격 인증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전류

~36kV ~4000A ~50kA

구입문의 ▶ 104 p

모터콘트롤센터 (Solution2000)

 ASTA 국제 시험 인증 취득

 수직 모선에 Arc 차폐판을 설치하여 사고확산 방지

  평면형 기준으로 기본 Unit 13단, 100A MCCB Unit 26단 수납 가능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전류

~480V ~4000A ~80kA

구입문의 ▶ 10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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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변압기 구입문의 ▶ 95 p

 전력용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변전소로 송전을 하는 
장비이며 변전소, 공장 산업시설 등 널리 이용 

 국제규격과 KS규격에 따라서 변압기를 생산하며, 소비자의 최대만족을 
위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여 제작 

상수 단상, 삼상 용량 60MVA & 이하 

주파수 50, 60Hz 전압 69KV & 이하 

몰드 변압기 구입문의 ▶ 95 p

 Epoxy Resin이 진공상태에서 주형 되므로 습기에 강하고, 환경적 
위해 요소에 대한 보호성 우수. 특수 처리된 Glass를 사용하여 기계적 

강도 우수 

 특수한 마감처리로 코일표면이 최적의 절연상태 유지 

  자기 소화성이 뛰어나 화재 전도의 위험이 없으며,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음 

 최신 진공주형 기술로 부분방전 수치가 적음 (10pC 이하) 

상수 단상, 삼상 용량 10MVA & 이하 

주파수 50, 60Hz 전압 36KV & 이하 

배전용 자동전압 조정기 (SVR) 구입문의 ▶ 95 p

  SVR은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전문업체인 Cooper 
Power System 사와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한 

제품

 특징

• 이 조정기는 선간 전압을 지정된 범위 내로 유지시키며, 모터구동방식에 

의해 전압조정기능을 갖음

상수 단상 Input 22.9KV±10% 
주파수 50, 60Hz 

Output 22.9KV±2%(32 steps) 용량 7,000KVA 
설치사진 (PVR 7000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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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변압기

건식 변압기

 주상설치형 변압기는 한전 배전 선로에 설치되어 주로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기 위해 전주 위에 설치되는 변압기 

상수 단상 용량 10 - 150KVA 

주파수 50, 60Hz 전압 36KV & 이하 

·CSP과 SP타입 모두 가능 

 전력 기기(UPS, B/C, 정류기 등)에 설치되는 건식형 변압기 

 특징
•친환경 제품화 실현 (고효율, 소형, 경량화, 저소음)

•장기수명 및 견고한 구조 (Rubust, durable and long life expectance)

 주요고객 : 한전, 한수원, 은행, 병원 등

정격용량 15KVA

입력 220 - 480AC 출력전압 216 - 540VAC 

절연계급 F & H class 주파수 50, 60Hz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는 배전 선로에서 고압을 받아 변환시켜 수용가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함 

 옥외용과 옥내용이 있으며 소비자의 최대만족을 위해서 소비자의 요구
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문 생산됨

상수 단상, 삼상 용량 30MVA & 이하 

주파수 50, 60Hz 전압 69KV & 이하 

구입문의 ▶ 95 p

구입문의 ▶ 95 p

구입문의 ▶ 95 p

PAD 변압기 

 지상설치형 변압기는 지하 배전 설비, 가로등, 거주지와 인접된 거리, 
학교, 빌딩, 병원, 공장 등에 이용되어지도록 제작되며, 도심 부하중심에 

근접 설치 가능

 보호퓨즈와 고장전류 제한퓨즈가 설치되어 있어 변압기 내부 고장시 
변압기의 손상 및 확대 방지

 외부 전원 연결부분은 특별히 설계된 외함으로 완전하게 절연된 구조로 
래디알(Radial)과 루프(Loop)타입이 있으며, 밀폐형과 개방형 구조가 

가능

상수 단상, 삼상 용량 3,000KVA 이하

주파수 50, 60Hz 전압 36KV & 이하 

구입문의 ▶ 95 p

전동차용 주변압기

 가선으로부터 AC 25KV의 특고압 전력을 받아, 이것을 필요한 전압
으로 변화시켜 2차측에서 주변환장치를 통하여주 전동기, 3차측은 

보조전원장치 (SIV)를 통하여 보조 회로기기에 전력 공급

 주요고객 : 한국철도공사, 현대로템 등

정격용량 20KVA - 8900KVA

입력 25000V-840V-1548V-221V

출력전압 25000V-840V-929V AC

상수 단상 주파수 50, 60Hz

구입문의 ▶ 95 p

 특징

• N+1 병렬운전

• Online double Conversion DSP제어

• 입력THDi : ＜3%

• 축전지 전압선택 16/18/20PCS

• 부하역률 0.9PF

• 입력전압허용범위 120~276Vac

• 입력주파수 허용범위 54~66Hz

• 에너지 절감을 위한 ECO모드

• 자가진단에 의한 UPS스타트

• 각정인터페이스 (SNMP, Relay Card, 병렬카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 구입문의 ▶ 9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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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압조정장치 (AVR) 구입문의 ▶ 95 p

 기존 철심의 자기포화 및 공진현상을 이용한 CVT방식(수입품)에 비하여 
파형의 왜곡이 적은 TCR방식(Tap Changing Regulator)을 채택, 고속 

스윙칭에 따른 안정된 출력전압 유지

 저소음, 경량화 실현

 부하 및 입력변동에 대하여 기존 CVT방식과 비교하여 빠른 응답속도 
구현

 주요고객

•원자력 발전소(“Q”, “T”, “R” Class), 화력발전소 등

상수 단상, 삼상 Input 110 - 480VAC±15% 
주파수 50, 60Hz 

Output 110 - 480VAC±2% 용량 500KVA max. 

고신뢰성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GE UPS 구입문의 ▶ 99 p

 전력불안요소(주파수 변동, Sag, Swells, 고조파 등), 전원설비 장애 또는 
전력기기의 전기적 고장 등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원 불안정

으로 부터 전력 안정화와 끊임없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됨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품질 계획, 계통 분석 및 엔지니어링을 수반하고 있으며, 전원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갖춤 

 특징

• 고급 배터리 관리(SBM)를 통한 수명연장으로 운영비용 절감

• 수퍼 ECO 모드(사용자 선택)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 전면 조작의 유지보수로 설치 및 운영 공간 최소화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쉬운 UPS 운전 가능

• 국제표준의 EMI(IEC62040-2)과 안전(IEC62040-1) 성능 확보

HR Series UPS 구입문의 ▶ 99 p

 산업용 플랜트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무정전전원장치는 아날로그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고장발생시 그 원인 분석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가 없고, 

장비 자체의 유지보수 및 이상을 판단하기 어려움 

 YPP(주)가 자체 개발한 HR Series UPS는 전원고장 및 장비 자체 
이상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고성능 DSP(Digital Signal 

Processor)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신뢰도의 기본책무 수행은 물론 

고장시점의 파형, 수치, 상태 등의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고장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빠른 복구조치가 가능  

 특징

• 고성능 DSP 디지털 제어방식이 제공하는 정확성과 안정성

• HR Series UPS는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UPS를 기동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가이던스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운전조작 

• 고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블랙박스 기능

자동전압 조정장치 구입문의 ▶ 100 p

 변압기 탭 절환장치(On Load Tap Changer) 구동용 자동전압 조정
장치로 부하특성에 따른 전압조정을 할 수 있으며 Digital Voltmeter 

(DVM) 기능을 내장하여 모선 및 선로전압 강하에 따른 전압조정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특징
•계측속도 및 정밀도 향상 •자가 진단 기능

•DVM 기능 •이벤트 저장 기능

•탭 절환기 유지보수시기 예측 •외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감시

모델명 YVC-03

제어전원 DC 125V±20%, AC85~245V(option)

정격
전류 AC 5A

전압 AC 60~160V

입력

전류 1ea

전압 1ea

감시 2ea(Volt-change 1, Volt-change 2)

출력

제어 2ea(‘a’x2ea)

알람 3ea(‘a’x2ea, ‘b’x1ea)

에러 1ea(‘b’x1ea)

통신
전면 RS-232C

후면 RS-485(Option)

Dimension 205 x 240 x 17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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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 변압기

 안내열성/난연성/내습, 내진성

 저소음 무공해 운전

 단시간 과부하내량

 저손실 및 보수점검용이

 신뢰성 시험 합격 (KERI/산업자원부)

전격전압 10 ~ 1500kVA

구입문의 ▶ 100 p

무정전전원장치 (ETUS1)

  특징 

•고성능, 비선형부하 전압보상, 고조파순환전류저감

 용량 : 10 ~ 500kVA

구입문의 ▶ 100 p

무정전전원장치 (ETUS2)

  특징 

•고효율, 비선형부하 전압보상, 고조파순환전류저감

 용량 : 30 ~ 500kVA

구입문의 ▶ 100 p

고효율 아몰퍼스 변압기 (유입, 몰드)

 무부하손(철손)을 일반 변압기 대비 75% 절감

 손실 절감에 의한 운전보수비 절감 및 수명 연장

 전력소모로 인한 열발산을 감소시켜 지구 온난화 방지 

몰드변압기
일반 아몰퍼스

3P 15MVA 제작가능 3P 7.5MVA 제작가능

유입변압기
일반 아몰퍼스

3P 50MVA 제작가능 3P 15MVA 제작가능

구입문의 ▶ 101 p

지중매설형 고체절연변압기 (SIDT)

 안전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화재, 폭발 가능성 배제 

•지중에 설치됨으로서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요인 해소

 친환경성
•공간이용률 향상    •보행자의 통행권 침해요소 제거

 침수상태 운전 가능

상 단상 3상

제작가능 용량 167kVA 제작가능 500kVA 연결 가능

구입문의 ▶ 101 p

전력용 변압기 구입문의 ▶ 103 p

 최첨단 설비 및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품질, 신뢰성 확보

 국제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 획득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충족

 CIGRE, DOBLE 등 세계 주요 기술위원회에 가입, 학술세미나 참가

  IEC, ANSI, NEMA, CSA 등 규격 인증 

용도 전력용변압기 정격전압 22.9~800kV

정격용량 5~1,500MVA 생산능력 120,000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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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 변압기 구입문의 ▶ 103 p

 권선의 고도의 몰딩기술 제작으로 인해 난연성 및 우수한 절연성능

 철심을 방향성을 자구 미세화 규소 강판을 사용하여 저손실, 저소음으로 
수용가의 친환경적인 조건을 갖도록 개발

  내열성이 우수한 절연재료의 사용과 합리적인 절연설계, 진공상태에서의 
주형몰딩으로 소형, 경량화 및 용의한 보수 ,점검

 알루미늄 박판코일에 에폭시 레진을 고진공에서 몰딩하고 있기 때문에 
열용량이 크고 온도상승의 시정수가 커져 단시간 과부하 내량이 큼

용도 고층빌딩, 아파트, 지하철, 선박, 수처리 설비 등

정격용량 ~20MVA

정격전압 ~36kV

적용규격 IEC60076, KS C4311, IEEE Std C57.12.01

LS몰드 변압기

모델 종류 1차전압 2차전압 용량(kVA)

표준소비 효율 22.9/6.6/3.3kV HV or LV ~3000kVA

최저소비 효율 22.9/6.6/3.3kV HV or LV ~3000kVA

일반 22.9kV HV ~25000kVA

구입문의 ▶ 104 p



78

신
재
생
에
너
지

고효율 태양광발전설비

 스트링별 발전 방식으로 종합발전효율 14% 증대

 개별 유니트 순환으로 인버터 수명 증대

 MTCS를 통한 실시간 고장진단 및 데이터 제공

 유지보수서비스를 통한 발전설비 효율 지속 관리

모델 용량 모듈형태

KD-TCS-NG-010 ~ 052 10kW~52kW 단결정

KD-TCS-M-P 기상센서 모니터프로그램

KD-TCS-M-I-47 현황판 

구입문의 ▶ 102 p

메인샤프트 타워플랜지

 2006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풍력발전용 메인샤프트는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증속장치에 전달하는 부품

 2014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풍력발전용 타워플랜지는 타워의 연결에 
필요한 구성품으로 보통 타워 1기당 6~7개의 플랜지 사용

구입문의 ▶ 102 p구입문의 ▶ 1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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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Voltage and Extra high
Voltage Cable

 High Voltage and Extra high Voltage cable are used to carry 
electric current. TAIHAN produces 500kV extra-high voltage 

cables, the highest rating possible for underground cables, as well 

as various XLPE and O.F cables.

Model Grade Remark

XLPE cable up to 500kV

O.F cable up to 400kV

구입문의 ▶ 96 p

 Medium and Low Voltage cable means general distribution cables 
in the range of 0.6/1~33kV. We produce and supply reinforced 

cables which are resistant to fire, watertight and with enhanced 

fireproof capacity depending on its function.

TAIHAN also produces 33kV submarine cable for power distribution. 

Model Grade Remark

LV/MV Power cable 0.6~35kV

Control cable 0.6~1kV

Submarine cable up to 33kV

MV / LV cable 구입문의 ▶ 96 p

Data cable

 UTP cables are used to transmit high-capacity data such as 
highspeed internet and IPTV. TAIHAN’s UTP cable has excellent 

transmission efficiency as it is in CAT.6E class which is higher than 

universal CAT.5E class.

shielded/Unshielded Category Remark

UTP Cat.6

UTP Cat.6A

FTP Cat.6

FTP Cat.6A

STP Cat.5e

STP Cat.6

구입문의 ▶ 96 p

RF Cable 구입문의 ▶ 96 p

 RF Cable makes wireless communication possible in places where 
electronic waves cannot reach, such as tunnels, subways and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s.

Application Corrugation / Smooth wall type Outdoor conductor

Indoor HFX AL/CU

Tunnel,
Underground

RCX AL/CU

Outdoor SWT / SWT Twin AL

CATV 5C, 7C, 10C, etc

Railway Signaling Cable 구입문의 ▶ 96 p

 Railway Signaling Cable make it possible to share diverse signaled 
information for operating trains, and used for the purposes such 

as maintaining the minimum breaking distance and path linkage 

between the preceding train and the following one, and limiting the 

speed. TAIHAN succeeded in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the 

‘Digi-code Signal Cable’, a cable for signal transmission applied to 

the automatic protection system of trains, in 2013.

Use Description Remark

Telecommunication

Transmission

Voice Unification

Public Address

Wire Communication

Signalling

ATP

Track Circuit

Signal Facility Room

Overhead Conductor 구입문의 ▶ 96 p

 Overhead Conductors are used in overhead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

TAIHAN produces High Temperature Low sag conductors 

including ACCC (Alumium Conductor Composite Core), which 

use high-strength carbon fiber cores, as well as ACSS 

(Aluminum Conductor Steel Supported), H-STACIR, and ACSR 

are produced.

Model Core Aluminium

ACCC Carbon Fiber Coposite Core Full Annealed Aluminium

ACSS High Strength Steel Full Annealed Aluminium

H-STACIR Invar STAL

ACSR Galvanized Steel Hard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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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케이블] XLPE 절연 케이블

 XLPE의 기본 재료는 폴리에틸렌으로, 유기 과산화수소(organic 
peroxides)를 사용하여 가교 반응을 통해 그 화학 구조가 변형되어 가교 

폴리에틸렌(XLPE)으로 변형됨

 폴리에틸렌의 가교 방법은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더 높은 
전압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한 발전을 거쳐 500kV 

XLPE 케이블까지 상용화 됨

모델 절연종류 시스

66kV~500kV XLPE Aluminum Sheath

66kV~500kV XLPE Lead Sheath

66kV~500kV XLPE Copper Wire Shield

구입문의 ▶ 104 p

 TAIHAN is producing outdoor termination, which connects overhead 
conductor and underground cables together, the GIS termination, 

which connects underground cables to GIS systems, as well as 

Pre Molded Joint, Prefabricated Type Joint and Transition Joint that 

capable up to 500kV that connect various types of cables together

Model Grade Remark

Termination up to 500kV

XLPE Joint up to 500kV

O.F Joing up to 400kV

Transition Joint up to 161kV

Epoxy insulator up to 500kV

Termination and Joint 구입문의 ▶ 96 p

[가공선] 증용량 케이블

 증용량 케이블(HCC, High Capacity Conductor)은 ACSR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대용량, 고효율의 전선

으로 새로운 소재들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수요 증가와 대용량 전력 

송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선

 증용량 케이블은 도심 지역, 염해 지역, 장경간 송전구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모델 세부내역

TASCR Thermal Resistant Aluminum Alloy Conductors, 
Steel (Aluminum-clad Steel) ReinforcedTASCR-AW

Hi-TACSR High Tensi le Strength Thermal Resistant 
Aluminum Alloy Conductors, Extra High Strength 
Steel ReinforcedHi-TACSR / EST

Hi-STACIR / AW
STACIR / AW

Super-Thermal Resistant Aluminum Alloy 
Conductors, Aluminum-clad Invar Reinforced

구입문의 ▶ 104 p

배전케이블

 배전 케이블은 대단위 산업 단지 및 상업 용도의 건물에 전력을 공급
하는 역할을 하는 중저압 케이블, 산업 시설의 장비 간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제어 및 계장 케이블, 그리고 전기기기 배선 및 옥내에 전원을 공급

하는 절연 케이블로 구분

 안전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난연, 내화, 친환경 성능을 제공하며 안전인증 
및 KS 인증을 보유함

모델 절연 시스

0.6/1kV F-CVV PVC 흑색 난연비닐

6/10kV F-CV 가교 폴리에틸렌 흑색 난연비닐

22.9kV CN / CV-W 가교 폴리에틸렌 흑색의 비닐

450/750V HFIX
저독성 가교 
폴리에틸렌

22.9kV FR-CN/CO-W 가교 폴리에틸렌
흑색의 저독성 난연 
폴리엘레핀

구입문의 ▶ 104 p

산업용 특수 케이블

 산업용 특수 케이블은 조선, 해양, 풍력, 원자력, 광산, 철도 등 다양한 
산업의 설비 및 기계 장비에 전력과 신호를 전송하는 중요한 산업재

 주로 무독성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며, 각 산업의 특수한 사용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수의 국제 표준과 인증을 완비

 많은 국내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맞춤형 제품을 적기에 제안 
및 공급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종류 주요제품

선박용케이블 JIS, XLPE/SHF1, EPR/SHF1

해양용케이블 NEK 606, Type P, BS

함정용케이블 MIL-DTL, VG Type

풍력케이블 WT-PXX, DLO

원자력케이블 Q-FR-PH, FR-PN

구입문의 ▶ 104 p

[해저케이블] 직류(DC) 해저케이블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및 해상 풍력 발전 설비의 장거리화에 따라 저손실 
전력 전송이 가능한 HVDC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LS전선에서는 XLPE, MI HVDC 해저 케이블 보유

모델 절연종류 시스

Windfarm Infield (AC 10~66kV) XLPE Cu wire, Lead

Windfarm Export (HVAC ~400kV) XLPE Lead

HVDC ~500kV MI Lead

HVDC ~320kV XLPE Lead

구입문의 ▶ 10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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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동화 / 로봇용 케이블

 산업 자동화/로봇용 케이블은 산업용 로봇 등 공장 자동화 및 디지털화에 
사용되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신호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

 사용하는 산업 현장의 조건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현장 내 사용되는 기기의 
움직임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늘어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제품을 공급

모델 절연 시스

ROVV / SB PVC PVC

ROIREV / SB XPLE PVC

ROIREU / SB XPLE PU

ROFHV / SB Fluorine compound PVC

ROFHU / SB Fluorine compound PU

구입문의 ▶ 104 p

자동차 배터리 케이블

 차량 내 배터리 부위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규격은 10SQ 부터 100SQ 까지 
다양하며, 사용 부위 및 허용 전류에 따라 규격을 선정하며, 일반 배터리 

케이블부터 고유연 타입의 배터리 케이블까지 보유

모델 제품내역

AV 일반 배터리 케이블

EB 일반 배터리 케이블

AVX 조사 배터리 케이블

AEX 조사 배터리 케이블

구입문의 ▶ 104 p

자동차용 고전압 하네스

 하네스는 자동차의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하여 자동차에 필요한 전력, 
전기적 제어신호 등을 커넥터, 케이블, 기타 분배장치를 통해 차량 전체에 

공급하는 제품의 통칭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전기차(EV) 등 친환경 차량용 전기동력 시스템
에서 배터리팩과 인버터-모터 간 주동력 시스템의 하네스와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

 LS전선에서는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해 절연, 전자파 차폐, 조립성, 시스템 
설계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맞춤형 제품을 제공

모델 내역

고전압 커넥터
저전류 15~40 A
고전류 100~300 A

고전압 케이블 125~200 ℃

구입문의 ▶ 104 p

광케이블

 광케이블은 광섬유를 여러 가닥으로 묶어서 케이블로 만든 것으로 정보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 무선 전송망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

 광케이블은 과거 동케이블의 지절연 케이블과 현재의 F/S 케이블을 
거치면서 인터넷 통신 기본 선로로써, 음성은 물론 동영상까지 전달

종류 제품명

가공용 케이블 비금속 인장 광케이블, 금속 인장 광케이블

관로용 케이블
마이크로 블로잉 케이블, 관로용 케이블, 
리본 케이블

스페셜 케이블 Anti-Rodent 케이블, 방탄 케이블

광케이블 접속자재 광 점퍼코드, 광커넥터 및 광어댑터, 광분배함

구입문의 ▶ 104 p

이동 통신용 급전선

 RF 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 급전용 동축 케이블은 신호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고발포 폴리에틸렌 절연 기술을 이용한 제품

 낮은 감쇄량과 반사계수 등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이며, 유연성으로 
굴곡특성이 우수함

 사용 환경 상의 요구에 따라 화재 발생에 대비한 난연 폴리에틸렌을 
적용하여 잘 타지 않고, 연기가 적은 고내화성 피복을 사용

모델 내역

HFC Series Flexible Foam Dielectric Feeder

HFSC Series Super Flexible Foam Dielectric Feeder

RFCX Series Radiating Cable

HFAC Series Flexible Foam Dielectric Aluminum Feeder

HFASC Series Super Flexible Foam Dielectric Aluminum Feeder

ECX Series Braided Feeder Cable

구입문의 ▶ 10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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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기란 단상 또는 삼상 교류전원을 수전하여 다이오드(diode)도는 
SCR, IGBT 정류소자를 사용하여 직류전원을 얻어내는 장치로서 산업

설비가 점차 정밀화 및 자동화 함에 따라 특수 전원설비 및 안정전원 

설비에의 응용이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음

 국제전기는 이러한 수요증가추세에 따라 신뢰성의 각종 정류기를 제작
하여 수요자에게 공급 

상수 단상, 삼상

Input 110 - 480VAC

Output 24 - 200VDC

용량  10 - 20000A

정류기 구입문의 ▶ 95 p

 단상 또는 삼상 교류전원을 수전하여 다이오드(diode) 또는 SCR, IGBT 
등의 정류 소자를 사용하여 직류전원을 얻어내는 장치로서 DC 부하기 

필요한 산업설비 또는 Battery를 충전하는 장치. 산업설비가 점차 정밀

화 및 자동화 함에 따라 특수 전원설비 및 안전전원 설비에의 응용이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음

 주요고객

원자력 발전소(“Q”, “T”, “R” Class), 화력발전소, 민간 사업소 등 

주파수 50, 60Hz 

Input 단상 or 삼상 120 - 480VAC±15% 

Output 100~ 280VDC±0.5%

용량 20 - 2000A 

충전기 구입문의 ▶ 95 p

인버터 구입문의 ▶ 95 p

 인버터란 직류전원을 수전하여 IGBT를 coverting 소자로 사용하여 
단상 또는 삼상의 교류전원을 얻어내는 장치로서 상용 전원 정전등의 

상황에 대비는 보조 전원장치로 사용하거나, 안정된 교류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게 됨

 주요고객

원자력 발전소(“Q”, “T”, “R” Class), 화력발전소, 민간 사업소 등

Input 125 - 600VDC 

Output 120 - 480VAC, 50, 60Hz 

용량 5 - 400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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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전격전압 : 2000 ~ 8000kW

 출력전압 : 750V/1500V

  특징 

•대용량 정격출력

•6PULSE / 12PULSE방식

•사용하기 편한 구조

•자연 공기 냉각 방식

•전용규격(NEMA,ANSI,EC,IEEE) Standards

구입문의 ▶ 100 p

충전기

 용량 : 3 ~ 1500kW

 출력전압 : 24V, 48V, 125V, 250V DC

  특징 

•신뢰성 / 고효율 / 고역률

•우수한 전압 안정성

•EQ 검증 시험 (내진시험, 내환경시험, EMI TEST)

•산업용 (반도체, 석유화학, 공장자동화)

•발전 프랜트용 (원자력, 화력, 열병합 등)

구입문의 ▶ 100 p

N800S 인버터 (저압인버터) 구입문의 ▶ 103 p

 뛰어난 내구성과 폭 넓은 출력 범위

 소용량 DIN레일 구조로 빠른 설치 가능

 편의성을 높인 오퍼레이터, 전원공급 없이도 파라메터 설정이 가능 
(MCA)

 내장형 PLC 기능을 통한 다양한 제어 기능 

정격전압 380~500V

정격용량 ~132KW

N5000 인버터 (고압인버터) 구입문의 ▶ 103 p

 우수한 전원 역률 및 전력변환 효율 제공

 전원단 Clean Power 실현으로 고조파 영향으로부터 자유선언

 전동기에 Clean Power 공급으로 전동기 악영향으로부터 자유선언

 모듈화 설계를 통한 설치공간 최소화 및 간편한 유지보수 실현

 N5000 인버터 고유의 속도 센서리스 벡터 제어에 의한 우수한 운전 
특성 

정격전압 3,300, 4,160, 6,600, 11,000, 13,800V

적용규격 IEC, KS, IEEE,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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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종류 : 무계목강관

•강종 : A312

•사이즈 : 1/8”~ 24” 

스텐레스 무계목 강관 구입문의 ▶ 95 p

 H빔등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 및 볼트조립으로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구조물

 빌딩 건축철골, 발전소 보일러철골, 변전소 건축철골등을 생산

철골 구조물 구입문의 ▶ 97 p

 모델명 : ARA PLASMA BWTS

 선박평형수란 선박에 실린 화물을 하역한 후 균형을 잡기 위해 별도의  
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지역 이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킴.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세계 모든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배출 

하기 전에 미생물을 반드시 살균 소독하고 배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삼건세기에서 개발한 ARA PLASMA BWTS는 FILTER / 플라즈마 / 

UV 살균을 통하여 해양 미생물을 살균하는 장치로, 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고, 2차 오염이 없는 친환경 제품 

 용량 : 150m3/hr ~ 1300m3/hr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구입문의 ▶ 9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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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압 조수기 구입문의 ▶ 97 p

 해수를 청수로 만드는 장치로 역삼투압식 방식을 이용하여 해수의 염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역삼투압이란, 농도 차이가 있는 용액에 높은 압력을 가해 멤브레인을 
형성하고 물분자만 통과시켜 물을 정화하는 방식

 용량 : 5TON/DAY~200TON/DAY

 조수기 후단에 설치되어 선박의 선원들이 필요한 청수를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공급하는 장치 

 청수탱크. 살균기, RE-HARDENING FILTER, 온수기, 펌프로 구성되며, 
스키드 위에 COMPACT하게 구성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설치가 

용이 함

 용량 : 1000L/hr ~ 10,000L/hr

청수공급장치 구입문의 ▶ 97 p

자외선 살균기 구입문의 ▶ 97 p

 선박의 탱크 안에 보관중인 청수에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번식 가능

 자외선(253.7nm) 파장을 이용하여 물속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을 
효율적으로 살균함 

 자외선 램프의 수명이 길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2차 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장치    

 용량 : 1000L/HR ~30,000L/HR

 폴리에틸렌코팅은 선박, 해양플랜트, 육상플랜트, 상수도 파이프 등 
해상에서 육상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폴리에틸렌코팅은 부식이 거의 없고 다이옥신이나 VOCs 같은 환경
호르몬이 없어 상수도 강관으로 적합

폴리에틸렌코팅파이프 구입문의 ▶ 97 p

  조수기로부터 생성된 청수는 PH, 경도, 미네날의 부재로 승조원들이 
바로 마시기 부적합함 

  조수기에서 나온 청수가 탱크 내부의 백운석을 통과하면서 청수에 
미네날을 공급해주고, PH값과 경도값이 조절

 용량 : 1000L/HR ~30,000L/HR

MINERALIZER 구입문의 ▶ 97 p

저압전동기 구입문의 ▶ 103 p

 설비 및 엄격한 품질시스템에 의한 제품생산으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유한요소 해석법[FEM]에 의한 슬롯 채택으로 고효율 실현

 FEM 분석법에 의한 최적 설계로 소형 경량화 실현

 국제공인기관[IEC, IEEE, CSA, NEMA, API 등] 품질 수준 충족 

정격 전압 적용 규격

200 V, 208-230/460 V, 
220/380 V, 230/400 V, 
220/440 V, 415 V, 460 V, 
575 V, 660 V, 690 V

NEMA MG1 & CSA C390, 
IEC 60034, IEC 6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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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나스텐레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64-2

1984. 10

02-584-4292

www.Ganasteel.com

ganasteel@ganasteel.com

주요제품 • 스텐레스 무게목 강관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국제전기(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신개천로 98

1957. 2

043-883-7751

www.ieckr.com

iec@ieckr.com

국제전기(주)는 1946년 국내 최초의 변압기 제조사로 시작하여 40MVA급의 전력용, 배전
용 변압기 및 플랜트 전문 변압기를 비롯하여 철도차량변압기, 변압기 등 다양한 특수변압
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에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새롭게 몰드 변압기를 생산하여 공
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전자 기술을 고유기술과 접목시켜 무정전 전원 공급창치(UPS), 
인버터(INVERTER), 집진용 EP-RECTIFIER, BATTERY CHARGER, AVR, 산업용 정류기 리
액터 등을 공급하면서 국내 정부기관 및 민수시장에서 단단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해외 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Q” class 제품인 INVERTER는 1994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해 왔으
며 현재 몰드변압기도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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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경보전기(주)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4-5

1967. 2

02-465-1133

www.kyongbo.co.kr

webmaster@kyongbo.co.kr

주요제품 • 지시전기계기
• 디지털판넬메타

• 계기용변성기
• 보호계전기

• 전력용변환기
• 누전경보기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식회사 광명전기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서울)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89 광명빌딩

1955. 7

02-2240-8114

www.kmec.co.kr

yikim@kmec.co.kr

주요제품 • 수배전반 사업
• 시스템 사업

• 가스절연개폐기        
• 신재생에너지 사업

    • 전력기기

Introduce Manufacture Company

제작사 소개

가나스텐레스

경보전기

광명전기

국제전기

대한전선

동아베스텍

디이시스

렉터슨

마이텍

보성파워텍

비츠로테크

삼건세기

새턴정보통신

서진인스텍

선도전기

성일에스아이엠

세홍

에너스지

옴니엘피에스

와이피피

우진

유성계전

유호전기공업

이화전기공업

인텍전기전자

전오

제룡전기

진우씨스템

케이디파워

태웅

페스코

평일

프로컴시스템

피엔씨테크

한국지노

현대중공업

효성굿스프링스

BHI(비에이치아이)

LS산전

LS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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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렉터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59 기술정보센터 718-720호

2000. 7

055-231-3333

www.rectuson.com

rts@rectuson.com

주요제품 • AE System.
• WCMS. (SCADA)

• BTLD. (Boiler Tube Leak Detection)
• NIMS.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동아베스텍(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3-15

1977. 3

032-675-0081

www.dongabestech.com

sgwoo@dongabestech.com

주요제품 • 케이블 악세서리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대한전선(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1955. 2

02-316-9114

www.taihan.com

inquiry@taihan.com

• Power cable (HV/EHV Cable, MV/LV Cable, Overhead Conductor and Control cable etc.) 
• Cable Accessories (Joint, Termination and Epoxy insulator etc.) 
• Specialty Cables (Heating cable, Trolley wire and Factory automation cable etc.) 
• Communication Cables (RF cable and Data cable, Railway signaling cable etc.) 
• Base Metal (Copper rod, Magnet wire)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디이시스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삭시갈마로 160

1979. 3

031-987-8771

www.deesys.com

sales@deesys.com

주요제품 • 디지털전력보호기기 일체        • 누전경보기(ELD) 
• 보호계전기(OCR, OCGR, OVR, UVR, OVGR, DGR) 
• 지락계전기(GFR)                  • 지시전기계기(METER류) 
• 변성기류(CT, VT, ZCT 등)       • 에폭시지지애자 등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보성파워텍(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창길 53

1970. 11

02-543-2211

www.bosungpower.co.kr

yyc0728@bosungpower.co.kr

주요제품 • 철탑                       • 관형지지물
• 철골                       • 전력용 배전자재
• 전력용 지중선자재      • 전기보호기기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마이텍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33

2003. 8

051-831-7474

www.imytec.com

sales1@imytec.com

주요제품 •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비츠로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1955. 7

031-489-2000

www.vitzrotech.com

god7205190@vitzrotech.com

주요제품 비츠로테크는 고압에서 저압에 이르는 전시리즈의 다양한 전
력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압은 옥내외 VCB, MCB, LBS, 
ASS, GLBS, VTS, CLPF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압은 ACB, 
MCCB, ELCB, MC, ATS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에 개폐장치, 
계전기기를 자체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삼건세기(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405

1989. 11

055-338-3030

www.samkunok.com

sk@samkunok.com

주요제품 •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 FRESH WATER SUPPLY PLANT 
• RO TYPE FRESH WATER GENERATOR 
• UV STERILIZER • PE COATING PIPE • MINER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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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일에스아이엠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289로(송정동)

1978. 10

051-831-8800

www.sungilsim.com

adm@sungilsim.com

주요제품 • 공장가공배관 (SHOP FABRICATED PIPING)
• 고주파벤드 (INDUCTION BEND)
• 고주파 벤딩기 (INDUCTION BENDING MACHINE)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선도전기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86

1972. 1

031-491-2284

www.seondo.co.kr

info@seondo.co.kr

주요제품 • 수배전반      • 전동기제어반       • 진공차단기 
• 보호계전기   • 가스절연개폐장치 • 전자식전력량계 
• 이온나이저   • 태양광시스템 등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서진인스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번길 12

1979. 11

031-627-9000

www.seojin.biz

chlee@seojin.biz

주요제품 • SDT-420(디스플레이스먼트식 레벨 트랜스미터)
• SLT (탱크레벨 게이지)
• SMC (디스플레이서식 레벨스위치)
• SMC-7series (수직 플로트식 스위치)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새턴정보통신(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0 6층

(여의도동, 외교빌딩)

1996. 12

02-761-3167

www.saturninfo.co.kr

saturn11@bill36524.com

주요제품 • 아크경보기     • 지능형 분전반      • 서지보호기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와이피피(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30 YPP빌딩

1982. 1

02-2104-8770

www.yppdt.com

yppcorp@yppdt.com

주요제품 • 전력계통보호솔루션                • 플랜트 제어시스템 
• 전력 및 플랜트 설비 진단 솔루션 
• 에너지 솔루션-UPS, ESS, 연료전지e-BOP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 전력컨설팅 & 전력계통 고급 기술 교육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옴니엘피에스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201호~206호

1997. 11

02-2632-4541

www.omnilps.com

rnduijae@chol.com

주요제품 • 쌍극자피뢰침            • 퍼라이트 접지모듈 
• 방폭형 서지보호장치   • 직류전류 차단장치 등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식회사 에네스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0로 8

2002. 3

042-718-5000

www.enesg.co.kr

enesg@enesg.co.kr

주요제품 • 터빈 유압 계통 정비 엔지니어링 • 터빈 구동용 Actuator 제작 
• 터빈, 보일러 가동중 검사 및 건전성 평가 
• 원자력, 화력, 복합화력 발전소 성능시험 및 열성능 진단, 계측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세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58번길 16 세홍빌딩

1996. 10

02-1670-1610

www.sehong.net

sehong@sehong.net

주요제품 • excelline(Modular Wiring System) :
배관배선접속구 일체형 제품

• exsaver(Automatic Receptacle Control System) :
자동 전열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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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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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석호빌딩 7층

1956. 1

02-3440-0200

www.eti21.com

sales@eti21.com

주요제품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변압기
•정류기                           •주파수변환기
•충방전기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유성계전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556번길 70(고잔동) 

152B-5L

1989. 8

032-819-6135

www.yousung.com

brian@yousung.com

주요제품  • 디지털 보호계전기                 • 반도체소자 제어 릴레이 
• 변압기 및 GIS 예방진단시스템  • 변전자동화 
• 수배전반, 디지털 모자익 PNL, 각종 보호반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우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970번길 110

1980. 5

031-379-3114

www.woojininc.com

webmaster@woojininc,com

주요제품 • 제어봉 위치 전송기     • 냉각재 레벨 측정센서
• 원자로내 핵계측기      • 냉각재 온도 센서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유호전기공업(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217

1979. 7

031-828-9000

www.youho.co.kr

thee@youho.co.kr

주요제품 • 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 휴대용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 154kV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 수배전반                         • 보호배전반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진우씨스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차) 104호, 107호

1999. 6

02-2109-8008

www.utpole.co.kr / www.lite-way.co.kr

utpole@utpole.co.kr

주요제품 • LITE-WAY : 연접설치용 배선회로 일체형 등기구
•  U.T Pole(MULTI-WIRE-DUCT) : 전선배관·멀티복스·
분전함 통합형)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제룡전기(주)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628

1986. 12

02-2204-6300

www.cheryongelec.com

crelec6350@cheryongelec.com

주요제품  • 배전용 변압기          • 개폐기          • 복합형 COS 
• 리드선 부착형 폴리머 피뢰기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식회사 전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41

1979. 12

031-998-8523

www.jeono.com

kang800408@gmail.com

주요제품  • 압착단자(Terminals) Class-1E(Q), Non Class-1E(S) 
• 동관단자 및 주물단자  • 슬리브         
• 케이블타이              • 조립식 단자대          
• 와이어 콘넥터          • 액세서리와 공구       
• 접지 자재류             • 낙뢰 보호 자재류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인텍전기전자(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228-38

1996. 12

031-299-8400

www.entecene.co.kr

entec@entecene.co.kr

주요제품 •  Solid dielectric equipments for Power Transmission & 
Distribution
• Solid Recloser and Gas Recloser
• Load Break Switch
• Pad mount Switchgear
• Ring Mai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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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4번길 9-30 평일빌딩

1970. 9

031-420-6600

www.pyungil.co.kr

jmshin@pyungil.com

주요제품 • 25kV종단접속재                    • 25kV직선접속재 
• 25kV 600amp개폐기 접속재     • 폴리머 피뢰기 
• 폴리머 컷아웃 스위치              • 계기용 변압변류기 
• 폴리머 현수애자                     • 송전용 애자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페스코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303 (부산디지털벨리 617호)

2002. 1

051-329-7145~6

www.pessco.com

dsv@pessco.com

주요제품 • 스프레이 밸브
• 스프레이 트레이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케이디파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해오름길 117

1989. 7

02-569-3304

www.kdpower.co.kr

kd100812@kdpower.co.kr

• 중전기기사업부문
보이는 전기! 말하는 전기! : 아크감지 및 내진구조 기술이 가능하며 실시간 설비 관제가 

가능한 중전기기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사업부문
태양을 경영한다! : 고효율기반설비와 실시간 관제 기능을 통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태양광발전설비입니다.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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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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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7로 67

1981. 5

051-329-5000

www.taewoong.com

taewoong@taewoong.com

주요제품 • 풍력발전 : Main Shaft, Tower flange 등
• 오일 & 가스 : Lower Housing, Bop Door 등
• 산업플랜트 : Kiln Tire, Crane Wheel 등
• 원자력 및 화력발전 : Tube Sheet, Diaphragm 등
• 조선 및 디젤엔진 : Propeller Shaft, Cylinder cover 등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1973. 12.   

052-202-2114   

www.hyundai-elec.com 

hhiopr@hhi.co.kr 

설계와 생산, 연구개발 등 글로벌 네트웍 체제를 갖춘 종합 전기 기기 공급업
체로서 발전설비부터,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산업용플랜트를 비롯하여 선박
용 전장품, 철도차량용 전장품 및 전력제어기기 등을 전세계에 공급하며 친환
경제품과 스마트그리드 신기술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력,전자부문의 통합된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한국지노(주)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970번길 120

1989. 6

031-379-3700

www.chinokorea.com

webmaster@chinokorea.com

주요제품 • 그래픽 기록계(KR2000 Series)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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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104번길 62

1999. 3

031-452-5791

www.pnctech,co,kr

pnctech@pnctech.co.kr

주요제품 • 디지털 계전기 
• 디지털 전력미터 
• FRTU (한전·수출형 배전자동화단말장치)
• Fault Locator (고장점표정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환기센서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주)프로컴시스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1

1993. 7

042-253-7007

www.procom.co.kr

procom@procom.co.kr

주요제품 • 휴대용 변류기 시험기
• 휴대용 변압기 시험기
• 보조 계전기 시험기
• 고정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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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2층~17층

1962. 5

02-2189-9114

www.lscns.com

주요제품 • 산업전선 : 산업용특수케이블, 산업기기용 케이블, 자동차 
케이블, 하네스 & 모듈, 튜브
• 에너지 : 초고압케이블, 배전케이블, 가공선, 해저케이블, 부스닥트
•통신 : 광통신, 통합배선, RF-Feeder 시스템
• 소재 : Copper Rod, 권선, 알루미늄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홈페이지 

e - m a i l

LS산전(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974. 7

1544-2080

www.lsis.com

sparkc@lsis.com

주요제품 •자동화솔루션 : PLC, AC Drive, PSC, HMI, Servo Motor & Drive
• 전력솔루션 : 저압, 고압, 계량, 계전기기, 변압기, 가스절연   
개폐장치, 수배전반, 부스덕트시스템, HVDC 
• 융합솔루션 : Smart Grid, 태양광솔루션, 철도시스템, 자동차 
전장부품

상    호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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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치아이(주) [BHI]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122

1998. 6

055-585-3800

www.bhi.co.kr

info@bhi.co.kr

 당사는 화력·원자력 발전설비인 보일러(Boiler)류, 보일러(Boiler)와 터빈(Turbine)/발전기
(Generator)를 연결하여주는 보조기기인 복수기(Condens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탈기기(Deaerator)등을 제작·공급. 또한 Amec Foster Wheeler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발
전소용 보일러(PC, Oil&Gas, CFB) 및 HRSG의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민자발
전의 북평화력 보일러 500MW 2기를 수주하는 등 발전기자재 주기기업체로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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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설 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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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굿스프링스(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1989. 10

02-707-7000

www.hsgoodsprings.com

rachel.lee@hyosung.com

주요제품 •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 
• 석유화학 플랜트        • 담수 플랜트 
• 일반 건물용             • 대형·고압 펌프 제작

21세기 전기계를 선도하는 중심 단체
국내 전력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Korea Electric Association
World Best Global Association



-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