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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레플러스

Booth No

D-201

Replus Cp.,Ltd.

대 표 자

유병천

PEPRESENTATIVE

Yoo Byung Chun

팩

02-3437-4424

FAX.

02-3437-4424

전

화
스

홈페이지

02-3437-4421
www.repul.net

회사 소개
레플러스는 2015년에 설립되여 에너지관련 ICT 플랫폼 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정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위해 ICT 기술력을 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솔루션은 ‘서울시에너지정보플랫폼’, TEMS(Total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와 RE100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제주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서 에너지 컨소시엄 대표로 규제특례로 에너지거래플랫폼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서울시에너지정보플랫폼

도시 단위의 전기, 가스, 열, 수도,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를 도시 전체, 자치구, 행정동 단위로 관리하며, 모든 건물유형별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 주요기능 : 데이터통합/정보 생성/분석, 성과관리, 정보공유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에너지·환경 정책 수립/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조성/시민들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인식의 변화/온실가스 저감
2. TEMS(Total Energy Management System)

빌딩·공장·대학 등의 건물·공장 종합에너지 관리 솔루션

건문의 각종 에너지원의 관리와 냉동기·보일러 등 설비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 최적운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 특징 : 에너지 관리 전문인력에 의해 TEMS에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설비 최적

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로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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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WEBSITE

Booth No

D-201

02-3437-4421

www.repul.net

Company Profile
Replus was established in 2015 and is mainly engaged in energy-related ICT platform development projects.
It provides consulting and solutions for energy conversion to individuals,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enterprises.
To solve social problems for the global environment, ICT technology is added to save energy and use it efficiently. We would
like to establish an environment where we can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Major solutions include the Seoul City Energy Information Platform, Total Energy Management System (TEMS), and RE100
consulting with BEMS.
Curr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Jeju Smart City Challenge project is developing an energy
transaction platform as a regulatory excep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energy consortium.

Product Profile
1. Seoul City Energy Information Platform
The management of electricity, gas, heat, water, and greenhouse gases at the city level is managed by the city as a whole,
autonomous district, and administrative dong, and energy can be integrated and managed by all building types.
-. Main functions: data integration/information generation/analysis,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 Expected effects: Establishing efficient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Creating a new energy ecosystem/Changing
citizens’ perception of energy conversion/Reducing greenhouse gas.
2. TEMS(Total Energy Management System)
A comprehensive energy management solution for buildings, factories, universities, etc.
A solution that enables efficient building energy management by providing consulting for optimal operation through the
management of various energy sources in construction and diagnosis and analysis of facilities such as refrigerators and
boilers.
-. Characteristic: Based on big data analysis accumulated in TEMS by energy management experts, optimal operation of
facilities and reasonable energy consumption can reduce greenhouse gas and continuously reduce energy costs through
energy efficiency consul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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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소프트

Booth No

D-303

MEGAZONESOFT

대 표 자

이주완

PEPRESENTATIVE

Max, JooWan Lee

팩

-

FAX.

-

전

화
스

홈페이지

02-2108-9271
https://gc.hosting.kr/

TEL.

WEBSITE

클라우드와 ICT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D-303

02-2108-9271

https://gc.hosting.kr/

Company Profile

회사 소개
메가존소프트는 2009년부터 한국 최초로 Google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한 아시아 No 1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업체(MSP)입니다.

Booth No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여정에 메가존소프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Product Profile

제품 소개
Google은 글로벌 IT 선도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서비스 경험과 AI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에 혁신을 제공합니다.

-

Google Cloud Platform은 Google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인프라 위애서 호스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Google Cloud Bigdata Analytics Platform은 완전 관리형 멀티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유용한 정보를 얻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확장성, 성능, 비용의 제약을 없애줍니다. 실시간 통계와 데이터 앱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Google Cloud AI/ ML은 데이터 준비·모델 빌드부터 모델 검증·배포까지 데이터 과학 및 Machine Learning을 위한 End-to-end
플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 과학자와 ML 개발자가 모델을 신속하게 실험하고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AI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의 핵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전문 지식 없이도 ML 구현이 가능합니다.

Google Cloud Application Modernization Solution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확장시키고 호환 가능한 구축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종속되지 않은 채 더욱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2

23

메를로랩 주식회사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302

신소봉

02-862-1700
02-868-7140

http://merlotlab.com/

회사 소개
무선통신 및 반도체 전문가들이 만든 IoT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2,000개 이상의 기기를 하나로 연결한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기술을 상용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용, 가정용 IoT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명기반 IoT 시스
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수요반응(DR) 기능을 통해 평범한 조명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유연성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순수 국내기반 혁신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메를로랩에서 개발한 IoT 스마트 조명은 수천개의 조명을 단 한 개의 허브에 묶어 자유자재로 제어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메쉬네트

워크 기술이 탑재되어 자동제어가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조도를 1% 단위로 조절 가능합니다. IoT 조명은 작업환경에 지장을 주
지 않으면서 필요시 조명의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조절(100~70%)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파수제어에 좋은 수요측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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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ot Laboratories Inc.

Booth No

D-302

PEPRESENTATIVE Sobong Shin
TEL.
FAX.
WEBSITE

02-862-1700
02-868-7140

http://merlotlab.com/

Company Profile
Merlot Lab is an IoT solution company created by wireless communication and semiconductor experts. It has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mesh network technology that connects more than 2,000 devices into one hub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provides industrial IoT solutions and services based on this breakthrough technology. Merlot Lab’s technology can drive decarbonization policies and ESG initiatives as ordinary lightings at the customer site can be retrofitted to
become flexible resources for smart grid that can support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Product Profile
The IoT smart lighting developed by Merlot Lab is a major breakthrough in smart connected lighting technology as it is a
truly scalable, wireless mesh network that can control thousands of light nodes from a single hub, where each and groups
of lights can be controlled at 1% illuminance level increment, making it an ideal solution for various frequency regulation
demon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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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텍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500

김성두

055-604-1860
055-604-1867

www.moderntec.kr

회사 소개
㈜모던텍은 전기자동차충전기 전문 제조업체로, 2003년 공작기계 및 공장 자동화 시스템 설비/설계 제어 전문 생산업체로
시작하여 2006년 법인설립, 2008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분야로 확장하여 꾸준히 R&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던텍은 지능형 EV 충전 시스템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전기차의 충전을 사용자 대신하여 무인충전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고용량, 고전압의 충전기로부터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케이블을 탈부착 하는 방식으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레일을 활용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던텍의 분리형충전기를 적용하여 동시/순차충전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분배와 전력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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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tec Co.,Ltd.

Booth No

D-500

PEPRESENTATIVE Seongdoo Kim
TEL.
FAX.
WEBSITE

055-604-1860
055-604-1867

www.moderntec.kr

Company Profile
Moderntech Co., Ltd. is a specialized electric vehicle charger manufacturer,
started as a machine tool and factory automation system equipment/design control manufacturer in 2003,
established a corporation in 2006, and expanded to the electric vehicle charger field since 2008,
and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R&D.
Moderntec is a company that strives for user convenience and efficiency with the
differentiated technology of intelligent EV charging systems, and continues to grow.

Product Profile
By using an unmanned charging robot instead of a use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it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safety of the user from a high capacity and high voltage charger. It can maximize the efficiency of charging multiple
vehicles using the rail for the time required to charge and disconnect couplers. Also, efficient power distribution and power
management are possible through simultaneous/sequential charging by applying Moderntec’s separate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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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온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202

이동률

032-230-0500
032-230-0598

www.sanion.com

SANION

을 확보하여 345kV/154kV/22.9kV급의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 한층 더 진보된 통신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IED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을 공급하는 Total automation system supplier로 성장해 왔습니다.

변전자동화 기기 개발을 바탕으로 기존의 배전자동화 및 수용가 기기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민간분야를 위한 전력기기 및 서

비스 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및서비스 공급회사로 성장하겠다
는 미래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TEL.
FAX.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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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30-0500
032-230-0598

www.sanion.com

Company Profile
Sanion has grown to become a total automation system supplier, providing systems that combine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IED) and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rough commercializing a wide range of EHV, HV and MV class
IED products with the microprocessor-based digital application technologies.
Sanion will move forward with its future vision of becoming the global leader in the power utility automation industry by
creating synergy between the development of substation automation and the distribution automation/consumer equipment
area, the development of power equipment and service for private sectors and the research in the renewable energy.

Product Profile

제품 소개
-

D-202

PEPRESENTATIVE Lee Dong-ryul

회사 소개
(주)세니온은 전력IT의 핵심 장치인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응용 기술

Booth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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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일테크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204

김현덕

02-6341-1711
02-6341-1712

www.shiniltek.com

회사 소개
“국내 자체개발 열화상 카메라”

계측 사업으로 시작한 저희 기업은 글로벌 열화상 기업인 D사와 손을 잡고 열화상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산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 제조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2018년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9년도부터 법인으로 전환, R&D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

기 시작하여 해외에 선보여도 경쟁력 있는 열화상 카메라 공정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였고,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영상보안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특허 출원 및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함은 물론, 현재도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력으로 21세기 열화상 카메라 시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제품 소개
자체 연구소로부터 개발된 열화상카메라 및 PC운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개발을 위한 프로토콜 지원은 물론, 다양한 화각 옵션 렌즈를 보유하고 있어
맞춤형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통합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 PC설정으로 다각형 형태의 온도 취득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가능하며 기존 카메라 대비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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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LTECH CO., LTD.

Booth No

D-204

PEPRESENTATIVE Kim Hyundeok
TEL.
FAX.
WEBSITE

02-6341-1711
02-6341-1712

www.shiniltek.com

Company Profile
“The thermal camera developed by the company itself”
We started as a measurement business and entered the field of thermal imaging with global company D.
Since then, we have established a research institute in 2018 with the desire to develop and manufacture domestic thermal
imaging cameras that can satisfy our customers,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in 2019 and started investing in R&D in
earnest. Such efforts have begun to pay off, We have built a competitive thermal imaging camera process automation
facility even when introduced overseas, and In recognition of product excellence, we have applied for a number of patents
and have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rting with domestic video security giants and primary partners, and are
currently developing new products.
We will lead the 21st century thermal imaging camera market with continuous investment and technology.

Product Profile
The thermal imaging camera and PC operating software developed by our own research institute provide various functions
to the operator and can be customized according to the usage environment. Protocol support for network client
development, as well as various angle of view optional lenses, allows for customized installation and interlocking with
existing integrated systems. In addition, with the initial PC setting, polygonal temperature acquisition is possible by the
camera itself, and it is formed at a very reasonable price compared to the exist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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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티맨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200

정이철

061-332-3135

070-8233-6668

www.itman.co.kr

회사 소개
아이티맨은 대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 그룹웨어, 기업포탈, 발전정비관리시스템 등 SIㆍSM에서부터 컨설팅, 네트워크,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ESS 운영 알고리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에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LVDC망을 이용한 P2P전력거래, 로컬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제어. DR 및 소규모전력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부조일수 3.5일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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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AN CO., LTD.

Booth No

D-200

PEPRESENTATIVE Jung Yi Chu
TEL.
FAX.
WEBSITE

061-332-3135

070-8233-6668

www.itman.co.kr

Company Profile
ITMAN has various experiences and know-how from SI· SM, consulting, network, and security, such as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groupware, corporate portal, and power generation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of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we have actively invested in the field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many years and have a lot of technical
know-how in energy management systems, ESS operation algorithms, and microgrid construction, and we are continuing
to develop into other fields.

Product Profile
1. P2P power transaction using LVDC network, monitoring and control of local site. It i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DR and small power transactions
2. It is a high-efficiency solar street light that is easy to install and dismantle, is inexpensive, and can be used for more than
3.5 days of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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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클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300

고오연

031-604-6161
031-607-6166

http://www.enercle.com/

회사 소개
저희 (주)에너클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에너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그리고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앞선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에너클은 4개의 에너지 솔루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Ener-DR은 에너킅의 자체개발 솔루션으로 수요 관리 및 감축 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산 등 수요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2. Ener-Audit은 이태리의 The Energy Audit社와의 MOU 를 통해 에너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분석, 예측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에너지 분석 솔루션입니다.

3. Ener-ESS는 에너클 자체개발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요금체계에 따른 효과 분석 및 MILP 최적화를 통한 최적 운영방식 제안을
위한 예측기반 운영솔루션입니다.

4. Ener-EMS는 실제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요/공급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운영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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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cle Co., Ltd.

Booth No

D-300

PEPRESENTATIVE Oh Yeon KO
TEL.
FAX.
WEBSITE

031-604-6161
031-607-6166

http://www.enercle.com/

Company Profile
Energy Co., Ltd. has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energy consulting, energy monitoring system, and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to meet various needs of consumers .
In addition, our company is a specializing energy sector that puts customer satisfaction first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the best quality.

Product Profile
Enercle Co., Ltd. has four energy solution products.
1. Ener-DR is an own development solution that has all the func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emand response
market business, including demand management and reduction results, real-time monitoring and settlement.
2. Ener-Audit is an energy analysis solution equipped with various functions such as energy analysis, fault diagnosis and
prediction using big data and AI technology. (Provided by Enercle through MOU with Italy The Energy Audit Co., Ltd.)
3. Ener-ESS is a prediction-based operation solution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various electricity rate systems and suggesting an optimal operation method through MILP optimization as a self-developed solution.
4. Ener-EMS is a real-time energy monitoring and operation solution that collects, analyzes and controls energy demand/
supply data based on actual sensor and network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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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일렉트릭㈜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E-400

구자균

02-2034-4662
02-2034-4757

www.ls-electric.com

회사 소개
LS ELECTRIC은 전력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은 전압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변압기류’와 전류를 개폐하면서 과부하나 단락 등과 같은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차단기류’로 크게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송전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S용 전력
변환장치(PCS)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LS ELECTRIC은 전력, 자동화, 철도산업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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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ELECTRIC Co., Ltd.

Booth No

E-400

PEPRESENTATIVE Ja-Kyun Koo
TEL.
FAX.
WEBSITE

02-2034-4662
02-2034-4757

www.ls-electric.com

Company Profile
LS ELECTRIC delivers total solutions that ensure safety and efficienc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power generation to final
consumption. Our flagship products are categorized into ‘transformers’ and ‘circuit breakers’: transformers change voltages to
desired levels, and circuit breakers provide opening and closing of the current carrying contacts to isolate and protect an electrical
circuit from the damage caused in the event of overloads or short circuits. Recent additions to our power solutions portfolio include
the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 designed to minimize energy losseswhile maximizing efficiency in electricity
transmission, the Energy Storage System (ESS),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and the Power Conversion System (PCS) for
ESS applications.

Product Profile
LS ELECTRIC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Power & Automation & Smart Energy & Railway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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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광산전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203

김창겸, 서동욱

02-2135-2992

070-8280-2990
kwk.co.kr

회사 소개
원광산전㈜는 1998년 창립이래 전력산업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유통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자동화/에너지 기술 컨버전스의 산물인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전력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입니다.

2019년 구 동흥전기와 합병을 기점으로 신재생시스템 사업부를 출범하여 시장 Coverage를 확대하고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기기, 자동화기기, 변압기, 태양광/전기저장장치, 콘덴서, 해수펌프제어시스템 등에 이르
기까지 전력 System 전반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기자재 유통에서부터 모든 현장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EPC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부터 시운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고객 맞춤형 지원 System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광산전㈜는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목표로 고객과 함께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대표이사 이하

전임직원이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치창조’, ‘행복추구’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선사
하며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품 소개
원광산전㈜는 LS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자동화 설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등의 스마트 솔루션을 전력/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취

급하고 있으며, 신재생 발전에 사용되는 인버터, PCS 시장에 진출한 이후 BESS 등의 에너지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였고, 미래의 전
력원인 DC Solution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고객에게 신뢰성 높고 다양한 DC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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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kwang Industrial System

Booth No

D-203

PEPRESENTATIVE Kim chang geom, Seo dong-wook
TEL.
FAX.
WEBSITE

02-2135-2992

070-8280-2990
kwk.co.kr

Company Profile
Founded in 1998, Wonkwang Industrial Co., Ltd. has established itself as a leader in the nation’s leading distribution
industry that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hile also aiming for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smart energy field, which is a convergence of automation/energy technology It is a company
that is leading change and flow.
Starting from the merger with former Dongheung Electric in 2019, the new and renewable system business unit was
launched. We are conducting EPC business that manages all processes.
In addition, we are building a customer-customized support system that is responsible for from pre-consulting to
commissioning and post management.
Major customers include LS Electric, Samsung SDI, LG Chem, Doosan E&C, Top Solar, Bullets, Sundo Electric, KT, and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Product Profile
Wonkwang Industrial Electric Co., Ltd. is handling LS Electric’s smart solutions such as electric power equipment, automation equipment,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throughout the power/energy business. We have expanded
our business to the next field, and have been intensively researching and developing DC solutions, which are the power
sources of the future, to introduce reliable and diverse DC products to ou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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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어스㈜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허은

031-8064-1277

www.aeonus.co.kr
031-8064-1279

회사 소개
이온어스는 2020년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존 화석연료 내연기관 발전을 대체하는 Net-Zero 전력 라스트마일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이온어스는 새로운 파워트레인 전환에 따라 탄소없는 이동 충전소의 필요성에 대응해왔습니다.
주력제품인 ‘indego’는 EVC 및 산업 전반을 위한 모바일 임시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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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400

aeonus Co.,Ltd.

Booth No

D-400

PEPRESENTATIVE Heo Eun
TEL.
FAX.
WEBSITE

031-8064-1277

www.aeonus.co.kr
031-8064-1279

Company Profile
AEONUS has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that the company makes the sustainable earth in 2020.
We create the Net-Zero power last-mile system instead of legacy fossil-fuel systems.

Product Profile
We’ve been responding to the need for a carbon-free mobile charging station in the new powertrain transition. Our product
‘indego’ makes mobile EVC infrastructure for EV and an enti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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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B-300

정동희

061-330-8955

KOREA POWER EXCHANGE

TEL.

061-330-8955

FAX.
kpx.or.kr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적 정책지원을 통해 대
한민국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최근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신산업 확산 등 전력산업 변화에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국민DR(에너지쉼표)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선도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WEBSITE

kpx.or.kr

Company Profile
As the only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power market and the electricity grid in the country, Korea
Power Exchange has led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s power industry through fair operation of the power market,
reliable operation of the electricity grid, and practical policy support of the basic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We are striving to realize a low-carbon society by setting up a new paradigm and realizing it step by step to play a preemptive role in changes in the power industry, such as responding to the recent climate crisis and the spread of new energy
industry.
Moreover, we will also fulfill our social responsibilities such as job creation and regional win-win growth by leading the
spread of new consumer-centered energy industries such as revitalizing the energy prosumer market, DR and VPP
market.
KPX will do our bes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continuous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ustainable power industry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Product Profile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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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00

PEPRESENTATIVE Jung Dong Hee

회사 소개

-

Booth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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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리드포밍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301

강지성

061)820-7796

Korea Grid Forming

Booth No

D-301

PEPRESENTATIVE Jiseong Kang
TEL.

061)820-7796

FAX.
www.k-gfm.com

회사 소개
한국그리드포밍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이 기존 화석 연료 발전원을 대체하면서 전력망의 전압, 주파수를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면

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드포밍(gridforming, GFM)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그리드포밍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원을 연계하기 위한 그리드포밍 인버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전력망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
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EBSITE

www.k-gfm.com

Company Profile
“Korea Grid Forming” aim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e power grid field by conducting research on grid forming
inverter technology to link renewable energy-based power sources. Grid-forming (GFM) is a key technolo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while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power grid. We have been selected for the support project of Yonsei
University’s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한국그리드포밍은 기술력 및 사업의 유망성을 인정받아 2021년 이후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한국연구재단(NRF), 중소벤처기업
부 각각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특허 출원된 기술을 기반으로 시제품 개발을 거쳐 실증 사업 이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
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한국그리드포밍이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고속 병렬 연산 기능을 활용하여 전력망에서의 EMT 모의실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리드 포밍 기술을 적용하고 전력망의 안정성
을 분석하는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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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It enables EMT analysis in the power grid by utilizing the high-speed parallel oper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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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306

김회천

070-8898-1826
050-5027-2418

www.koenergy.kr

회사 소개
한국남동발전은 현재 영흥발전본부를 비롯하여 삼천포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 등 5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태 총 발전설비의 7%인 9,281MW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

래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2030년까지 주력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글로벌 발전회사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KOEN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소개
- 사업추진 현황, 핵심사업 등

KOREA SOUTH-EAST POWER CO.

TEL.
FAX.
WEBSITE

070-8898-1826
050-5027-2418

www.koenergy.kr

Company Profile
KOEN operates five power plants in various regions of Korea: Yeongheung, Samcheonpo, Bundang, Yeongdong(Yeongdong
Eco), and Yeosu. KOEN’s total installed capacity is 9,281MW, accounting for 7% of nation’s total power capacity. In the
meantime, through technical experience accumulated over the past 50 years and development of new growth engines,
KOEN is making the best effort to become an energy company highly regarded by the public and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new business in preparation for major challenges in the future.

Product Profile
O Introduce KOEN Renewable Energy Business
- Status of Business promotion
O Introduce Power trade Business and testing
- System configuration and Prediction accuracy

○ 세계최초 복층형 연료전지 모형 전시

O Display of World’s First Multi-story Fuel Cell Model
- Bundang Fuel Cell #3

- 분당연료전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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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6

PEPRESENTATIVE Kim Hoe Chun

○ 전력중개사업 추진내용 소개 및 시연
- 시스템 구성 및 예측정확도 등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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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305

박형덕

041-400-1565
041-400-1488

www.iwest.co.kr

회사 소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하여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9%에 해당하는 11,365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수소혼소 등 감축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충남 뉴딜 기후위기 안심마을 사업,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감축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CCUS 전과정]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발전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된 대량의 CO2를 대기로 배출
하기전에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발전 기술입니다. 연료처리기(개질기)는 천

연가스를 수소가스로 변환 후 연료전지스택에 공급합니다. 수소와 공기는 직류전기, 순수, 열을 생성하는 전기화학 공정으로 결합되

며 스팀 형태의 부산물은 연료처리기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하는데 사용됩니다. 연료전지스택에서 공급되는 직류 전력은 고품질 교류
전력을 제공하도록 조정됩니다.

[VR 기반 가상훈련] VR기반 가상 훈련 시스템을 통하여 발전설비 분해·조립, 발전소 현장 점검, 설비 운전, 가상 고장 모의훈련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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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estern Power

Booth No

D-305

PEPRESENTATIVE Park Hyungduk
TEL.
FAX.
WEBSITE

041-400-1565
041-400-1488

www.iwest.co.kr

Company Profile
As a public energy company, Korea Western Power(KOWEPO) has a facility of 11,365MW, which is about 9% of the total
power generation capacity in Korea including 4 thermal power plants: Taean, Pyeongtaek, Seoincheon, and Gunsan.
KOWEPO committed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eople’s happiness through supplying high-quality electricity in
a stable and economical manner.
In particular,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we are focusing on developing new reduction technologies
such as CCUS and hydrogen mixing, and are carrying out sustainable reduction activ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such as the relief climate crisis village project.

Product Profil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It is a technology that collects large amounts of carbon dioxide generated by thermal power plants and industrial processes at high concentrations before discharging them into the atmosphere, compresses, transports, and safely stores or
converts them into useful materials.
[Fuel Cell]
A fuel cell is efficient and green energy generation technology which produces electricity using chemical reactions of
hydrogen(H2) and oxygen. The fuel processor(Reformer) converts natural gas to a H2 gas to feed the fuel cell stack. H2
and air are combined in an electrochemical process that produces direct current(DC) electricity, pure water and heat. The
byproduct steam is used for natural gas reformation. The DC power provided by the fuel cell stack is conditioned to provide
high-quality AC power output.
[Virtual Reality base Virtual Training System]
Through VR-based virtual training system,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disassembly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n-site
inspection of power plants, operation of facilities, and simulated virtual failur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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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206

이종영

02-2138-1715
02-2138-1744

https://smartgrid.or.kr/

회사 소개
사업단은 스마트그리드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품 소개
주택 에너지 사용량(AMI) 데이터 유통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전기ㆍ가스ㆍ열 3종의 주택 에너지 사용데이터(AMI)를 실시간 수집ㆍ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각각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지원과 데이터 이용 사업자의 新비즈니스 창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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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mart Grid Institute

Booth No

D-206

PEPRESENTATIVE Lee JongYeong
TEL.
FAX.
WEBSITE

02-2138-1715
02-2138-1744

https://smartgrid.or.kr/

Company Profile
The Korea Smart Grid Institute (KSGI)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smart grid deployment,
nurturing related industries by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laying the foundation for low-carbon green growth
future industries, and innovation of the energy use environment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duct Profile
*Development of a household energy usage (AMI) data trading platform and associated services
-Building a big data platform that collects and shares three different types(electricity, gas, heat) of residential AMI energy
usage data providing real-time data collection of consumer energy consumption, creates a basis for new business creation
for data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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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C-600

정승일

061-345-3114
061-345-5490

www.kepco.co.k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랑스러운 영광의 120년을 넘어, 더 크고 위대한 새로운 백 년의 역사를 맞이

하는 KEPCO는 전력산업의 새 시대에 ‘Smart Energy Creator’로서 새롭게 도약하려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설 것이며, 깨끗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강력한 ‘에
너지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에너지 세상’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EL.
FAX.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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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45-3114
061-345-5490

www.kepco.co.kr

Company Profile
Over the last 120 years, KEPCO has created ‘history of light’ by serving as the reliable supplier of top-quality electric
power. KEPCO is now continues its legacy of the past to build a brighter future with Green & Smart R&D and spirits to
stretch itself beyond Korea to global market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was founded with the objectiv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electric power supply in Korea, meets the contry’s power supply and demands needs, and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KEPCO is classified as a
market-oriented public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KEPCO’s areas of business ar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objectives and include the development of eletric power resources, ele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transformation, and distribution, as well as related marketing,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overseas business, invest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use of its property.

Product Profile

제품 소개
-

C-600

PEPRESENTATIVE CHEONG, SEUNG-IL

회사 소개
KEPCO는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끄는

Booth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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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D-100

김장현

061-931-7114
061-931-7944

www.kdn.com

회사 소개
최상의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가치
를 창조합니다.

또한, 고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창조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성공을 추구합니다. 한전KDN은 발전

에서부터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 과정에 있어 첨단 전력ICT기술을 적용하여 전력계통 감시, 진단 및 제어, 전
력사업 정보관리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손실률을 절감시키고, 전압과 주파수 유지율을 높이고 한 순간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
하고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분산형전원단말장치

2. 과금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3. 수소도시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 / 통합안전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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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KDN

Booth No

D-100

PEPRESENTATIVE Kim Janghyun
TEL.
FAX.
WEBSITE

061-931-7114
061-931-7944

www.kdn.com

Company Profile
Securing the best technology and experience, KEPCO KDN provides the best value and opportunity to all customers
including customers, shareholders, partners and employees, and create the corporate value.
KEPCO KDN also pursues the customer success by providing creative services that show the potential for success which
the customers have not yet discovered.
KEPCO KDN provides total services including power system monitoring, diagnosis and control, and power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 applying advanced power ICT technology in the entire power system from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to distribution and sales. This reduces the power loss, but increases voltage and frequency
retention while does not allow the outage even for a moment so that high quality electricity can be used in safe and cheap.

Product Profile
1. DER_FRTU
2, Outlet-type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3. Hydrigen City integrated-monitoring system / integrated-safety Operations center

55

㈜레드이엔지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EV공동관
Booth No

C-400

송태현, 신영철
02-957-8815
02-957-8825

http://www.redeng.co.kr/

회사 소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분리되던 시장에서 점점 그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질의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에너지 생태계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공헌하는 기업, (주)레드이엔지입니다.

제품 소개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 핫샷(HOTSHOT)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연료 부족으로 방전 시, 긴급 주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견인하여 가까운 충전소로 이동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 ‘핫샷(HOTSHOT)’을 런칭합니다.

전기차 방전 시, 견인하는 기존의 방식을 깨고 핫샷 차량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긴급 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배터리 소형화 및 소형 차량 내 시스템 적재에 성공한 핫샷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전기차 방전, 이젠 핫샷(HOTSHOT)을 기억해주세요.
충전의 혁신 핫샷, 급할 땐 역시 핫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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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NG CO.,LTD.

Booth No

C-400

PEPRESENTATIVE Taehyun Song, Youngchoul Shin
TEL.
FAX.
WEBSITE

02-957-8815
02-957-8825

http://www.redeng.co.kr/

Company Profil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topic worldwide, and industrial structures are becoming eco-friendly. In a
market where energy producers and consumers are clearly separate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Not only is it important to produce high-quality energy, but also to use it efficiently. We want to position ourselves as a
company capable of keeping up with the rapid pace of the energy ecosystem.
Red ENG, a company that contributes to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national energy policy through thorough
quality management and high-quality service based on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 Profile
HOTSHOT, an emergency charging service for electric vehicles.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re short of fuel, so emergency refueling can be used to solve problem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electric cars have to be towed to nearby charging stations.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we will introduce HOTSHOT, an emergency charging service for electric vehicles.
In the event of electric vehicle discharge, hot-shot vehicles will be dispatched to provide emergency charging services on
the spot.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miniaturization of batteries and successful loading of in-vehicle systems
are free of time and place constraints.
Remember the ‘HOT SHOT’ that can happen anytime, anywhere.
HOTSHOT, hot shot of charging innovation. It’s a hot shot when you’re in a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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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온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이내헌

032-431-0066
032-442-0330

www.kodrm.com, www.m-evolt.com, www.ev-charging.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매니지온은 에너지 트렌드를 연구,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 IT 전문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이볼트 - 3kW 과금기능형 이동형 충전기

이볼트 LT - 3.5kW 비과금형 휴대용 충전기
미콘 I -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콘센트
미콘 II - 과금형 콘센트

옥토플렉스 - 메인 키오스크 하나로 최대 20대까지 제어 가능한 충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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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공동관
Booth No

C-503

MANAGEON Inc.

Booth No

C-503

PEPRESENTATIVE Lee Naehun
TEL.
FAX.
WEBSITE

032-431-0066
032-442-0330

www.kodrm.com, www.m-evolt.com, www.ev-charging.co.kr

Company Profile
Manageon Inc. is a electricity IT specialized company that researches, analyzes of energy trends and prepares for a
sustainable future.

Product Profile
Evolt - 3kW Billing-featuring Mobile Charger
Evolt LT - 3.5kW Non-billing Portable Charger
MeCON I - Exclusive EV Charging Outlet
MeCON II - Billing-type Outlet
OCTOFLEX - Control up to 20 vehicles with a single main kiosk charg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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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즈코리아 엠케이렌탈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EV공동관
Booth No

C-402

송정훈

070-4055-5814
02-6269-0032

https://evzipbob.com/

회사 소개
대한민국 최초 전기차 충전기 렌탈 전문 기업
엠케이렌탈은 렌탈시장 확대로 인해 제조업체에게는 유통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상품 판로를 확대해드리며,
소비자에게는 초기 부담금을 낮추어 다양한 렌탈 상품을 서비스해 드리는 역할의 종합렌탈사 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기차충전기 렌탈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전기차충전기 렌탈서비스 [특허]를 유일하게 보유하여
국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기 렌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충전기 렌탈상품 비교, 합리적인 월 렌탈료, 설치 및 사후관리까지
엠케이렌탈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
엠케이렌탈은 전기차 충전기 상품을 렌탈상품화 하여 자체 쇼핑몰 [EV집밥]을 통해 렌탈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V집밥]은 전기차 충전기 카테고리별(홈충전기,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로 다양한 브랜드의 충전기를 렌탈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EV집밥 홈페이지 : https://evzipbob.com/

Miraebiz Korea & MK Rental Corp.

Booth No

C-402

PEPRESENTATIVE Song Jeong hun
TEL.
FAX.
WEBSITE

070-4055-5814
02-6269-0032

https://evzipbob.com/

Company Profile
Korea’s first electric vehicle charger rental company
MK Rental expands product sales channels by minimizing distribution costs for manufacturer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rental market.
A comprehensive rental company whose role is to provide a variety of rental products by lowering the initial payment to
consumers.
In particular, it is the first in Korea to develop an electric vehicle charger rental service platform and the only electric
vehicle charger rental service patent.
It i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domestic electric vehicle charger infrastructure.
Through the electric vehicle charger rental service, consumers can compare various charger rental products, reasonable
monthly rental fees, installation and
You can receive MK Rental’s own services, including follow-up management.

Product Profile
MK Rental provides rental services through its own shopping mall [EV Zipbap] by turning EV charger products into rental
products.
We are doing it.
[EV Homebap] offers various brands of chargers for each electric vehicle charger category (home charger, slow charger,
fast charger).
You can meet them by rental.
- EV Home Charger homepage : https://evzipb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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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씨어스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EV공동관
Booth No

C-500

김기옥

032-873-2302
032-873-2305

www.cus21.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씨어스는 전기차충전기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차별화된 기술력

(안드로이드 기반 충전시스템, 이노비즈 인증), 품질우수성(한전 선정 KERI 시험인증, ISO9001/14001 시스템), 저작권 및 특허기술
을 보유를 바탕으로 환경부, 한국전력, 포스코, KT, 지엔텔, 기타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네트워크 기반 원격제어

▶서버연동 실시간 충전요금 계산

▶과전류, 과열 및 고장모드 장애표시 팝업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1채널/2채널 동시충전

▶터치스크린 방식 600 cd TFT LCD 장착
▶KC안전 및 전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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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 Co.,Ltd

Booth No

C-500

PEPRESENTATIVE Kim Ki ok
TEL.
FAX.
WEBSITE

032-873-2302
032-873-2305

www.cus21.co.kr

Company Profile
CUS Co.,Ltd.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and sells electric vehicle charger-related products. Differentiated
technology(Android-based system, Inno-Biz certification), quality excellence(KERI test certification selected by KEPCO,
ISO9001/140001 system), copyright
and patent technology are maintained and suppli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lectric Power, POSCO, KT,
GNTEL, and other markets.

Product Profile
- Network-based remote control
- Real-time server Charge calculation
- Over-current, Over-temperature and
Fault Mode Fault Indication Pop-up
- Android operating system
- One-channel/Two-channel simultaneous charging
- With touchscreen 600 cd TFT LCD
- KC Safety and Electromagnetic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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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플러그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EV공동관
Booth No

C-401

신광섭

82-0317786181

82-031-778-6182

www.ecarPlug.com

회사 소개
㈜이카플러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관련 부대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로서 완속/급속 전기

차충전기, 전기차 내장충전기(OBC),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등을 개발하여
공급합니다.

㈜이카플러그가 개발한 evRang 전기차 충전기는 세계 최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을 제어 하고 과금 및 결제까지 하는 신 개념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충전기로, 국내〮외 자동차회사 및 충전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력 중이며, 국내에서는 환경부
충전서비스 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카플러그는 보다 앞선 정보통신기술력(ICT)을 바탕으로 국내〮외 표준과 규격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전기에너지

공급〮관리 장치로 국내〮외 고객사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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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rPlug Co.,Ltd.

Booth No

C-401

PEPRESENTATIVE SHIN KWANG SEOB
TEL.
FAX.
WEBSITE

82-0317786181

82-031-778-6182

www.ecarPlug.com

Company Profile
ecarplug co. ltd. focuses on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and related businesses based on ICT technology including
Slow/Fast EV charging devices & System, On Board Charger(OBC), Energy Storage System(ES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UPS), Battery Management System(BMS).
Our evRang electric vehicle charger is the world’s first new concept of electric vehicle charger that controls, charges
and even pays with user’s smartphones. We work with famous domestic and foreign car manufacturers and charging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in Korea as an official
service provider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 ecarPlug will contribute to growth of EV and the related industry by introducing new concepts of electric charging and
management service/system continuously based on our top notch ICT capability in the future.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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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공동관
Booth No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C-502

이규제

TEL.

+82) 64-723-0859

FAX.

www.jejuevservice.com

WEBSITE

국내 1호 민간 EV 충전 인프라 구축,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2012년 국내 1호 민간 EV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운영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ICT 기술을 기존 전력, 에너지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퍼스트 무버(Fast Move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시대에 맞춰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운영 시스템 효율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 EV멤버십 서비스 ‘조이이브이’

- EV 타사업자 로밍, 클라우드 시스템

- EV LoT 시스템

- 가정용 EV충전기 설치

- EV충전 정보 수집 및 분석

- 급속, 완속 EV충전기 설치 운영
- EV렌트카 안내

- EV 충전기 유지보수

- 24/7 EV 콜센터 운영

제품 소개
조이이브이(JoyEV)는 2012년 국내 1호 민간 EV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의 EV인프라 멤버십 플랫폼입니다.
‘Enjoy EV: 즐거운 EV라이프’의 의미로 미소를 모티브하여 ‘Enjoy EV Life’라는 슬로건을 담고 있습니다.

조이이브이(JoyEV)는 EV충전 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한국형 통합 EV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멤버십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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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02

+82) 64-723-0853
+82) 64-723-0859

www.jejuevservice.com

Company Profile

회사 소개

- EV 인프라 모니터링

Booth No

PEPRESENTATIVE Lee kyu je

+82) 64-723-0853

사업영역

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Co., Ltd.

South Korea first Private EV Charging Infrastructure, 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Co., Ltd. was established in 2012 as a Korea’s first private EV charging infrastructure provider.
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is a company that has been advancing new paradigms by applying software-based ICT technology to the existing power and energy industries. In line with both smart grids that are emerging rapidly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electric vehicle era, it has presented new challenges for a variety of future industries - including EMS, the
operation of new energy, and the establishment of charging infrastructure for electric vehicles.
Jeju Electric Vehicle Service’s specific business areas
- recharging EVs through the authorization of a membership card
- convenient services for EV operation
- running EV infrastructure operation centers
- manage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on EV infrastructure
- maintenance of EV chargers
- operation of a 24/7 EV call center
- operating EV infrastructure tailored for each region throughout the nation as an acting agency.

Product Profile
JoyEV is the ‘EV lifestyle service platform’ of 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which established in South Korea as the fi rst
private 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2012. This includes the slogan ‘Enjoy EV Life’ with a smile motif, meaning ‘Enjoy EV:
Happy EV Lifestyle Service platform.’ JoyEV seeks to become a Korea-style EV integrated lifestyle service platform brand
by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EV charging services and extending them to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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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EV공동관
Booth No

C-504

오세영

82-1877-6546

Booth No

C-504

PEPRESENTATIVE seyoung oh
TEL.

82-1877-6546

FAX.
www.kevit.co.kr

회사 소개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첨단 충전 서비스 통합 운영 솔루션을 개발
하여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통합 플랫폼 서비스 기업입니다. KEVIT의 EVC 통합 운영 솔루션은 OCP-

P(Open Charging Point Protocol)의 CSMS(Charging Station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기술 및 충전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KEVIT는 이제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S/W 역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KEVIT은 EV 충전소 설치, 모바일 앱, 관리시스템(CSMS) 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충전소 설치]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 필요한 장소에 충전인프라 구축

[모바일 앱]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앱
[CSMS] 충전소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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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T (Korea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Technology)

WEBSITE

www.kevit.co.kr

Company Profile
Korea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Technology(KEVIT) is integrated electric vehicle platform service company by
developing advanced charging service integrated operation solutions based on standardized systems in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market, providing stable charging services. KEVIT’s EVC Integrated Operation Solution is based on
the Charging Station Management System (CSMS) of Open Charging Point Protocol (OCPP), it provides various solutions in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technology and charging service fields. KEVIT is now growing rapidly with S/W capabilities in
the charging infrastructure market.

Product Profile
KEVIT charging service install a charger where an electric vehicle charger is needed and provide a service that allows
authentication/charging/payment using a mobile app.
[Install EV charging station] Residence/workplaces, etc. / Building a charging infrastructure for electric vehicles.
[Mobile application] Through the mobile app, searching, charging, payment are possible.
[CSMS] Charging station & charging unit management, monitoring,user management, settlement, statistic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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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공업㈜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B-104

김성조

031-595-1214
031-511-4188

www.kjups.com

회사 소개
국제통신공업은 순수 국내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최초 무소음 중대형 UPS, ESS를 개발, 국내최초로 10대 병렬 UPS를 개발하여
사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기능과 비상전원공급기능(UPS)이 가능한 일체형 혁신제품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 경제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국제통신공업의 ESS는 전력관리시스템(PMS)을 국내 하이브리드 ESS업체 중 유일하게 자체 개발하여 타사에 비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며, 배출가스(EOG) 센서를 통해 가스를 우선 검출, 화재 발생 전 PMS를 통해 PCS를 비상 정지시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모듈 내 화재방지 설비를 통해 화재 발생 시에도 화염 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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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je Electric Mfg. Co., Ltd.

Booth No

B-104

PEPRESENTATIVE Kim Sung Jo
TEL.
FAX.
WEBSITE

031-595-1214
031-511-4188

www.kjups.com

Company Profile
‘Kukje Eletric MFG Co., Ltd,’ has adopted purely Korean technology to develop anti-noise medium-large sized UPS and
ESS, and For the first time ever in Korea, Kukje developes 10 parallel UPS and succeeded in its utilization. Also, we has an
all-in-one innovative “Hybrid Energy Storage System” that enables ESS and UPS functions, enabling high-quality power
supplies at low cost.

Product Profile
Kukje’s ESS system is the only domestic hybrid ESS company that can develop its own power management system (PMS)
to implement a stable system compared to other companies, and detects gas through Eog sensors, stop PCS through
PMS before fire, prevent fire in advance, and prevent fire from sp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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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넷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B-105

전희연

070-9705-9710
02-2181-3543

http://www.iener.net/

회사 소개
ENERNET은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 개발 전문 회사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빅데이터 수집, 신개념 안전관리 시스템,데이터 서비스 등을 주력으로 합니다.

제품 소개
EG서비스는 기존 기계식 전기계량기를 디지털 전기계량기로 교체하여,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서버에 연결함으로써
각 가정의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에너지소비를 관리할 수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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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NET Co., Ltd.

Booth No

B-105

PEPRESENTATIVE Hee Yeoun Jeoun
TEL.
FAX.
WEBSITE

070-9705-9710
02-2181-3543

http://www.iener.net

Company Profile
EG service is a total AMI system service that replaces existing mechanical electric meter with digital electricmeter and
connects them to a server by forming communication network so that each household can checkand manage electricity
usage and cost in real-time.

Product Profile
EG service is a total AMI system service that replaces existing mechanical electric meter with digital electricmeter and
connects them to a server by forming communication network so that each household can checkand manage electricity
usage and cost in 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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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트로닉스
대 표 자
전
팩

화
스

홈페이지

Booth No

B-103

박병덕

062-525-0801
062-525-0803
tronix.kr

회사 소개
2014년 설립한 주식회사 트로닉스는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람 위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융화하는 사람 중심의 기술로 세상의 4차 산업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

TRONIX Co,. Ltd.

Booth No

B-103

PEPRESENTATIVE Park Byoung Duk
TEL.
FAX.
WEBSITE

062-525-0801
062-525-0803
tronix.kr

Company Profile
Founded in 2014, Tronix Co., Lt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connecting people and things using rapidly developing IT
technology, and is striving to lead the world’s fourth industrial era with people-centered technology rather than
people-centered technology.

- 제조/자동점멸기, 조명제어
- 제조/전자부품, 통신장비

제품 소개
공공조명에 사용되는 IoT 디바이스와 IoT 게이트웨이에 저전력장거리통신 LoRa를 이용하며, 표준화된 eIoT 기술 설계를 통해

공공조명을 원격제어, 고장유무진단, 고장신고, 전력량 계측, 모니터링, 공공조명 통합관리, 스마트워크 등 IoT, 빅데이터, 클라우딩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공공조명의 유지보수비용 및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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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Low-power long-distance communication LoRa is used for public lighting devices and IoT gateways, and standardized eIoT
technology design dramatically reduces public lighting maintenance costs and energy costs by combining IoT, big data, and
clouding technologies such as smar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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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ooth No

한국전기산업대전
한국발전산업전

Seoul International Electric Fair 2022
Power Generation Korea 2022

참가업체 소개

Summary of Exhibitors and
Exhibi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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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엔지니어링
대 표 자

안상근

전

02-862-84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3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6 (시흥동)
02-862-8416

www.igkec.com

회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1997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버너/연소설비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개발 및 제조를 통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며, 국내 및 해외 발전소 납품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

Ignition System이란 총 3가지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Ignition Exciter - 출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AC110~220V를 인가하여 DC 2,000 ~ 2,500V로 변환된 출력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2. Igniter Cable Lead- 출력공급장치에서 생성된 고압의 출력전압을 Spark Plug로 전달시키는 장치입니다.

3. Igniter Spark Plug - 출력전달장치를 통해 전달받은 고압의 출력전압을 통해 Spark Plug 앞단 Gap의 방전을 유도하여
스파크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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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GINEERING CO., LTD.
PEPRESENTATIVE

AHN SANGKEUN

TEL.

02-862-8414

FAX.

02-862-8416

WEBSITE

www.igkec.com

Booth No

E-305

Company Profile
Korea Engineering was established in 1997 and it has maintained high technical skills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 the field of burner/combustion equipment until now. We will continue to be a company that puts customer
satisfaction first through the production of excellent products.

Product Profile
The Ignition System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1. Ignition Exciter – It supplies an output and generates an output voltage converted to DC 2,000 ~ 2,500V by applying AC110~220V.
2. Igniter Cable Lead- It delivers an output voltage of high voltage output voltage generated by the output supply device to the Spark
Plug.
3. Igniter Spark Plug - It generates sparks by inducing discharge of the gap in front of the Spark Plug through the high-pressure
output voltage received through the output transmiss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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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대 표 자

김진철

전

062-613-607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105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270번길 25 (월출동)
062-613-6049
Gwangju.kr

회사 소개

광주경제자유구역

- 광주경제자유구역(Gwangju Free Economic Zone)은 광주광역시가 국내외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AI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상생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로써 국내

Gwangju Free Economic Zone
PEPRESENTATIVE

Kim JinChul

TEL.

062-613-6071

FAX.

062-613-6049

WEBSITE

Gwangju.kr

Booth No

I-105

Company Profile
Gjfez : Our theme is leaping up to AI centric mega city unprecedented before for Gwangju metropolitan city to develop future AUTO,
Smart energy and AI related business aiming mutual success with global companies by focusing, supporting 3 industries above.

유일 ‘AI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고자 개발 중인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제품 소개

광주경제자유구역 세부소개

광주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Ⅱ,
AI융복합지구 이렇게 4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그린국가산단에 조성된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는 약56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완성차 공장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와
함께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자동차 R&D센터 등을 설립해 친환경자동차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Ⅰ은 28만평, Ⅱ는 15만평으로 에너지 ICT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향상과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특화해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는 33만평의 면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특화하여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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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 Gjfez Industrial zone >
Gwangju Free Economic Zone is focusing 3 strategic business industries in
Future Automotive, Smart Ener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area in a different locations.
Future Automotive industrial zone built in Bitgree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has 0.56 million pyeong size (approximately 1,845,000 square meter)
had opened to go live & it will be another eco-friendly future automotive
centric by having auto part cluster, R&D center and Gwangju Global Motors.
Smart Energy Industrial zone has opened to develop smart energy business
by focusing Smart Grid technology & enhancing energy efficiency through
energy ICT convergence concepts. Each has 0.28 Million Pyeong & 0.15M
pyeong. (nearly 924,000, 495,000 sqare meters individually)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Industrial zone is now under planning
stage sized with 0.33M pyeong(1,089,000 square meters), for AI based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bio-medical & healthca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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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대 표 자

김선민

전

062-602-7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20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02-602-7701

https://gjtp.or.kr/

회사 소개

지난 IMF위기 시절인 1998년 설립된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20여년간 지역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중심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신산업, 공기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가 이제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 혁명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그 중심에서 산업간 개방䰞융합䰞협업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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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TECHNOPARK

Booth No

N-200

PEPRESENTATIVE
TEL.

062-602-7114

FAX.

02-602-7701

WEBSITE

https://gjtp.or.kr/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1998, during the IMF crisis, Gwangju Techno Park has been playing a central role in promoting regional industries and
creating affluent Gwangju for the past 20 years with the goal of fostering local companies and creating jobs.
Gwangju Technopark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dustry,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energy new industry, air industry, bio,
and future food of our region, in order to upgrade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create a job-oriented investment environ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 industry. We are fostering the health industry. Gwangju, which has preserved democracy, is now
transforming into a city that is striving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ing on the AI industry.
At the center, Gwangju Techno Park will create an energetic Gwangju where people and companies gather by establishing an
innovative network of open,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among industries.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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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화학
대 표 자

이시창

전

02-3282-14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1 (가산동)
02-3282-1586

Booth No

Booth No

N-400

N-400
PEPRESENTATIVE
TEL.

02-3282-1400

FAX.

02-3282-1586

WEBSITE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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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산엠엔이
대 표 자

고박

전

02-804-966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20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81, #506 (새한벤처월드빌딩, 시흥동)
02-804-9664

www.kumsanmne.com

회사 소개

1986년 창업이래 30여 년간 ㈜금산엠엔이는 산업용 Switch, Relay, Electrical Components 분야에 Leading Solution을 제공
하여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Kraus & Naimer社(Austria), Schlegel社(Germany),

icotek社(Germany), Mors Smitt社(Netherlands), United Electric社(USA), RMS社(Australia), Dold社(Germany), Metrosil

社(UK)와 같은 전세계 유수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Cam Switch, Push Button & Pilot Light, Cable Entry System, Heavy
Duty 특수 Relay, Pressure & Temperature Switch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품군을 국내 고객들에게 공급 및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Kraus & Naimer : 캠스위치

- Schlegel : 푸쉬버튼 및 파일럿 라이트

- Icotek : 케이블 엔트리 시스템 / EMC 솔루션
- Mors Smitt : 산업 철도용 릴레이

- United Electric : 압력/온도 스위치 및 트랜스미터
- RMS : 모니터링 릴레이
- Dold : 릴레이 모듈

- Metrosil : CTPU(CT Protec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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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SAN M&E
PEPRESENTATIVE

Koh Bak

TEL.

02-804-9666

FAX.

02-804-9664

WEBSITE

www.kumsanmne.com

Booth No

H-200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6, KUMSAN M&E has offered leading solutions on Industrial Switch, Special Relays and other electrical
components to the customers to take part in safe and efficient infrastructures.
We are currently maintaining strong partnerships with world leading companies like Kraus & Naimer(Austria), Schlegel(Germany),
icotek(Germany), Mors Smitt(Netherlands), United Electric(USA), RMS(Australia), Dold(Germany), Metrosil(UK). We distribute
& service top-notch products including Cam Switch, Push Button & Pilot Light, Cable Entry System, Industrial & Railway Relay,
Pressure & Temperature Switch to our valuable customers.
KUMSAN M&E prioritize customer satisfaction and value share with our partners.

Product Profile
- Kraus & Naimer : Cam Switch
- Schlegel : Push buttons & Pilot Light
- Icotek : Cable Entry System / EMC Solution
- Mors Smitt : Industrial & Railway Relay
- United Electric : Pressure & Temperature Switch & Transmitter
- RMS : Mornitoring Relay
- Dold : Relay Module, IMD
- Metrosil : CTPU(CT Protec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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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금철
대 표 자

정은숙

전

061-331-432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302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51-56
061-331-4323

http://www.gcenergy.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금철은 2020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본사는 태양열 집열기 전문 개발 업체로 DISH형, PTC형 집열기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한전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초집광 양면 장치를 이용한 열공급장치 외 5건의 특허를 보유중입니다. 또한
태양열 집열기 및 가열장치, 전동기 및 발전장치 개발에 대한 ISO 900, ISO 14001을 보유하였습니다.

특히 DISH형 집열기는 국내 최초로 태양열집열시스템을 상용화한 제품으로 300~500℃ 이상의 고열을 생산합니다. 용도에 따라 가
정, 산업, 농수산 분야 등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금철은 2021 Korea-UAE Energy Week에서 CHAINTECH과 BE SOLAR 업체와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BAT 코리아와 함께
태양열 집열기 실증 사업을 진행 한 후 납품 내용을 포함한 MOA를 체결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금철은 국내 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품 소개

당사의 DISH형 태양열 집열기인 해.발아기 3.0은 국내 최초로 태양열집열시스템을 상용화한 제품입니다.

태양열 집열시스템은 고온의 열매체를 통한 열순환 시스템입니다. 태양열을 반사판에서 흡수하여 집열판에 열매체유를 흐르게 하고
가열 및 응축시켜 단시간에 열매체유의 온도를 높입니다.

해.발아기 3.0은 프레넬렌즈를 통한 1차 집열(1030℃) DISH형 파라볼 반사판을 통한 2차집열(1500℃)하여 300~500℃의 고열을
생산합니다. 또한 태양열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집열 효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해.발아기 3.0은 스터링엔진을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안정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수담수화 및 냉방,냉
장,온수,난방,건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BAT코리아 및 두바이의 CHAINTECH 과 BESOLAR 업체와 MOA 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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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mchul co., Ltd
PEPRESENTATIVE

JEONG EUN SUK

TEL.

061-331-4322

FAX.

061-331-4323

WEBSITE

http://www.gcenergy.co.kr/

Booth No

E-302

Company Profile
GeumChul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solar collectors and produces DISH and PTC collectors. Based on KEPCO's technology
transfer, it has five patents, including a heat supply device using ultra-concentrated double-sided devices. In addition, we have ISO
9001 and ISO 14001 for the development of solar collectors, heaters, motors and power generators.
DISH type collector is the first product in Korea to commercialize a solar heat collecting system and produces high heat of 300 to 500℃
or higher. It produces and supplies heat and electric energy such as home, industry, 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depending on the
purpose.
We signed an MOA with CHAINTECH and BESOLAR companies at 2021 Korea-UAE Energy Week. In addition, after conducting a solar
collector demonstration project with BAT Korea, we signed an MOA contract including delivery details.
GuemChul Co., Ltd.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take the lead in revitaliz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ector.

Product Profile
It's our DISH type solar collector. Heaballa-gi 3.0 is the first product in Korea to commercialize a solar heat collecting system.
The solar heat collection system is a heat circulation system through high-temperature heat medium. By absorbing solar heat from
the reflector, heat medium oil flows through the heat collecting plate, and heats and condenses to in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heat medium oil in a short time.
Heaballa-gi 3.0 produces high heat of 300 to 500°C by primary collection (1030°C) through Fresnellens and secondary collection
(1500°C) through DISH type reflector. In addition, the solar tracking system was introduced to maximize heat collection efficiency.
Heaballa-gi 3.0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seawater desalination, cooling, refrigeration, hot water, heating, and drying
by converting heat energy into electrical energy using a stirring engine. Currently, we have signed an MOA contract with BESOLAR
companies with BAT Korea and CHAINTECH in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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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메이드(주)
대 표 자

남순옥

전

02-887-082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성수동2가)
0504-240-3341

www nauclean.com

회사 소개

나우메이드(주)는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안전, 전기안전등 산업안전분야의 친환경 기업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나우클
린(NAU-CLEAN)‘라는 ‘통전기기 무정전 절연세척제’를 생산 및 공급하는 수출기업입니다.

나우클린 제품은 전원차단이 어려운 철도, 발전소, 제조공장, 빌딩에 가동중인 전기, 전자, 통신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
서 감전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설비내부의 먼지 제거작업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안전한 ‘NAU-Safety Cleaning Service’를 통해 기업은 설비의 오작동을 감소시키고,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며,
전자부품의 수명연장과 전력설비의 가동효율을 향상시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소개

- 나우클린(NAU-CLEAN)은 오존파괴 물질이 없는 국제녹색인증 제품으로서 전기전통신장비 및 고성능 제어장비의 세척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Non-Stop세척이 가능하다.

- 나우클린/용액은 전용 세척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장비 내 깊은 틈새까지 용액을 침투시켜 미세먼지 및 각종 분진을 제거함으로써

NAUMADE CO., LTD.
PEPRESENTATIVE

NAM, SOONOK

TEL.

02-887-0820

FAX.

0504-240-3341

WEBSITE

www nauclean.com

Booth No

G-106

Company Profile
NAUMADE CO., LTD. Is an eco-friendly company in the field of industrial safety such as fire safety & electric safety in relation to
using electric power. We have developed a new concept ‘Non-conductive, Insulating detergent’ called ‘NAU-CLEAN’ and is an export
company to produce and supply it for others around world.
NAU-CLEAN products are used to safely remove dust inside equipment without risk of electric shock without shutting off power to
railways, power plants, manufacturing plants, and buildings.
This safe “NAU-Safety Cleaning Service” has the economic effect of reducing the malfunction of facilities, preventing the risk of
electrical fires, extending the life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improving the operating efficiency of power facilities.

Product Profile
NAU-CLEAN is a product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ed product, containing Zero ODP, and it can be used to clean electric, electronic
equip. and high tech & precise control facilities.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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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넥스트그리드
대 표 자

양대기

전

031375956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305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8 (영천동)
05053339564

https://www.nextgrid.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넥스트그리드는 2021년 설립 이래 전력변환장치를 설계, 제조하는 업체로 전력변환 기술의 선도 기업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DC Source, EMC/EMI Filter 개발 제작하였으며, 수전해 장치 개발로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끝없는 도전과
지속적은 성장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00kW급 급속충전기 모의 장치 및 200kW 전원공급장치 개발 납품함으로써 고전압 고효율 전력변환장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

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용량 및 Interfacing 개발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넥스트그리드는 재
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전력변화장치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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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GRID

Booth No

H-305

PEPRESENTATIVE

YangDaeki

TEL.

0313759564

FAX.

05053339564

WEBSITE

https://www.nextgrid.co.kr/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21, Next Grid Co., Ltd. has been growing with the goal of becoming a leading company in power
conversion technology as a company that designs and manufactures power conversion devices. DC Source, EMC/EMI Filter was
developed and manufactured, and the area is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water electrolysis devices. Corporate value is
increasing through endless challenges and continuous growth.

Product Profile
It is recognized for its high voltage and high efficiency power converter technology by developing and supplying 100 kW class fast
charger simulation devices and 200 kW power supplies. We are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capacities and interfaces that meet customer needs. Next Grid is also challenging to develop renewable energy-linked water
electrolysis power chang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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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광금속
대 표 자

서현우

전

055-337-027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300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101-68
055-337-0290

www.dkmetal.co.kr

회사 소개

(주)대광금속은 각종 볼트, 너트, 와셔, 리벳 및 기타 제작품을 취급하는 파스너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파스너 제조와 도매업에 40여년이
라는 전통이 있는 본 회사는 2004년 법인전환 이래 경쟁력있는 단가,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
고 있습니다. 최근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사산 변형기술을 적용하여 극한의 진동 및 충격의 환경에서 완벽한 풀림방지 효과

를 발휘하는 V-LOCK 볼트, V-LOCK 너트를 개발했습니다. 신제품(NEP) 인증,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 신기술 인증, 세계(9개국) 특허 등
록, 파스너 업계 세계 최초 DNV GL 인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성 및 경제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소개

V-LOCK은 볼트․너트 중 어느 한쪽에만 풀림방지 나사산(V-LOCK)이 형성된 제품으로 체결하면 극한의 진동 및 충격의 환경에서 완
벽한 풀림방지 기능을 가지는 나사산 시스템입니다.

V-LOCK 나사산은 일반 나사산을 가진 상대물과 이중접점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이중접선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를 통해 나사산

간 마찰력이 극대화되어 풀림방지 효과를 가집니다. 지상 최대 극한의 진동 조건으로 실시되는 NAS 3350(KS W ISO 7481), DIN 6

5151 실험을 통해 풀림방지 성능이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풀림방지 제품대비 우수한 체결 유지력과 낮은 체결토크로도 풀림
방지 성능을 가지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기존의 풀림방지 제품은 너트의 이중 체결, 너트 내부 스프링 삽입, 슬롯 생성, 코팅처리, 특수와셔 및 나사 고정제 사용 등으로 인

Daekwang Metal Co., Ltd.
PEPRESENTATIVE

Seo, Hyeon Woo

TEL.

055-337-0278

FAX.

055-337-0290

WEBSITE

www.dkmetal.co.kr

Booth No

E-300

Company Profile
Daekwang Metal Co., Ltd is a fastener manufacturer that makes various bolts, nuts, washers, rivets, and other products. We have
been manufacturing and wholesaling fasteners for 40 years. Since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in 2004, we have been developing
our products to satisfy our customers with the best quality as well as the most competitive price. Owing to our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very abundant field experience, we recently launched the V-LOCK bolt and V-LOCK nut which is the most perfect
anti-loosening(Self-locking) technology using the modified screw threads. We will always do our best to offer the best products with
the highest quality and the best service standing on the basis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 IATF 16949, DNV‧GL.

Product Profile
V-LOCK is a screw thread system with a perfect anti-loosening function. When fasteners are joined together with a specially threaded
fastener, which has the V-LOCK screw thread on one of the bolt & nut, the loosening of bolts & nuts during vibration and impact is
prevented.
- Perfect anti-loosening effect during extreme vibration and impact
- Alternative for existing products due to modifies the screw thread of the common bolt and nuts specifications
- Cost reduction due to the single fastening of the bolt and nut (Component parts, such as washers, double nuts, screw adhesives are
not required.)

해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단가가 높아 일부 산업에만 국한되어 사용됨으로써 전 산업에 보편화되기 어려웠으며, 체결 및 해체 작업 소
요시간이 길어 작업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V-LOCK 제품은 나사산을 형성시키는 가공공구(탭, 다이스, 팁)을 제외
하고 일반 볼트․너트와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추가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사 대비 최대 16배 정도 저렴한 단가(일반제품과 비슷

한 단가)로 경쟁력이 구비되어 있으며, 부속품(와셔, 고정제, 스프링, 더블너트 등)이 요구되지 않는 볼트와 너트의 단일체결로 풀림

방지 기능을 가짐으로 작업효율성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형상, 재질, 도금 등에 제한이 없어 전 산업에 폭넓게 적
용이 가능하며, 일반 볼트․너트와 외부 형상이 동일하여 기존 사용하는 제품에 즉각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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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주식회사
대 표 자

나형균

전

023169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3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023169429

www.taihan.com

회사 소개

대한전선은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창립 이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과 통신, 소재
사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선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케이블 공장인 당진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선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실현하며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50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 상용화 함으로써 세계적인 초고압케이블을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한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배전급인 33kV 해저케이블과 송전급인 250kV급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

공했습니다. 가공선 분야에서는 일반 ACSR보다 허용전류를 2배로 증가시킨 초내열 저이도 전선(ASCC)등을 개발하여 전력 수요량
의 증가와 송전전력의 대용량화 등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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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han Cable & Solution Co., Ltd.
PEPRESENTATIVE

HYOUNG KYUN NA

TEL.

023169114

FAX.

023169429

WEBSITE

www.taihan.com

Booth No

K-303

Company Profile
We are preparing for the future based on core competencies we have accumulated over the past five decades. Taihan was born in
1955 when the nation's economy tooks its first steps toward fast growth during the 1960s and 70s. Since that time, we have never
looked back and have always done our utmost to support industry in the areas of electric power, telecom, and materials. Now we have
become one of the most efficient producers in these businesses,

Product Profile
Taihan is specialized in extra high voltage wire and cable up to 500kV on a turnkey-basis. Taihan has succeeded in developing 33kV
Subsea cable, 250kV Subsea cable for power distribution. In terms of overhead transmission line, Taihan had succeded in developing
the super therma-resistant aluminum conductors(A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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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원에코파워텍
대 표 자

김종철

전

051-326-744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203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 5 (범방동)
051-322-7446

회사 소개

1988년 대덕전기의 시작하여 2016년 (주)더원에코파워텍으로 법인설립으로 현재까지 자동화 설비, 배전반, 전기공사,계장 공자등
설계, 제작, 시공, 설치, 시운전까지 TURN KEY 업무가 가능한 회사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전기설비 주변에 누설되는 전계 에너지를 수집 및 변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송신기의 전원으로 활용한다. 송신기는 전기가 흐르
는지 여부를 무선 통신으로 수신기에 전달하고, 그 결과가 외부 모니터에 나타난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해 충전된 전력을 기반으
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도 통전 알림 모니터는 1분간 계속 작동하게 되며, 작업자는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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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Eco Power Tech Co., Ltd
PEPRESENTATIVE

J.C.Kim

TEL.

051-326-7446

FAX.

051-322-7446

Booth No

M-203

WEBSITE

Company Profile
Starting with Daedeok Electric in 1988, and established as The One Eco Power tech in 2016, it is a company capable of turn-key
business from designing, manufacturing, constructing, installing, and commissioning automation equipment, switchboards, electrical
works, instrumentation craftsmen, etc. to the present, every year. It's a growing company.

Product Profile
It collects and converts electric field energy leaking around electrical equipment to produce electricity, and uses it as a power source
for the transmitter. The transmitter transmits whether electricity is flowing to the receiver by wireless communication, and the result
is displayed on an external monitor. Based on the power charged through energy harvesting, even if a sudden power outage occurs,
the energization notification monitor will continue to operate for 1 minute, allowing the operator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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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델타이에스
대 표 자

원영수

전

070-8255-600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0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가산동)
070-8622-6636

www.deltaes.co.kr

회사 소개

저희 ㈜ Delta ES는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체에 CAE/CFD 기술 적용 20년 이상의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D/CAE/CFD 분야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높은 기술 수준과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고객 분들에게 최적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품질 만족과 함께
국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품 소개

FloTHERM, FloTHERM XT: 전기/전자 분야 냉각해석 전용 프로그램

FloEFD: 3D CAD에 내장되어 빠르고, 쉽게 높은 정밀도의 CFD 해석결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FloVENT: 공조, 건물, 데이터 센터 등의 기류, 에너지, 화재 연층 등 전용 해석 프로그램
Flowmaster: 1D 고급 열 유동 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T3Ster: JEDEC STD에 의한 반도체 칩 등의 열 저항, 정션온도 측정 시스템.
TeraLED: JEDEC STD 에 의한 LED 열 및 광학 에너지 동시 측정 시스템
DynTIM: ASTM 5470 열 물성치 측정 시스템

Delta ES Co., Ltd.
PEPRESENTATIVE

Won, Youngsoo.

TEL.

070-8255-6001

FAX.

070-8622-6636

WEBSITE

www.deltaes.co.kr

Booth No

F-308

Company Profile
Delta ES Co., Ltd. is a leader of engineering solution companies that was composed entirely of plentiful CAE/CFD experienced
engineers in variety industries. We will offer the very best engineering solutions and consulting services in CAE/CFD. With our
expertise in in-depth CAE/CFD engineering analysis technology, experience-gained know-how and integrated solution setup
capabilities, we are happy to present optimized technology services to our customers. We are focusing about the following major
industries;
1.Heavy Ind./ marine / chemical / chemical plant / aerospace
2.Semi-con/ display / mobile devices / consumer electronics
3.Automotive
4.Civil/ plant / construction & engineering / energy / power plant / environment

Product Profile
FloTHERM, XT:, electric/electronics cooling analysis S/W.
FloEFD, concurrent CFD S/W for design engineers.
FloVENT, HVAC simulation S/W.
Flowmaster, 1D advanced thermo-fluid system simulation S/W
T3Ster: Measurement of Rth, Junction Temperrature by JEDEC standard
DynTIM: ASTM 5470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Power Tester 1500A : power cycling tester

Power Tester 1500A JEDEC STD IGBT 등의 고전력 반도체 칩 열 저항 및 정션 온도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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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일코리아
대 표 자

윤석원

전

02-514-350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308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1210호(가산동, 리더스타워)
02-514-3504

www.dokor.com

회사 소개

㈜도일코리아는 고주파노이즈 · 써지 흡수기와 하모닉스필터 보호기를 수입 및 제조하여 공급할 뿐만아니라 전원품질측정, 분석, 진
단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전원설비의 안정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

은 600V 이하의 수배전반, 분전반, 기계장치 전원부에 병렬로 설치하여 과도써지 및 노이즈를 흡수, 열로 방산하여 오염된 정현파의
상간 불균형을 복원 및 개선 합니다. 또한 지중선에 연결하지 않고 비접지 방식으로 전기기기의 오동작, 써지피해 등의 전원품질 문

제를 해결합니다. 1986년 설립 이후 베릴륨동합금, 전기도금용액 및 기자재, 전기퓨즈, 분말자성코아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35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여러분께 큰 믿음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고조파필터보호 및 유해고주파제거장치(HFP)
2. 전원노이즈 써지 흡수기(EP)
3. 전력품질분석기(PQA)

4. 전력품질측정 서비스(PQM)

5. 분말자성코아, 전기도금기자재, 베릴륨동합금

DOYLEKOREA, LTD.
PEPRESENTATIVE

Seokwon Yoon

TEL.

02-514-3501

FAX.

02-514-3504

WEBSITE

www.dokor.com

Booth No

N-308

Company Profile
Doyle Korea Co., Ltd. not only supplys high frequency noise · surge absorbers and harmonics filter protectors but also contributes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power facilities by providing technical advice and solutions through power quality measurement,
analysis and diagnosis. Our products are absorbing excessive surges and noise and dissipating them as heat to restore and improve
the phase imbalance of contaminated sine waves. Also, it solves power quality problems such as malfunction of electrical equipment
and surge damage through a non-grounding metho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6, we have been supplying beryllium copper alloys, electroplating solutions and equipments, electric
fuses and magnetic powder cores, and we are doing our best to give customers great trust and satisfaction with our accumulated
experience and expertise for 35 years.

Product Profile
1. Harmonics Filter Protector
2. High Frequency Noise · Surge Absorber
3. Power Quality Analyzer
4. Power Quality Measurement Service
5. Magnetic Powder Cores, etc.

6. 스터드용접기, 실리콘자기융착보수테이프, 본드점착화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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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인엔지니어링
대 표 자

김경희

전

054-774-488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 52
054-774-4881

dongineng.com

회사 소개

(주)동인엔지니어링은 1987년 설립하여 건축설비, 플랜트 설비 및 월성 원자력본부의 협력사로서 전문건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출발하여 도장공사 및 신제품 단열재 제조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당사는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 지속적인 연구 개발, 품질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단열,

보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형 신제품을 개발해 지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친환경

- RAPID는 모듈형 착탈식 배관 보온단열재로 한번 설치된 보온단열재는 반영구적으로 재사용 가능
- RAPID는 수차례의 배관 정비 및 검사 시 폐기물 0%
고강도+경량화

- 독자적 AL-Profile의 압착결합공법이 적용된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강도의 금속마감커버
- 장기간 반복적인 탈부착에도 변형 없는 우수한 내구성
- 보온단열재의 경량화로 설비에 대한 하중 부담 감소
정밀성+단열성

- 엄격한 공정 검사를 통해 금속커버 결합부위의 이물질 유입과 열손실 최소화 (mm 단위의 오차 관리)
- 커넥터 기술에 의한 배관의 열팽창에 능동적 대응

- 보온단열재 충진기술과 틈새 특수 공법 적용으로 열저항의 증가에 의한 단열효과 증대
심미성

- 불소수지 도장을 적용한 뛰어난 내구성

- 우수한 도장 발색과 다양한 컬러 적용으로 산업 현장의 분위기 전환
- 배관 종류에 따른 직관적 색상 적용으로 암묵적 커뮤니케이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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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in Engineering Co., Ltd.
PEPRESENTATIVE

Kim, Kyung Hee

TEL.

054-774-4880

FAX.

054-774-4881

WEBSITE

dongineng.com

Booth No

G-102

Company Profile
Dongin Engineering Co., Ltd. was established in 1987 and has continued to grow as a partner of construction facilities, plant facilities,
and Wolseong Nuclear Power Headquarters, starting as a professional construction and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business.
In order to grow into a more trusted company, we focus on customer satisfaction,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quality
management. In particular, we are actively trying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by developing new
energy-saving products through cons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by focusing our capabilities on insulation and thermal insulation.

Product Profile
Environment-Friendly
-The re-use of insulation installed once as the modular removable insulation of piping system is possible permanently in terms of
RAPID
-RAPID has 0% of wastes at time of several piping maintenance and inspection
High Strength & Weigh lightening
-The metal jacket that the compression combining method of construction of independent Aluminum profile has been applied with
the light and excellent strength
-The reduction of load stress for the facility with the weight lightening of insulation
Enhanced insulation performance
-The minimization of inflow of foreign substance between gap of product parts and heat loss through the strict process inspection of
metal cover combination
-The active coping with the thermal expansion of piping by the connector technology
Aesthetic Impression
-Excellent durability applying PVDF(Poly Vinylidene Difluoride) coating
-The role of implicit communic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intuitive color in accordance with the kind of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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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전기
대 표 자

이종협

전

052-254-553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20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공암길 19
052-254-5115

www.djelec.co.kr

회사 소개

(주) 동진전기는 1971년 설립하여 STARTER MOTOR, ALTERNATOR, GENERATOR, GCU, CONTROLLER, DC MOTOR

,BLOWER, ACB 부품, VCB 부품, GIS 부품 등을 개발 제조하고 국내 및 베트남 사업장에서 회사의 기업 가치와 고객 만족을 위하여
임직원이 일치단결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스타터 모터, 알터네이터, 발전기, 발전기 조정기, 조절기, DC 모터, 블로워, 기중차단기 부품, 진공차단기 부품, 가스절연 개폐장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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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JIN Electric & Machinery Co., Ltd
PEPRESENTATIVE

JONG HEUB, LEE

TEL.

052-254-5533

FAX.

052-254-5115

WEBSITE

www.djelec.co.kr

Booth No

H-207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1971, Dongjin Electric Co., Ltd. develops and manufactures STARTER MOTOR, ALTERNATOR, GENERATOR, GCU,
CONTROLLER, DC MOTOR, and BLOWER, ACB Parts, VCB Parts , GIS Parts. In addition, we are growing into a small but strong
company in which our employees are united for corporate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at our domestic and Vietnamese business
sites.

Product Profile
STARTER MOTOR, ALTERNATOR, GENERATOR, GCU, CONTROLLER, DC MOTOR, and BLOWER, ACB Parts, VCB Parts , GIS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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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엔지니어링
대 표 자

이상준

전

02-830-145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20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가산동)
02-858-0269

www.dhpl.co.kr

회사 소개

당사는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설비 판넬에 들어가는 자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희엔지니어링은 산업현장의 안전성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LED 판넬 직부등, 테스트 터미널, 활선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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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EE ENGINEERING
PEPRESENTATIVE

Lee sang jun

TEL.

02-830-1452

FAX.

02-858-0269

WEBSITE

www.dhpl.co.kr

Booth No

H-208

Company Profile
Our company manufactures and sells materials for power equipment panels based on technology accumulated for 30 years.

Product Profile
LED PANEL LIGHT, TEST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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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전기
대 표 자

손정옥

전

051-996-041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80-3 (장림동)
051-996-0418

http://dselectric.co.kr/

회사 소개

DS전기는 각종 전기 기계를 연구·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자접촉기, 차단기, 계전기, 개폐기, 타이머 등 전기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증 취득은 물론이며, 대외·내 안전 기준에 맞춰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수하여 사용시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전자접촉기는 전기 회로에 사용하는 개폐기의 하나로, 전자석을 동작시켜 개폐하며 주로 자동 제어 회로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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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Electric

Booth No

F-302

PEPRESENTATIVE

JungOck Son

TEL.

051-996-0411

FAX.

051-996-0418

WEBSITE

http://dselectric.co.kr/

Company Profile
DS Electric is a company that researches and produces various electric machines. Electronic contactors, breakers, relays, switches,
timers, etc.
We are developing and producing products related to electricity.
In addition to obtaining various certifications, it met external and internal safety standards thoroughly and meticulously.
We produce only safe products when inspected and used.
We will continue to repay you with the world's highest quality products.

Product Profile
An electronic contactor is one of the switches used in an electrical circuit.
The electromagnet is operated to open and close and is mainly used for automatic control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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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시스(주)
대 표 자

최정란

전

031-987-877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3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삭시갈마로 160
031-996-5564

www.deesys.com

회사 소개

1979년 창사 이래 전력보호용계전기 제조의 외길을 걸어온 디이시스는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전기기자재 종
합브랜드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첨단

Digital 계전기 개발의 성과를 이루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의지로써 디이시스의 제2의 역사를 만들고
자 합니다. 우리 디이시스는 변화와 재도약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다짐과 강한 의지로 세계를 품 안에 담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의 미
래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품 소개

디지털 전력품질 종합 분석장치는 고조파 및 전력 불균형 문제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측정, 정량화하여 Monitoring 하므로 사용자

가 직관적으로 시스템내에서 에너지 손실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으며, 전력품질
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료를 제공 합니다. 또한 전력품질 규격(IEC 61000-4-30 class A) 에 맞추어 Sag,
Swell, Interruption,Transient, Harmonics(1~63조파), Flicker파형을 저장하며, ITIC Curve를 탑재하여 직관적으로 전력품질분
석Data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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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SYS CO., LTD
PEPRESENTATIVE

CHOI JUNG RAN

TEL.

031-987-8771

FAX.

031-996-5564

WEBSITE

www.deesys.com

Booth No

G-300

Company Profile
DEESYS, having devoted itself to the production of Power Protective Relay since its inauguration in 1979, has grown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and has paved the way for a total brand for electric equipment with commitment
and self-confidence that we contribute to the growth of national industry. DEESYS has achieved the development of a highly advanced
Digital Relay based on the long-time accumula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on the basis of which it will make another history of
DEESYS with new vision and purpose with you. DEESYS will give a new leap with you for the future of the first class global company
that embraces the world with new pledge and strong purpose at the starting point of change and retrial.

Product Profile
Digital power quality comprehensive analysis device measures, quantifies, and monitors energy loss due to harmonics and power
imbalance problems, so that users can intuitively find the cause of energy loss in the system and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power quality. It provides functions and data necessary to improve and maintain the reliability of power quality. In addition, it stores
Sag, Swell, Interruption, Transient, Harmonics (1~63 harmonics), and Flicker waveforms in accordance with the power quality
standard (IEC 61000-4-30 class A).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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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지오시스템즈코리아
대 표 자

최영구

전

02565525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삼성동)
025989686

https://hexagon.com/

Booth No

N-102

Leica Geosystems Korea (part of Hexagon)
PEPRESENTATIVE

Choi Young-Gu

TEL.

025655251

FAX.

025989686

WEBSITE

https://hexagon.com/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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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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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컴퍼니주식회사
대 표 자

정성대

전

031-892-00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상대원동)
031-696-5040

https://www.resetsnow.com/

회사 소개

리셋컴퍼니(주)는 무인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제조업체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유지 보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수출유망기업이자 우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리셋컴퍼니㈜의 주력 제품은 태양광패널 무인청소로봇입니다. 자동차 와이퍼처럼 태양광패널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세척을 통하여 누적 발전량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조류분비물, 눈까지 오염물질을 회전브러시로 세척합니다. 세
정제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식 세척을 통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제품이 작동됩니다.

116

RESET COMPANY CO.,LTD.
PEPRESENTATIVE

JEONG SEONGDAE

TEL.

031-892-0014

FAX.

031-696-5040

WEBSITE

https://www.resetsnow.com/

Booth No

G-100

Company Profile
Reset Company Co., Ltd. is a manufacturer of unmanned solar panel cleaning robots. Maintenance of solar panels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necessity. This is because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can be increased by cleaning the solar panel.
In the proces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promising export company and an excellent venture company and is growing steadily.

Product Profile
Reset Company's main product is a solar panel unmanned cleaning robot. It removes contaminants from the surface of solar panels
like a car wiper. It is a product that increases the accumulated power generation through washing. Contaminants from yellow dust,
fine dust, algae secretions, and even eyes are cleaned with a rotating brush. It prevents soil contamination through dry cleaning
without the use of detergents or water, and the product operates with minimal maintenanc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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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아이티
대 표 자

고영현

전

031-789-4119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1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7 (삼평동)
031-789-2112

www.midascad.com

회사 소개

마이다스아이티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엔지니어링 솔루션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구조해석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마이다스캐드는 엔지니어링 솔루션 분야 1위 기업 마이다스아이티가 자체 개발한 캐드프로그램입니다.

전기분야 특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기분야에서 사용 시 도면 작성 시간 절감과 도면의 정확도 향상에 효과적인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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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it

Booth No

E-106

PEPRESENTATIVE

go yeong hyun

TEL.

031-789-4119

FAX.

031-789-2112

WEBSITE

www.midascad.com

Company Profile
midas IT is software developer and the world's No. 1 company in engineering solutions.
It is the largest company in structural analysis and engineering solution programs.

Product Profile
midas CAD is a CAD program developed by midas IT, the No. 1 company in the field of engineering solutions.
It is a CAD program that is effective in reducing drawing time and improving drawing accuracy when used in the electrical field as it
has a specialized function in the electr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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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센트론(주)
대 표 자

김진국

전

031-731-941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1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상대원동)
031-731-9417

www.mekasentron.com

회사 소개

미국FM에서 인증받은 수소화재겸용 불꽃감지기를 보유한 메카센트론(주)은 18년 역사의 불꽃감지기 전문회사입니다. 대표인 김

진국 연소공학박사는 2003년 회사를 설립하여 불꽃감지기의 국산화를 이끈 장본인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
계적으로 수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메카의 세계 유명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은 미국FM인증과 중국CCC를 비롯, NEPSI, IECEx,
ATEX 및 EAC 인증과 함께 전세계 20여개국의 산업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품 소개

UX150 모델은 미국FM 인증을 받은 수소화재도 감지하는 불꽃감지기로서 국내형식승인까지 득한 스마트한 제품이며,

감지거리 15m로서 수소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이나 장비 및 수소충전시설이 있는 장소등 다양한 특수현장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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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ASENTRON Inc.
PEPRESENTATIVE

Jinkuk Kim

TEL.

031-731-9418

FAX.

031-731-9417

WEBSITE

www.mekasentron.com

Booth No

I-102

Company Profile
FM approved H2 flame detectors manufacturer, Mekasentron Inc is the first company in Korea to localize the production of flame
detectors. We have exports to over 20 countries of the world with various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s like FM, CCC certification, as
well as NEPSI, IECEX, ATEX and EAC.

Product Profile
FM approved UX150 FM H2 can also detects hydrogen fires. This function is approved from FM and also have a Korea domestic type
of approvals. It can detects 15m far @ hydrogen fire.
Model UX300 and DX500 both are 1st product detects 30m far at Hydrogen flame in Korea.
Usually installs in industrial sites that use hydrogen and hydrogen charging faciliti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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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테크
대 표 자

박희천

전

051941582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Booth No

E-206

E-206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2로24번길 47 (구랑동)
0517155822

회사 소개

행복한 경영, 즉각적 실행, 사회 공헌이란 핵심가치관과 친환경 사업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명으로 설립된 강소기업

(주)미래테크는 소형풍력발전기, 하이브리드가로등, 태양광가로등, 무정전 활선 절연보강 클리닝DS55를 제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
너지전문기업으로 대표상품은 하이브리드 가로등입니다. 하이브리드가로등은 특허등록, 우수발명품인증,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를 획득하고, 우수제품지정을 받는 등 기술력과 녹색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그린뉴딜, 탄소중립, ESG경영 실천에 적합한 친환경 제
품입니다.

제품 소개

㈜미래테크의 대표상품인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루프형 풍력발전기 500W와 태양광 390W
를 조합하여 생산된 전력을 타워 내 설치된 배터리에 저장하여, 야간에 LED 등기구를 가동

하는 시스템으로, 디자인이 우수하고 조형미가 있어서 도심이나 공원, 강변 등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로등입니다. 루프형 풍력발전기는 풍력발전기의 문제점
이었던 소음을 3차원 곡면으로 제작한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저소음을 실현하였으며, 3중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태풍에도 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조형미가 우수

하여 관광효과도 극대화 시킨 제품입니다. 현재 특허,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우수제품지
정받은 현재 그린뉴딜, 탄소중립, ESG경영 실천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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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RESENTATIVE
TEL.

0519415821

FAX.

0517155822

WEBSITE

Company Profile
MIRAE TECH CO., LTD established under the mission of enriching human life with core values of happy management, immediate
implement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Mirae Tech is an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company that produces small wind turbines,
hybrid streets, solar lights, uninterruptible live insulation cleaning DS55. It is an eco-friendly small company recognized as a green
specialty company in 2021

Product Profile
The hybrid streetlight, a representative product of Mirae Tech Co., Ltd., is an eco-friendly hybrid
streetlight that works well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city, park and riverside
because it has excellent design and features LED registration at night. Loop-type wind turbines use
blades that produce three-dimensional curved surfaces to achieve low noise, which was a problem
with wind turbines, and are strongly designed for typhoons, including triple safety devices. Also, the
shape of the wind power generator is excellent, which maximizes the effect of tourism. It is an ecofriendly product suitable for the practice of Green New Deal, Carbon Neutral and ESG management
that has been designated as a patent,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environmental mark, and
excellen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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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써클코리아(주)
대 표 자

위경선, 베렌스 울리히

전

055-328-227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Booth No

E-108

E-108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86-36
055-331-2273

www.bio-circle.co.kr

회사 소개

바이오써클코리아㈜는 산업용 세척기 및 세척제로 구성된 친환경 세척시스템을 공급하는 바이오세척 전문기업입니다. 세척, 방청,
윤활 그리고 각종 세척기와 같은 바이오써클 프리미엄 제품이 전세계에 걸쳐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계부품 및 공구 세척, 열교환기
및 배관 스케일 제거 그리고 방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소개

산업용 세척기

생산팀 : 브러쉬를 이용한 수동(手動)세척기 및 스프레이 자동세척기 보유
공무팀 : 설비 오버홀 시 떡진 탄화물을 제거하는 80BAR 고압분사 세척기
친환경 미생물 세척제

PEPRESENTATIVE
TEL.

055-328-2272

FAX.

055-331-2273

WEBSITE

www.bio-circle.co.kr

Company Profile
BIO-CIRCLE KOREA is the provider that expert of cleaning industry with our part washer and micro-organism cleaner. The Bio-Circle
premium products offer customized solutions for Cleaning, Protecting, Lubricating and Cleaning Systems in the worldwide. The
Cleaning Systems are optimally suited for use in parts or tools and the cleaning of pipes, heat exchangers and protection.

Product Profile
Industrial Parts washing systems offer like
Manual cleaning, Dipping bath, Ultrasonic, 80bar spay machine, Automatic washing machine…
We are the specialist with water-based cleaning agent which has Non harzardous to human, VOC-Free or reduced, NSF Certificate,
No labelling under CLP Regulations as well powerful cleaning power.

오염된 세척제를 교환, 폐기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신개념의 미생물이 함유된 친환경 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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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벡스
대 표 자

이기선

전

026274055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2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가산동)
0262940554

www.becscorp.co.kr

회사 소개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성 및 정보 수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측 분야에서, 다년간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센서 계측 시스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고속정밀 측정 모듈과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하기 위한 유/무선 통신장비 및 모니터링
-강점 : 저전력 센서 측정 모듈 개발
2)케이블/네트워크 계측 시스템

Booth No

H-206

PEPRESENTATIVE

Kyson Lee

TEL.

0262740554

FAX.

0262940554

WEBSITE

www.becscorp.co.kr

Company Profile

1. 회사 개요

시스템 개발.

BECS Inc.

-특징 : IoT(internet of things) 최적화

-적용 : 산업용 장비, 국공립 대학 연구소 연구장비

We, BECS Inc, have been doing support the best solution to the individual site for industrial where need reliable test & measur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we has been doing our best for better quality and the best solution to our customers.
We mainly do the business as follow :
1. Cable / network measurement system
2. Sensor measurement system
3. R&D for OEM/ODM

-이더넷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계측장비 및 시스템 개발. 통신케이블 (LAN 케이블, 동축 케이블)의 물리적 결함 측정 장비 개발.
국내 유일 케이블 고장점 측정기 개발.

-강점 : 통신 시장의 성장과 발맞춘 각종 네트워크 친화적 제품
-적용 : 네트워크 인프라용 장비, 각종 계측 소요 산업 등

-특징 : 순수 국내 개발 및 생산

3)연구 개발/용역

-다년간의 계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 및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지원 서비스인 BOP
[BECS ODM PROJECT] 사업

-강점 :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적용 : 전기/전자 제품, 계측 시스템 내장 분야 등

-특징 : 국내 독보적인 H/W 계측 및 Embedded S/W 시스템 결합 서비스

제품 소개

케이블에 물리적인 결함이나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원격으로 케이블 고장 지점과 고장 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장비로써, 국내 유일 자체 개발 및 제작 제품입니
다. 주로 항공기나 자동차 등의 하네스 케이블 진단부
터,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활용되는 전력선, 통신선 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케이블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관
리에 적합한 산업용 계측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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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If a problem occurs while using a cable, it is often installed in a
non-visible place, so it is difficult to find a problem point, and as
a result, the time and economic losses continue to accumulate.
It is a high end measuring instrument that can easily identify the
problem of such a cable and check the status of the problem and
where the fault is located.
It is a pulse domain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with a
much simpler yet higher accuracy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We, BECS Inc. are only player for this TDR product in Korea as a
sole R&D manufacturer.
Application : Communication, Automobiles, Aviation, Military, and
Smart factories that mainly use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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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베스텍
대 표 자

여종수

전

02-830-192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10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구로동)
02-830-1924

www.tvss.co.kr

회사 소개

저압서지보호장치(SPD) 전문 업체로서 자체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 국내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996년 전문 개발 및 판
매 회사로 “Best Guard’ 상표을 시장에 알리며,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국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 1996년 ~ 2021년 현재 까지 25년간 단일 품목 1000가지 이상 SPD 개발
2. 100% 국내 생산 및 수출 및 자체 기술 개발

3. KS(표준), KC(안전), UL(미국), CE(유럽), S마크(산업안전)

제품 소개

전원용 SPD, 통신용 SPD, 신호용 SPD, 데이터 용 SPD, LAN 용 SPD

128

North Star Bestech Co.,
PEPRESENTATIVE

jong su, Yeo

TEL.

02-830-1921

FAX.

02-830-1924

WEBSITE

www.tvss.co.kr

Booth No

J-104

Company Profile
As a professional low voltage surge protection device (SPD) company, we develop our own technology, produce domestically, and
supply products. In 1996, as a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ales company, we introduced the “Best Guard” brand to the market,
and are expanding th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with quality and reasonable price products.
1. Developed more than 1000 SPDs in 23 years from 1996 to 2021
2. 100%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 and self-developed technology
3. KS / KC / S mark(korea), UL (USA), CE (Europe)

Product Profile
SPD for Power, SPD for Communication, SPD for Signal, SPD for Data, SPD for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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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케이
대 표 자

구자겸, 전인기

전

02-6230-722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6-23 (수서동)
02-6230-7299

http://www.vpkcorp.com/_plm/

회사 소개

PLM Solution(이하 PLM)을 통해 제품의 정의 및 기획단계, 설계를 거쳐 유지보수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시키고 있습
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곧 회사의 경쟁력인 것을 감안한다면, PLM은 회사의 확장, 도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프로그램입
니다

제품 소개

구조, 유동, 전자, 복합재, 충돌, 내구, 피로, 최적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산업군에서 폭넓게 지원하며, 간단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강력하고 완벽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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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K

Booth No

K-105

PEPRESENTATIVE

Koo Jagyeom, Jeon Ingi

TEL.

02-6230-7225

FAX.

02-6230-7299

WEBSITE

http://www.vpkcorp.com/_plm/

Company Profile
Through PLM Sol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M), we are computerizing all processes from product definition and planning,
design to maintenance. Considering that work efficiency and promptness are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PLM is an essential
program for company expansion and leap forward.

Product Profile
It is a finite element analysis software that can perform various analyzes such as structural, flow, electronic, composite, collision,
durability, fatigue, and optimization.
It is a powerful and complete software that is widely supported by all industries and can handle from simple to complex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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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에프테크놀로지(주)
대 표 자

서호준

전

042-939-908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0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70-10 (용산동)
042-862-8828

www.bnftech.com

회사 소개

BNF테크놀로지는 프로세스 플랜트 분야의 운영과 관리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 이후, 플랜

트의 신뢰성을 높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전정보시스템과 예지보전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HanPrism은 방대한 양의 실시간 및 과거 플랜트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저장,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고성능 데이터 히스

토리안(RTDB)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들이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의 협업
을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예지보전솔루션 HanPHI는 플랜트의 센서이상, 잠재적인 기기이상, 운영상의 잘못된 프로세스로부터
비롯되는 이상상태를 사전에 경고하는 솔루션입니다. 플랜트 운영과 설비의 미세한 이상징후도 사전에 확인하여 충분한 조치 시간을 확보하여 최적의 유

지보수를실현하고, 설비 및 플랜트 전체 건강상태지수를 통해 직관적으로 플랜트 건전성을 감시하여 플랜트의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09
년 인도지사 설립으로 시작한 해외진출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점으로 중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미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어져 꾸준히

BNF Technology Inc
PEPRESENTATIVE

Hojoon Seo

TEL.

042-939-9082

FAX.

042-862-8828

WEBSITE

www.bnftech.com

Booth No

F-204

Company Profile
BNF Technology provides a software solution that helps you leverage the potential of your data. For over 20 years, we have developed
specialized HMI solutions for the nuclear power industry. With authentic technology and years of experience, we develop and supply
software to control, monitor real time status, abnormalities or performance of plant machines and processes. Our core technology is
data learning and machine learning based on data management and pattern recognition that process even a few million signals per
second.
BNF Technology is delivering technologies and products to our customers, partners and the global market to achieve excellent plant
operation and customers' goals.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법인 HanAra Software를 설립하여 북미지역의 사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NF테크놀로지는 고객의 가치창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공하여 플랜트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제품 소개

HanPirsm (빅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HanPrism은 방대한 양의 실시간 및 과거 플랜트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저장, 분석하여 DCS의 왜곡없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고

성능 운전정보시스템입니다. 국제 표준 프로토콜 OPC UA/DA를 지원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특정 밴더사의 자동화시스템(DCS,PLC,SCADA) 및 MES,ERP
등과 같은 상위 시스템과 폭넓게 통신하여 전 공정 실시간 현황 및 설비 유지 관리 및 품질에 대한 고차원적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HanPHI(예지보전 솔루션)

HanPH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여 치명적인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상 데이터 패턴을 사전에 발견하는 고장 예측 분석 솔루션입니다. 과

거 정상 상태를 학습한 경험 모델과 실시간 데이터 패턴의 차이가 발견되는 이를 이상상태로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경보를 울려 사전 경고합
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고장 징후나 잠재고장을 사전에 경고하여 플랜트의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정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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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HanPrism, a high-performing plant information system, displays DCS data without distortion. It quickly and accurately collects,
stores, and analyzes vast amounts of real-time and historical plant operation data. It allows you to access plant data anytime and
anywhere and provides visualization tools for analysis. With HanPrism, you collaborate on an enterprise-wide level to make strategic
decisions with the right information at the right time.
HanPHI, a predictive analytics solution, warns you of potential failures that can develop into catastrophic failures by comparing realtime data with expected data. Empirical learning models calculate expected values based on past normal plant operation data and
correlated equipment data.HanPHI provides condition-based early warnings to prevent potential failures by analyzing plant sensor
abnormalities, equipment issues, and abnormal operation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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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에이에너지
대 표 자

강태영

전

062-571-306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2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2 (연제동)
031-784-8857

http://baenergy.co.kr

회사 소개

비에이에너지는 소재 및 열에너지 관리 ICT 기술이 적용된 ESS안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개발‧납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안전과 글로벌 ESG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품 소개

ESS 안전 관리를 위해 최적화된 공간 관리 솔루션으로 개발되었으며, 단열 시스템과 공조, 소방 시스템, 내부 불연 시스템으로 화재

에 대한 사전, 사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SMS는 안전 상태 및 트렌드를 쉽게 파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안전관
리, 데이터 관리 등을 HMI/APP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에이에너지는 이외 배터리 안전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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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energy Co., Ltd.
PEPRESENTATIVE

Kang Tae-young

TEL.

062-571-3065

FAX.

031-784-8857

WEBSITE

http://baenergy.co.kr

Booth No

J-205

Company Profile
BA Energy Co., Ltd. develops and delivers various safety management solutions based on the ESS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d with material and thermal energy management ICT technology. Through this, we want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energy
industry and global ESG carbon neutrality.

Product Profile
Developed as space management solution for ESS safety management. Enable pre- and post-response to fires.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can Real-time reports, Data management, etc. can be managed conveniently. Also continues research for various
energy safety management such as battery safety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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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비젼테크
대 표 자

김채원

전

051-529-700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304

부산 금정구 개좌로 263 비젼테크
051-803-8817

www.v-t.co.kr

회사 소개

㈜비젼테크는 새로운 빛, LED조명을 위한 친환경 녹색전문기업으로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을 생산하고있습니다. 2009년 2월 설립이래 NET, NEP, EPC, 녹색인증, 환경인증, 우수조달인증 등 20여개의 최우수 인증 등을 모
두 획득하였으며, 약 7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보유한 신기술 전문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비전테크의 LED 조명기기는 누수, 습기 등으로 인해 제품이 물에 노출되어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인 ‘누

설 전류 제한 기술’이 적용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라파이트 페이퍼 방열재를 적용하여 방열 성능 및 경량화가 우수한 제
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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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TECH Co., Ltd.
PEPRESENTATIVE

KIM CHAE WON

TEL.

051-529-7001

FAX.

051-803-8817

WEBSITE

www.v-t.co.kr

Booth No

N-304

Company Profile
Vision Tech Co., Ltd. is an eco-friendly green company for new light and LED lighting, and produces eco-friendly, high-efficiency LED
lighting suitable for this low-carbon green growth era. Since its establishment in February 2009, it has obtained 20 best certifications
such as NET, NEP, EPC, green certification, environmental certification, and excellent procurement certification, and it specializes in
new technologies with about 70 patents.

Product Profile
Vision Tech's LED lighting device is equipped with the world's only technology that allows products to operate normally even if they
are exposed to water due to leakage, moisture, etc., to prevent electric shock accidents and to reduce heat dissipation and lightness
by applying graphite paper heat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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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이엠
대 표 자

장택수

전

02-2024-313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5길 7 (군자동)
02-3436-1900

http://vitzroem.com/

Booth No

N-400

VITZRO EM

N-400

PEPRESENTATIVE

Taek-Soo Chang

TEL.

02-2024-3134

FAX.

02-3436-1900

WEBSITE

http://vitzroem.com/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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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139

(주)비티엑스
대 표 자

배종갑

전

055-256-623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10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240번길 209-4
055-256-6230

www.btxvalve.com

회사 소개

1987년 창립이래 BTX는 최고의 밸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이겨내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세계적인 프리미엄 밸브 제조사로 인정받고 성장해왔습니다.

선박용 밸브를 시작으로 변압기 및 가스차단기용 버터플라이 밸브는 물론 HVAC용 V-PORT 볼밸브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대만,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 변압기 밸브 공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품질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발전소용 고압 및 온도 밸브를 개발했습니다. 고압 및 온도 밸브 기술이 독일에서 열린 국제 개발 박람회에서 신제품

BTX Co.,Ltd.

Booth No

F-105

PEPRESENTATIVE

Bae Jong Kab

TEL.

055-256-6231

FAX.

055-256-6230

WEBSITE

www.btxvalve.com

Company Profile
Since its inception in 1987 BTX has been committed to making of the best valves and has grown to be and recognized by its local and
international clients as a world class premium valve manufacturer after it had overcome a numerous trials and hardship. Starting
with valves for ships the Company not only developed betterfly valve for transformers and gas circuit breakers,but also V Port ball
valves for HVAC, which are exported all over the world. In Particular, the company is the leader in the supply of transformer valves to
the global markets including the USA, Russia, Taiwan and Japan, as well as in the local market with their quality well appreciated by
the clients. In 2014, We developed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valve for Power plant. All staff of BTX are committed to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incustry and the society, and shall return favor to the customers with sustainable growth and product development.

아이디어-발명 금상을 수상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현대중공업, 효성, KOC일렉트릭, LS일렉트릭, ABB, SIEMENS, ALSTOM, CG, GE 등 고객사와 함께 최고의 품질을 공급하여 발전과
성장을 통해 "공존"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BTX의 모든 임직원은 산업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제품개발로 고객에게 보답 할 것입니다.

제품 소개

고온 고압 메탈시트 볼밸브

볼밸브는 설비의 고온 고압 유체에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밸브가 완전히 열리면 유체의 경로가 직선이 되며,
압력 손실이 없습니다.

기존의 글로브 밸브 시트는 고온 고압 증기에 의해 심하게 마모되지만, BTX 볼 밸브는 마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증기배출용으로 개발된 볼밸브로 고온 고압의 유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시트와 볼- 볼과 시트재에는 인코넬 718을 사용하고 볼에 탄화텅스텐(WC 또는 CRC)을 코팅하여 내열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코팅 후 경도는 62(HCR 62) 이상이 됩니다.
2) 증기 누출 차단 기능

Product Profile
Ball valves are developed to be used fo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fluids of the facilities of the thermal power plant. If the
valve is completely opened, the path of the fluid becomes straight and there is no pressure loss.
The existing globe valve seat is severely worn by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steam containing scales. However BTX ball
valve is designed to reduce wear to minimum. As the ball valve is developed to be used for draining steam in the thermal power plant,
it can be used for other facilities which use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fluids.
1) Strong seat and ball- Inconel 718 is used for ball and seatmaterials and
tungsten carbide (WC or CRC) is coated on the ball to
enhance its heat
resistance and endurance. The hardness become 62 (HCR 62) or more after coating.
2) Steam leakage shut-off function

3) 효율 0.3% 절감시, 35.2ton/day 절감(500MW 석탄발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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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사원
대 표 자

배상철

전

02-6340-34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양평동3가)
02-6340-3409

www.samsawon.co.kr

회사 소개

㈜삼사원은 석유화학, 중공업, 중전기, 조선, 식음료 및 제약회사 들의 생산 및 공정제어를 위한 계측제어용 계기와 압력측정 및 제어
용 밸브, 중전기기용 특수 부스바, 진동/충격 흡수 장치 및 공기시동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5여개 해외 파트너

들의 신뢰 높은 대리점으로써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사원은 단순 영업 대리점이 아닌 기술 지원과 품질문제 지원
을 함께하는 기술 영업 위주의 회사이며 현장에서 고객들과 함께 신뢰를 높여가는 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주)삼사원 - SF6 가스 디지털 밀도계

독일 WIKA - SF6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가스밀도계
스위스 MGC - 부스바 시스템
독일 NKT - 케이블 접속제

독일 REMBE GmbH - 파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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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WON Inc.
PEPRESENTATIVE

Bae Sang-Cheol

TEL.

02-6340-3400

FAX.

02-6340-3409

WEBSITE

www.samsawon.co.kr

Booth No

J-108

Company Profile
Samsawon Inc. was founded in April 1986. Since the established, Samsawon supply Pressure Gauge, Thermometer, Gas Density
Monitor, Rupture Disc, Duresca Busbar as overseas manufacturers’ agent to most of valuable customers in Korea, which are related
in Heavy industry, Shipbuilding, Electric industry, Chemical industry.
Samsawon has been growing up continuously with overseas partners in Korean market with good reputation & reliable support.

Product Profile
SAMSAWON - SF6-Gas Density Indicating Transmitter
WIKA - SF6 Gas Density Monitor, Transmitter
MGC - Duresca Busbar
NKT - Cable Connectors
REMBE GmbH - Bursting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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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영필텍
대 표 자

이경희

전

02-837-533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453번길 86 (삼정동)
02-863-8898

www.cleanoil.co.kr

Booth No

E-306

SAMYOUNG FIL-TECH., LTD.
PEPRESENTATIVE

LEE KYOUNG HEE

TEL.

02-837-5333

FAX.

02-863-8898

WEBSITE

www.cleanoil.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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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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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기술(주)
대 표 자

이은학

전

022632986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30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청천동)
0226329868

www.samintec.co.kr

회사 소개

삼인기술(주)는 2002년 설립되어 계장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국내외 발전소 및 석유 화학 플랜트 등 전 산업분야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임직원은 축적된 기술력과 다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
적기에 공급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 지시계

- 전력용 변환기
- 신호 변환기
- 경보장치
- 피뢰기

- 전원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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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n technology

Booth No

M-308

PEPRESENTATIVE
TEL.

0226329867

FAX.

0226329868

WEBSITE

www.samintec.co.kr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2002, we specialize in manufacturing instrumentation equipment and supply it to all industries including domestic and
overseas power plants and petrochemical plants. Our executives and staff will supply the high-quality products that our customers
need at the most competitive price and at the optimal time with accumula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accumulated over many
years.

Product Profile
- Digital Indicator
- Power Transducer
- Signal Converter
- Annunciator
- Arrester
- Toggle Switch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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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강이엔씨
대 표 자

윤덕칠

전

031-949-801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100

경기도 파주시 천정구로 152-184 (교하동)
031-949-8018

https://skang.co.kr

회사 소개

(주)서강이엔씨는 항상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만을 연구,개발(R&D)하는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한발 앞서 가는 혁신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은 방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다량의 정보수용을 위한 기기의 확충과 변경에 따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관로 구성 역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성, 안정성, 사용상의 편리성 또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사무, 상업,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기존 철재류 DUCT의 단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경량화, 초고강도를 유지하고
변형, 변질되지 않으며 용이한 시공성과 우월한 경제성으로 어느 곳에나 적응성이 확보되고 인증된 우수한 품질의 Universal Duct
를 개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전선이나 케이블 없이 조명기구와 전열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BUS WAY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량이며 접지를
포함한 2회로로 KSC-IEC-60439를 통과했으며 조명기구를 포함하여 원터치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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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ANG ENGINEERING CO.,LTD.
PEPRESENTATIVE

Duck Chil, Youn

TEL.

031-949-8016

FAX.

031-949-8018

WEBSITE

https://skang.co.kr

Booth No

I-100

Company Profile
SEOKANG ENGINEERING CO.,LTD. is a venture company/Innobiz company that always researches and develops (R&D) only products
that customers need.
We are striving to become an innovative company that is one step ahead in response to the times.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requires that vast amounts of information be processed quickly and accurately, so there is an urgent
need for new technologies, new methods, and new products.
The role of conduit configuration that can actively cope with the expansion and change of devices for accommodating a large amount
of changing information is being treated as important, and economic, economic, and
Stability and ease of use are also urgently required.

Product Profile
To improve and secure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iron DUCT used in office, commerc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special
materials are used to reduce weight, maintain ultra-high strength, and transform,
Developed a universal duct of excellent quality that is not deteriorated and has been approved for adaptability to any place with easy
constructability and superior economic feasibility.
have been supplied.
In 2016, BUS WAY, which can supply power to lighting fixtures and electric heat without wires or cables, was released. Lightest,
including grounding
It has passed KSC-IEC-60439 with 2 circuits and can be installed with one touch including lighting f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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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전기통신공사(주)
대 표 자

임희일

전

042-583-182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300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457 (평촌동)
042-583-1820

http://seo-kwangelec.com/

회사 소개

우리 회사는 1997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시작으로 정보통신, 소방 및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전문화된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R&D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오랜 협력회사로써 다져진 시공기술과 know-how를 바탕으로 개발한 직접/간접 활선공법 및 공기구,
신기자재 등은 현장에 적용되어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직원과 같이 꿈을 공유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써 일에 열정을 다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품 소개

1. 케이블피박기

-용도 : 22.9kV배전선로에 시설하는 AITC(Aerial Insulated Triplex Core)케이블의 외피를 피박하는 공구이다.

-종류 : 케이블 피박기는 케이블 길이 방향으로 외피를 절단하는 절개기와 케이블과 직각 방향으로 절단하는 절단기가 있으며,

규격은 AITC95㎟, AITC240㎟용이 있다.

-특징 : AITC케이블은 심선 3개를 동심원상으로 꼬아 연합하여 만들어 삼각 형태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케이블 외피를

피박하는 제품이다.
2. 풀링아이

-용도 : 관로에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케이블을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공구로써 케이블 도체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종류 : 풀링아이는 몸체, 체결부, 쐐기로 구성되며, 쐐기는 4종이 있고 케이블 도체 규격에 맞추어 교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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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wang Electrictiy Communication Co.
PEPRESENTATIVE

LIM HI IL

TEL.

042-583-1826

FAX.

042-583-1820

WEBSITE

http://seo-kwangelec.com/

Booth No

I-300

Company Profile
SeoGwang Electronic Co., was founded in 1997 as an Electronic company. After than we've expanded business line from Electric
power utilities, Fire protection equipments, and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Now we focused on the practical R&D project
through established research laboratory.
Especially, we have contributed on the construction of reliable grid connection, verification of engineers safety by using direct and
indirect methodologies of live wire construction, that of our own technologies.
In the future works, SeoGwang Electronic Co., promises that we do our best to make the better future and never stop development to
be the best company.

Product Profile
1. Peeling the cable
-Purpose: A tool for peeling the outer sheath of AITC (Aerial Insulated Triplex Core) cables installed in 22.9kV distribution lines.
-Type: The cable peeler has a cutter that cuts the outer sheath in the length direction of the cable and a cutter that cuts the cable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cable.
-Features: AITC cable is made by twisting three core wires in a concentric circle.
It is a product that peels the cable sheath, which has a triangular spiral structure.
2. Pulling Eye
-Purpose: A tool used to pull the cable to install the cable in the pipeline. It i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cable conductor.
-Type: The pulling eye consists of a body, a fastening part, and a wedge. There are 4 types of wedges, and they are used
interchangeably according to the cable conductor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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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지텍
대 표 자

이광호

전

070-7677-790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20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전민동)
0504-030-2184

www.surgetec.co.kr

회사 소개

◦피뢰기 진단장비전문 제조업체인 ㈜서지텍은 국제표준규격(IEC) 기준 피뢰기 사고인자인 저항성전류를 직접 검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 정확도 피뢰기 진단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피뢰기를 상태진단 후 불량 피뢰기는 교체하고, 정상 피뢰기는 계속 사용하는 상태진단유지보수(Condition Based
Maintenance)로, 피뢰기 돌발고장으로 인한 정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기적인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고 정확도 피뢰기 진단 원천기술로, 글로벌 시장의 혁신기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력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운전 중(활선상태)에 전압인가 없이 피뢰기 상태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단

◦피뢰기의 전체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사고인자인 저항성전류와 용량성전류를 검출하고, 또한 각각의 주파수(기본파, 각 고조파)
별로 분리검출

◦피뢰기의 열화 상태진단, 열화 원인분석, 이력(Trend)관리로 피뢰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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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tec Co., Ltd
PEPRESENTATIVE

Kwang Ho, Lee

TEL.

070-7677-7903

FAX.

0504-030-2184

WEBSITE

www.surgetec.co.kr

Booth No

H-204

Company Profile
- Surgetec Co., Ltd., a manufacturing company specializing in Metal-Oxide Surge Arresters(MOSA) diagnostic equipment, has
developed the world's leading and most precise MOSA diagnostic equipment that directly detects the resistive current to estimate the
damage of MOSA based on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standards.
- We can prevent power outages caused by sudden MOSA failure and reduce periodic MOSA replacement costs by performing
condition based maintenance, which involves the replacement of only abnormal MOSA rather than the entire system.
- As an innovative global company with the most advanced and precise MOSA diagnosis source technology, we will support
companies to provide safer, convenient, and more stable power supply.

Product Profile
- Resistive Current Analyzer (RCA2000) measures the total leakage current of MOSA and can separate the capacitive and resistive
currents.
- RCA2000 prevents power outages and reduces maintenance costs, analyzing the cause of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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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전기통신(주)
대 표 자

윤계웅, 윤성희

전

053-585-627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1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8길 121 (대천동)
053-585-6274

www.scec.co.kr

회사 소개

서창전기통신은 한국의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제공업체 중 하나이며,

서창은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고급에너지 미터와 미터링 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터링 포트폴리오에는 프리미엄 품질 미터링 제품, 고급 인프라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 미터 및 통신 장치에서 KEPCO(한국전력공사)와 다양한 종류의 미터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경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수백만 개의 서창 제품의 시험 및 테스트, 확신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초점은 맞춤형 설계, 개발 및 제조입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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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chang Electric Communication Co., Ltd
PEPRESENTATIVE

Yoon Sung-hee

TEL.

053-585-6271

FAX.

053-585-6274

WEBSITE

www.scec.co.kr

Booth No

L-101

Company Profile
SeoChang Electric Communication Co.,Ltd., is one of Korea’s smart energy solution providers,
Seochang is innovative and technically focused on designing,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advanced energy meters and
metering systems.
Our metering portfolio includes premium quality metering products, advanced infrastructure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
Over a period of over 30 years, we provide reliable partners, testing and testing of millions of insole products, and
assurance with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and supplying KEPCO (KEPCO) and various kinds of meters on industrial
meters and communication devices.
Our focus is on customized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which can provide high satisfaction with customer
needs.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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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드라이브주식회사
대 표 자

이진우

전

031463667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3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3 (호계동)
0314683311

www.seohodrive.com

회사 소개

서호드라이브는 고객 여러분에게 최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터보 블로워,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 컨베이어, 크레인, 리프트, 전기에너지회생 등의 분야에 경쟁력 있는 모터 드라이브 및 컨버터

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문화 및 적용분야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분에게 더욱 더 깊
은 감동을 드리도록 전직원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EOHO Drives, Ltd.
PEPRESENTATIVE

Lee Jin Woo

TEL.

0314636677

FAX.

0314683311

WEBSITE

www.seohodrive.com

Booth No

M-305

Company Profile
SEOHO Drives aims to be the company that provides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s to customers.
It supplies competitive motor drives and converters in areas such as turbo blowers, air compressors for fuel cells, conveyors, cranes,
lifts, and electrical energy rehabilitation, and continue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xpand its specialization and application. In
addition, all employees are constantly making efforts to impress our customers even deeper.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Thank you so much for your deep interest.
Thank you.

제품 소개

최적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능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SOHO VD 벡터 인버터

오토튜닝 기능, PID컨트롤 내장 등 편리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센서리스 및 센서드 벡터 제어로
안정된 제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SOHO VD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보호 기능과전류 보호 | 과전압 보호 | 저전압 보호 | 인버터 과열 보호 | 과부하 보호 |
영상전류 보호 | 운전 이상 보호 등

강력한 토크 제어급격한 부하변동에도 신속한 토크 응답(저속에서 고 토크 발휘)
기동 시 150% 토크 발휘

피드백 장치 없이 정확한 토크 제어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한 빠른 토크 응답 (역 감속 제어/ 정지 토크 제어)
동기 운전 제어 / 2배속 운전 제어Speed-Speed Control
Torque-Speed Control

향상된 PID 제어자체 PID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PID 컨트롤러 없이 유량, 유압,
레벨 등의 일정제어 수행

다양한 통신 프로그램Profibus, Modbus, RS485/232C, CAN 통신 지원

MMI 프로그램인 Seoho Drive Manager를 이용하여 PC에서 인버터 컨트롤(옵션) : 모니터링 기능/ Fault Trace/ Free Function Block
향상된 고장 추적 기능인버터 트립 직전 1초 동안의 전류, 전압, 주파수, 토크 등의 정보(Trace Data) 저장
Flying Start 기능회전중인 부하의 재 기동 및 순간 정전 후 재 기동에 효과적

Product Profile
SOHO VD is vector inverter as the best solution with various function and highly performance.
Auto-tuning function and built-in PID Controller make to maximize convenience for users.
Sensorless and Sensored Vector Control ensures stable control performance.
SOHO VD meets the needs of variety of customers.
Protection FunctionOver Current / Over Voltage / Low Voltage / Over Heat / Over Load /
Zero-Sequence Current / Unusual operation etc.
Powerful Torque ControlHigh torque at Low Speed
Available 150% Torque at Starting
Accuracy Torque Control with no Feedback
Faster Torque Response even though rapidly variable loads
Counter Deceleration Control
Zero Speed Control

오토튜닝간단한 조작으로 모터 정수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최적의 제어 성능 구현 (센서리스 벡터 제어, 센서드 벡터 제어)
사용전압200V / 400V / 690V / 1140V
제어방식Sensorless V/F 주파수 제어

Sensorless 벡터 속도 제어 Sensorless 토오크 제어 Sensored 벡터 속도 제어 Sensored 토오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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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MCO
대 표 자

김충호

전

031493667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20번길 53-5 (원시동)
031)493_6679
shmco.co.kr

회사 소개

"도전과 노력으로 최고가 되자"는 슬로건 어래 신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특수밸브 제작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

1) 끊임 없는 R&D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을 비롯한 2건의 국책과제와 5건의 발전사 현장연구개발를 성공하여 발전사에 납품하
고 있슴. 2)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10건의 특허와 1건의 실용신안를 등록하여 총 11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슴.
3) 모범중소기업인상(중소밴처기업부장관표창)과 R&D혁신상(과기부장관표창)을 수상함.

제품 소개

ㅇ 충격 흡수층에 의한 내구성이 향상된 밸브 트림,

1) 적용: 고온 고압유체의 가혹한 조건에 적용되는 Valve의 수명을 연장하는 제조 기술
- 충격 흡수층과 내구성에 의한 Valve Trim(고 수명 유지).

- 나노코팅에 의한 저 마찰계수로 밸브트림 유로 막힘 방지.
- 나노코팅에 의한 고경도 표면으로 밸브 운동부 고착방지.
- 충격 흡수층에 의한 TCV 저개도 운전 가능.

- 내 마모성에 의한 밀봉부 누설차단으로 계통 안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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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HEUNG MCO
PEPRESENTATIVE

Kim Chung Ho

TEL.

0314936677

FAX.

031)493_6679

WEBSITE

shmco.co.kr

Booth No

F-211

Company Profile
"Let's be the best with challenges and efforts"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customized special
valves 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under the slogan.1) Through constant R&D, two state-run task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under conditions of purchase, and five on-si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wer generation companies are
successfully delivered to power generation companies. 2) Based on the research project, 10 patents and 1 utility model are registered
and a total of 11 industrial property rights are held. 3) He won the Best Small and Medium Business Award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commendation) and the R&D Innovation Award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mendation).

Product Profile
o Valve trim with improved durability due to shock absorption layer
1) Application: Manufacturing technology that prolongs the life of Valve applicable to harsh
conditions of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fluids.
- Impact absorption layer and durability valve trim (high life expectancy)
- Prevent clogging of valve trim flow paths with low friction coefficient due to nano coating.
- Nano coating prevents the valve moving portion from adhering to the high hardness surface.
- TCV storage devices for each impact absorption layer can also be operated.
- Keep the system safe by blocking leakage of sealing parts due to wea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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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성산기업
대 표 자

권찬용

전

02-2632-323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102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244
02-2676-0086

www.sungsankor.com

회사 소개

(주)성산기업은 창립한 지 40간 쌓아온 오랜 경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랜트 산업 분야의 주요 기자재 생산/제작 및
기계설치/배관공사 사업 분야의 전문화 기업입니다.

그 동안 (주)성산기업은 전문화된 인력과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에 힘써왔으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공급하여

원자력, 화력, 수력발전소, 석유화학, LNG, 소각로, 폐열회수, 수소발생 시스템 등 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발전플랜트 및 환경플랜트, 조선해양 사업에도 참여하여 플랜트 전문업체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고 있으며, 국내 정상의
플랜트 전문업체가 되기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성산기업은 고객 중심의 경영과 무한책임을 모토로 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산업설비 : 고효율 열교환기, 폐열회수 열교환기, Inter & After Cooler, 플랜트용 Oil Cooler, 판형 (Plate type) 열교환기, DH
Heater

발전설비 : Oil Cooler, C.C.W Heat Exchanger, 압력용기, 저장탱크, FGSS(Fuel Gas Supply System)

조선해양설비 : BOG Compressor Skid, BOG Recondenser Skid, LNG Vaporizer, Gas Heater, Pressure Control Valve Skid
환경설비 : Urea-Ammonia Generating System,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설비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설비 : 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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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AN CO.,LTD.
PEPRESENTATIVE

Chan Yong Gweon

TEL.

02-2632-3237

FAX.

02-2676-0086

WEBSITE

www.sungsankor.com

Booth No

F-102

Company Profile
Seongsan Corporation Co., Ltd. is a specialized company in the production/manufacturing of major equipment in the plant industry
and machine installation/piping business based on its 40 days of experience,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Seongsan Co.,
Ltd. has been striving to develop products based on specialized manpower and specialized technology, and has been well received by
customers in plant industries such as nuclear, thermal, hydroelectric power plants, petrochemicals, LNG, incinerators, waste heat
recovery, and hydrogen generation systems.
Recently, it has also participated in power generation plants, environmental plants, and shipbuilding and marine projects to
solidify its status as a plant specialist, and has secured future growth engines to become a top plant specialist in Korea. Seongsan
Corporation Co., Ltd. will evolve into a leader in the global market under the motto of customer-centered management and unlimited
responsibility.

Product Profile
Industrial facilities: High efficiency heat exchanger, waste heat recovery heat exchanger, Inter & After Cooler, Plant Oil Cooler, Plate
type heat exchanger, DH Heater
Power generation facility: Oil Cooler, C.C.W Heat Exchanger, Pressure Container, Storage Tank, Fuel Gas Supply System (FGSS)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BOG Compressor Skid, BOG Recondenser Skid, LNG Vaporizer, Gas Heater, Pressure Control
Valve Skid
Environmental Facilities: Urea-Ammonia Generating System(Uream), Selective Catalyst Reduction (SCR)
Machinery installation and piping construction facilities: Registered companies specializing in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nd electric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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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콤프레샤
대 표 자

이호근

전

031-354-532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74
031-354-5329

http://www.sscomp21.com

Booth No

H-201

SUNG SHIN COMPRESSOR CO., Ltd.
PEPRESENTATIVE

LEE HO GEUN

TEL.

031-354-5326

FAX.

031-354-5329

WEBSITE

http://www.sscomp21.com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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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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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일에스아이엠
대 표 자

우창수

전

051-831-88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10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모라동)
051-831-5959

www.sungilsim.com

회사 소개

성일에스아이엠은 1978년 설립되어 원자력, 복합화력, 선박, 해양플랜트에 우수한 품질의 공장가공배관과 고주파벤딩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관제작 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와 고주파 벤딩 기술을 발전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가공배
관 및 고주파 벤딩기술은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배관제작 기술과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도록 KEPIC, ASME, PED, ISO 등의 품질 인증을 취득하고 내부 품질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GE Power(미국), Mitsubishi Power(일본), Nooter Eriksen(미국), Siemens(독일) 등 글로벌 EPC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해
외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여개의 BOP, HRSG, Steam Turbine Piping, Gas Turbine Piping분야의
배관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공장가공배관

공장가공배관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수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컨테이너등의
운송수단에 맞추어 사전제작된 배관 입니다.

- 재질 :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loy Steel, Duplex, Inconel, Titanium
- 생산능력 : 50,000 ton/ year

- 배관외경 : 최소 0.25”(inch) ~ 최대 130”(inch)
- 500개 이상의 용접절차서 보유
고주파 벤딩

고주파 벤딩은 원자력 발전소 및 복합화력발전소 등의 발전설비 및 해양플랜트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고주파 벤딩의 사용으로 인하여 용접개소를 감소 시켜 생산성 향상과
제작 비용의 절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 용접 개소 최대 70% 감소

- 적용재질 :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loy Steel,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생산능력 : 32,000 ton/ year
- 배관 외경 및 두께

배관 외경 : Min 1”(inch) ~ Max 80”(inch)
배관 두께 : Min 6mm ~ 130mm

- 최소 곡률반경 : 1.5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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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IL CO., LTD.(SIM)
PEPRESENTATIVE

Woo Chang Soo

TEL.

051-831-8800

FAX.

051-831-5959

WEBSITE

www.sungilsim.com

Booth No

H-103

Company Profile
SUNG IL(SIM) was founded in 1978 and has grown as a leading supplier of shop fabricated piping and induction bend for various
infrastructure sectors. SUNG IL(SIM) developed an induction bending machine by self effort in 198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ur
constant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echnology and accumulated experience over the last 40 years have led SUNG
IL(SIM) to a global leading company.
SUNG IL(SIM) has successfully completed 1,159 projects including 6 nuclear power plants (14 units), 202 thermal power plants, 510
on/off shore plants, 22 chemical-oil-gas plants.
SUNG IL(SIM) has established the best quality and HSE management system and acquired ASME NA, NPT, S, PP cert, ISO 14001,
ISO 45001, CE(DVGW), PED, CPR FPC and EN ISO 3834-2. SUNG IL(SIM) will endeavor constantly to be your reliable and credible
cooperative firm and to maintain the position of the global leading piping fabricator.

Product Profile
Shop fabricated piping
Shop fabricated piping is defined as pre-production of a piping line
segment that is considered transportable size in a professional plant.
- Material :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loy Steel, Duplex, Inconel,
Titanium
- Production Capacity : 50,000 ton/ year
- Applicable Size : Min 0.25”(inch) ~ Max 130”(inch)
- We have more than 500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Induction bending
Induction bending replaces elbow and decreases quantities of welds
and cost. SUNG IL(SIM)’s pipe bends have been used in
all system parts including safety related piping parts.
- Weld joints can be minimized up to 70%
- Material :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loy Steel,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Production Capacity : 32,000 ton/ year
- Applicable Size & Thickness
Size : Min 1”(inch) ~ Max 80”(inch)
Thickness : Min 6mm ~ 130mm
- Minimum bending radius : 1.5 DR
165

(주)성일터빈
대 표 자

우타관

전

051-951-75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45 (송정동)
051-951-7600

www.sungiltbn.com/

회사 소개

성일터빈은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화에만 전념해 왔다. 국내 많은 기

업들은 가스터빈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1)부품설계 2)진공정밀주조 3)재생정비 4)열차폐 코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회사를 운
영하고 있으나, ㈜성일터빈 처럼 부품설계, 부품제작, 진공정밀주조, 열차폐코팅, 재생정비,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등 가스터빈

관련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 현재 성일터빈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통틀어 가스터빈의 연소실 고온부품과
터빈 고온부품을 모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이다. 그리고 제품 구성

면에서도 연소실 고온부품, 터빈 고온부품, 압축기 부품 등 가스터빈 관련 모든 중요 고온 부품들을 제작/재생정비 수행 능력이 있다.
따라서 성일터빈은 전력그룹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터빈의 모든 고온부품은 성일터빈이 모두 ONE-STOP-SERVICE로 해결해 드
릴 수 있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제품 소개

성일터빈은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화에만 전념해 왔다. 국내 많은 기

업들은 가스터빈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1)부품설계 2)진공정밀주조 3)재생정비 4)열차폐 코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회사를 운
영하고 있으나, ㈜성일터빈 처럼 부품설계, 부품제작, 진공정밀주조, 열차폐코팅, 재생정비,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등 가스터빈

관련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 현재 성일터빈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통틀어 가스터빈의 연소실 고온부품과
터빈 고온부품을 모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이다. 그리고 제품 구성

면에서도 연소실 고온부품, 터빈 고온부품, 압축기 부품 등 가스터빈 관련 모든 중요 고온 부품들을 제작/재생정비 수행 능력이 있다.
따라서 성일터빈은 전력그룹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터빈의 모든 고온부품은 성일터빈이 모두 ONE-STOP-SERVICE로 해결해 드
릴 수 있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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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IL Co., Ltd.
PEPRESENTATIVE

Ta-Kwan Woo

TEL.

051-951-7500

FAX.

051-951-7600

WEBSITE

www.sungiltbn.com/

Booth No

G-101

Company Profile
SUNG-IL TURBINE was established as an R&D center of SUNG-IL SIM in 1997.
It was spun off in 2012 from mother company and from then, we are devoted to develop and localize the turbine components.
We can manufacture components for Turbine Hot Path Parts such as Combustor parts, and Turbine parts. We perform casting under
vacuum condition, so it enables us to remove harmful gases such as oxygen, hydrogen, and nitrogen. We have TBC Technology which
can cool down the surface temprature of component up to 170℃. Thermal Barrier Coating prolongs life time of components by
lessening the defect by the heat.
Not only Manufacturing, we can also repair components. We have been repaired various types of gas turbine and enable to repair all
types of gas turbine.
We have various kinds of equipments for manufacturing, refurbishment, and inspections.
You will be surprised to see them in person on our sit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Product Profile
SUNG-IL TURBINE was established as an R&D center of SUNG-IL SIM in 1997.
It was spun off in 2012 from mother company and from then, we are devoted to develop and localize the turbine components.
We can manufacture components for Turbine Hot Path Parts such as Combustor parts, and Turbine parts. We perform casting
under vacuum condition, so it enables us to remove harmful gases such as oxygen, hydrogen, and nitrogen. We have TBC Technology
which can cool down the surface temprature of component up to 170℃. Thermal Barrier Coating prolongs life time of components by
lessening the defect by the heat.
Not only Manufacturing, we can also repair components. We have been repaired various types of gas turbine and enable to repair all
types of gas turbine.
We have various kinds of equipments for manufacturing, refurbishment, and inspections.
You will be surprised to see them in person on our sit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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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세미파워렉스
대 표 자

장동근

전

070-4671-264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염로 58 (주안동)
07086200701

www.semi-powerex.com

회사 소개

설립 : 2014년 06월

사업분야 : 전력반도체 모듈

주력제품 : WBG(SiC, GaN) 모듈, IGBT 모듈, MOSFET 모듈, FRD 모듈, SBD 모듈

제품 소개

산업용 & 자동차용 전력반도체 모듈
- SiC Module

- GaN Module

- IGBT/MOSFET/DIODE/SB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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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306

SemiPowerEx
PEPRESENTATIVE

JANG DONG-KEUN

TEL.

070-4671-2640

FAX.

07086200701

WEBSITE

www.semi-powerex.com

Booth No

G-306

Company Profile
Establishment : June. 2014
Products : Power Semiconductor Modules
(SiC MOSFET/GaN/MOSFET/IGBT/FRD)
UL 1557 Certificates : 9 Packages
Technical Backgrouds : over 20 years engineering
in Semiconductor Field

Product Profile
Power Semiconductor Module for Industrial, and Automotive Field
- SiC Module
- GaN Module
- IGBT/MOSFET/DIODE/SB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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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기술(주)
대 표 자

박재석

전

02-2102-28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1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가산동)
02-856-2801

www.sae-an.co.kr

회사 소개

세안기술주식회사는 1997년 2월 설립이래 국가 중요 산업설비인 원자력발전소 및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평가를 수행

하여 왔습니다. '세계제일의 기술로 미래를 창조하는 회사'라는 비전 아래, '기본에 충실한 기술'과 '고객신뢰향상', '책임경영을 통한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고객에게는 최상의 안전성 검사, 정비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 달

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안기술주식회사는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 검사 기법, 정비 및 신장비 개발을 통해 더욱 더 안전한 원자력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안
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비전센서를 이용한 진동 누설 감시 시스템>

원자력/화력 발전소 및 석유화학플랜트 등의 발전/산업설비에는 고온,고압 유체가 흐르는 많은 배관과 밸브 등을 포함하여, 복잡하

고 다양한 설비와 구조물이 혼재되어있어서, 누설 또는 화재 등의 이상발생이나 비정상 작동상태를 쉽게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비전
센서를 활용한 현장감시기술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이상현상을 시각화하고 경보 함으로써 사고확대방지 효과가 있으며, 진동

감시를 통한 이상발생 징후를 예보할 경우에는 사고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안기술(주)는 예측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및 시스템 향상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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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AN ENGINEERING CORPORATION
PEPRESENTATIVE

PARK JAE SEOK

TEL.

02-2102-2800

FAX.

02-856-2801

WEBSITE

www.sae-an.co.kr

Booth No

H-105

Company Profile
SAE-AN Engineering Corporation (SAE-AN) was founded in February 1997 to participate in the inspe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market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SAE-AN is providing Nuclear Power Engineering Services such as PSI (Pre-Service
Inspection) and ISI (In-Service Inspection) Services for the major Components, Systems including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Steam Generator Tube Sheets, Lancing and FOSAR, Wastewater Treatment.
Nuclear Power Engineering Services should be done by a competent company that has a well-organized system, and highly qualified
personnel in view of the importance and the role of the Nuclear Power Engineering Services in relation to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 and safety. It has been accumulating a lot of experience and know-how in connection with Nuclear Power and
has been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in the Nuclear Power Engineering market in the Republic of Korea.

Product Profile
<Real-time leakage and vibration monitoring system by using camera or CCTV. >
Power Plants and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nuclear(or thermal) power plants and petrochemical plants, include many pipes and
valves through which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fluid flows. It is difficult to easily detect abnormalities such as leaks or
fires or abnormal operation conditions. Field monitoring technology using vision sensors has the effect of preventing accidents by
visualizing and warning abnormalitie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with the naked eye.If you predict signs of abnormalities through
vibration monitoring, you can expect an accident prevention effect. SAE-AN Engineering Corporation continues to develop algorithms
and system improvement technologi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redictiv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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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일시스
대 표 자

심영섭

전

031-764-363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0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32-17
031-764-0426

http://www.seilsys.com

회사 소개

(주)세일시스는 1990년대 Airbus 항공기제작을 위해 독일로 수출하면서 GS안전인증을 획득하였고, 이후 국내 S마크 안전인증을 획
득한 알루미늄 안전작업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루미늄 타워형 안전작업대는 199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S마크 안전인증 획득, 2015년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
제품확인 획득, 2017년 환경부 환경표지(녹색제품) 획득, 2018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된 안전제품으로, 발판높이를 2미터에

서 12미터까지 적층할 수 있는 형태의 조립형 작업대입니다. 무용접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관련된 각종 특허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공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작업용도로의 사다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그
대체품으로 활용가능한 작업대 군을 개발하여 안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제품 소개

타워형 안전작업대 TA-N2000(W2000) 시리즈는 1990년대 Airbus 항
공기제작을 위해 독일로 수출하면서 GS안전인증을 획득하였고,

이후 국내 S마크 안전인증을 획득한 알루미늄 안전작업대 제품 입니다.
타워형 안전작업대 TA-N2000(W2000) 시리즈는 특수경량 알루미늄으

로 제작되어 199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S마크 안전인증 획득, 2015년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제품확인 획득,

2017년 환경부 환경표지(녹색제품) 획득, 2018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된 안전제품으로, 발판높이를 2미터에서 12미터까지 적층할 수 있
는 형태의 조립형 작업대입니다.

이동 및 설치 해체 작업이 간편하여 비전문가도 작업이 가능하며, 인테

리어 공사, 지하철역, 발전소, 항공기나 선박의 정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SEILSYS CO., LTD.
PEPRESENTATIVE

SIM YOUNG SUP

TEL.

031-764-3631

FAX.

031-764-0426

WEBSITE

http://www.seilsys.com

Booth No

F-200

Company Profile
SEILSYS CO., LTD. obtained GS safety certification by exporting to Germany in the 1990s for Airbus aircraft production, and has since
manufactured and sold aluminum safety workstation products that have obtained S-mark safety certification in Korea.
Our aluminum tower-type safety workstation is an assembly-type workstation that can stack footboard heights from 2 meters to
12 meters, including S-mark safety certification from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n 1998,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and green technology product ver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5, green product (green produc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7, and designated safety products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2018.
It is manufactured using non-welding technology and has various patents related to it.
Based on this, the company is supplying goods to each public institution, public corporation, and large corporation.

Product Profile
TA-N2000(W2000) is the tower-type workstation for high place work to ensure safety.
This product is made with special light-weight aluminium which has various
certificates for S-mark, KCs, Green technology, Green products and the excellent
procurement.
It is easy to move, assemble and dismantle. It can be used in a various area, such as
building interior works, subway stations, power plants, maintenance for airplanes or
vessels, and so on.
Also various types of connections can be made between workstations, so it can be
used as a bridge or surrounded by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Based on patented and proprietary technology, the company uses hook type coupling
method that can be easily assembled and disassembled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대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할 수 있어 브릿지 형태로 사
용하거나 3차원 구조물을 둘러싸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용접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관련된 각종 특허와 독점 기

술을 바탕으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후크형 커플링 방식을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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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계기(주)
대 표 자

고영균

전

02-2267-032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204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7 (주교동)
02-2269-9907

www.kyoritsukorea.co.kr

회사 소개

당사는 1986년부터 30여년간 일본 KYORITSU社의 한국 총 판매점으로 필드 장비를 비롯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기술 및 영업 지원,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계측기 산업은 세계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 시설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계측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KYORITSU'는 전원품질분석기, 저항성누설전류계, 특고압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클램프미터 등 정밀하고 다양한 전기계측장비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제품 소개

전원 품질 분석기 KEW 6315는 한 번의 측정으로 전원 품질에 관한 모든 항목(고조파 포함)을 기록 및 분석, Bluetooth 무선 통신으
로 자료 전송 및 PC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실시간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항성 누설전류계 KEW 5050SE는 용량성분과 저항성분 누설전류 중에서 절연 및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되는 저항성분 누설전류만
을 분리 측정, 절연 상태 감시가 가능하며 활선 상태에서의 절연저항값도 동시에 표시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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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INSTRUMENT CO., LTD.
PEPRESENTATIVE

Young Gyun Ko

TEL.

02-2267-0327

FAX.

02-2269-9907

WEBSITE

www.kyoritsukorea.co.kr

Booth No

J-204

Company Profile
Since 1986, we have been operating the A/S center for all products, including field equipment, as Exclusive distributor in korea of
KYORITSU for 30 years. The electronic measuring instrument industry plays a pivotal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maintain the world's growth rate. As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 the demand
for more diverse and precise instruments is increasing in all areas of the industry.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the 'KYORITSU' is
dedicated to supplying accurate and diverse electrical measuring equipment such as power quality analyzer, resistive leakage current
meter, special high-pressure insulation resistor meter, ground resistor meter, clamp meter, etc
Based on our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philosophy, we promise to do our best to provide products that our customers will
be satisfied.

Product Profile
Power Quality Analyzer KEW 6315 is capable of recording and analysis of all items (including harmonics) to power quality in a single
measurement. Remote checking of measurement in real-time is possible via Bluetooth communication, and a real-time data can be
checked in your PC or Android devices.
Resistive leakage current meter 'KEW 5050SE'is able to separate leakage current of resistance component that causes fire and
electric shock from leakage current of capacity and resistance component and monitor insulation state. In addition, insulation
resistance in live conditions can be display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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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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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하글로벌시스템
대 표 자

홍예주/강창진

전

070-4196-157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20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86 (마곡동)
0507-073-1987

www.sehasystem.co.kr

회사 소개

무감전 스마트단자대인 ‘ECSPD’, ‘ENSPD’ 특허 제품의 주파수 변조 보상기술을 이용해 누설 전류를 차폐하여 감전사고 및 화재 예
방과 전력 소모를 감소해주는 기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유통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피인가 (전압, 전류) 이상 상태 감지 및 주파수 보상 제어장치로 주파수를 보상 시킴으로 외부의 간섭없이 누설전류의 차폐, 흡수 및
감소로 감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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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a Global System Co., Ltd
PEPRESENTATIVE

Yeju Hong/ Changjin Kang

TEL.

070-4196-1573

FAX.

0507-073-1987

WEBSITE

www.sehasystem.co.kr

Booth No

E-201

Company Profile
We distribute ECSPD and ENSPD patented products preventing electric shock accidents, fire prevention, and power consumption by
shielding leakage current using frequency modulation compensation technology.

Product Profile
By compensating the frequency, it is possible to prevent electric shock accident by shielding, absorbing and reducing leakage current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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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트인사이드AI
대 표 자

박승희

전

031290753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1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천천동)
0312996844

https://smartinside.ai/

회사 소개

당사는 안전관리에 특화된 AI 및 IoT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로서 AI를 활용하여 영상 데이터와 IoT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AI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일반 CCTV를 비롯하여, 열화상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드론 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장비에서 수집되는 영상데이터와 당사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IoT 센서

(긴장력 측정 센서, 와이어 미세손상 진단 센서, 콘크리트 센서) 및 상용 IoT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
관리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

2021년 12월 현재 국가 R&D를 통하여 ‘드론과 AI 영상분석을 통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진단’ 등 2건의 AI 영상분석 기술과 ‘인공지능 자가진단형 그라운
드 앵커’ 등 AI 분석기술과 결합된 IoT센서 기술 5건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성시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생 활안전 스마트 CCTV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하
고 있음.

또한 대형건설사의 ‘2021 기술공모전’ 수상(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 특화 영상 AI 솔루션)과 ‘2021 인공지능 챔피언십’ 우승(영상AI를 활용한 전력
설비 위해 개소 판정 솔루션)을 통해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제품 소개

● Aquila Engine : 영상 분석 AI, 다양한 환경에서 물체인식, 빠른 처리

CCTV 영상에서 지정된 물체를 감지하고 알림을 주는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현장 및 도시 CCTV에 학습 및 적용을 진행 중.
기존 영상 AI 모델 대비 저조도 환경 및 노이즈가 있는 환경 등에서도 높은 인식율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2021 기술공모전에서 수상하였음
● Kyknos Engine : 이미지 정밀 분석 AI, 균열 진단, 불량 판별, 고해상도(4K) 이미지 처리, 1mm 해상도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불량, 균열 등을 찾아내는 딥러닝 모델로서 적은 수의 데이터(약 1,000개 이하)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임. 2021 인공지능 챔피언
십에서 알고리즘 평가 1위를 함으로써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콘크리트 균열 진단 및 전력설비 등의 불량 판별에 우수한 성능을 보임
● Cavannus Engine : 센서 데이터 분석 AI 모델, 이상 신호 감지 및 센서 불량 판별

다수의 교량, 도로 및 사면 등에 적용한 센서의 이상 신호를 분석하는 엔진이며, 긴장력 및 와이어 미세손상 등을 진단, 분석하는 모델로서 다양한 센서들에 응
용하여 적용이 가능함

● Psittacus Visulization Engine : eXplainable AI 기반 딥러닝 모델 시각화, 센서 데이터 2D/3D 시각화

AI 모델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각화 솔루션으로서 모델이 판별하고 인식한 부분을 시각화함으로써 손쉽게 모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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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inside AI
PEPRESENTATIVE

Park, Seunghee

TEL.

0312907533

FAX.

0312996844

WEBSITE

https://smartinside.ai/

Booth No

K-101

Company Profile
Smart Inside AI Co., Ltd. is a company that develops and supplies AI and IoT solutions specialized in safety management, and provides
"AI Safety Management Solution" that analyzes and monitors image data and IoT sensor data using AI.
The goal is to increas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and prevent accidents by using AI to analyze and monitor data collected from
various imaging equipment and IoT sensors.
It is developing AI analysis technologies and IoT sensor technologies such as "diagnosis of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through
drone and AI image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lf-diagnosis ground anchor," and is developing "life safety smart CCTV
image analysis solution."
It was recognized for its technology and excellence by winning the 2021 Technology Contest (construction specialized video AI solution
for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and the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Championship (a solution to determine power facility
risk factors using video AI).

Product Profile
- Aquila Engine
Image Analysis AI, object recognition in various environments, and fast processing
Compared to the existing image analysis AI model, it has a higher recognition rate in low-light environments and noisy environments.
- Kyknos Engine
Image precise analysis AI, crack and defect determination, high-resolution(4K) image processing, 1mm resolution.
As a deep learning model that finds defects and cracks in high-resolution images, it shows a high level of accuracy even in a small
number of data (less than 1,000).
- Cavannus Engine
AI model for sensor data analysis, abnormal signal detection, and defect determination.
It is an engine that analyzes abnormal signals from various IoT sensors and can be applied to various sensors.
- Psittacus Visulization Engine
eXplainable AI-based deep learning visualization model, sensor data 2D/3D visualization
It is easy to check whether the model is operating normally by visualizing what the model identifies and recogn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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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스위코진광
대 표 자

최승현

전

061888773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308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7길 69
0618887736

www.switcojk.com

회사 소개

주식회사 스위코진광은 전력기기 설계 및 개발 제조 등의 다년간의 경력을 겸비한 기술인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입니다. 차단기와 개폐기류 등의 전력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자체의 축적된 설계기술로 개발하고, 직접 제보에 이르기까

지 당사의 자체 기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업력이지만 한국전력공사 유자격 신뢰품목 다수 제품을 이미 등록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개발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품질방침은 ISO 9001:201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여 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 가
격 및 서비스에 있어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RMU : RMU(Ring Main Unit)는 유럽형 다회로 차단기로 지중 배전선로의 구분, 분기 및 수용가의 인입점에 설치하여 부하 사고
전류 차단, 신속한 고장구간 분리와 정전구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2.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 가공배전선로의 전주에 설치되어 선로구분 및 부하 개폐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3. Eco-부하개폐기(DS type) : 가공배전선로의 전주에 설치되어 선로개폐 및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폐장치.(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형 제품)

4. 리클로져 : 폴리머 리클로져는 가공배전선로의 전주에 설치되어 단시간 내에 일시적인 고장(과부하, 단락, 단선)을 차단하여 한전
배전선로의 주요설비 보호 및 정전 구역을 최소화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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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O&JINKWANG Co., Ltd.
PEPRESENTATIVE

Choi, SeungHyun

TEL.

0618887735

FAX.

0618887736

WEBSITE

www.switcojk.com

Booth No

L-308

Company Profile
SWITCO & JINKWANG Co., Ltd. is a jointly established corporation by engineers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in power device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A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power equipment products such as circuit breakers and
switchgear, we are developing it with our own accumulated design technology and proceeding with our own technology from direct
reporting. Although it has a short history, we have already registered a number of products that are qualified and trusted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we are spurring continuous development and testing.
The company's quality policy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ISO
9001:2015, and is doing its best to satisfy customers' satisfaction in the quality, price and service of the company's products.

Product Profile
1. RMU : SF6 gas insulated circuit breaker and load breaker switch combination. The stainless tank is sealed for life ensuring high
level of personnel safety as well as maintenance free system.
2. SF6 Gas Insulated Load Breaker Switch : Sectionlizers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source-side protective devices such as
reclosers or reclosing breakers to automatically isolate faulted sections of distribution lines.
3. Epoxy Insulated Load Breaker Switch with Disconnector : Epoxy insulated load breaker switch with disconnector switch is added
in series to the Epoxy insulated load breaker switch. Due to the sufficient separation distance of the DS. There is no leakage current
between open contacts.
4. Recloser : Recloser is used on overhead distribution systems to detect and interrupt momentary faults within short period of time
and re-close back to avoid black out and also to avoid major failure of power line to b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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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 SM
대 표 자

진정화

전

055-384-770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207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1길 5
055-384-7706

www.espider.kr

회사 소개

스파이더SM은 2005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국내 6개 발전사와 그 관련 기업에 다양한 맞춤형 분전반을 제작, 공급하여 왔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기술 상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후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SM의 이러한 분전반, 제어반 등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다수의 국내 발전사 납품 실적과 다양한 상담 및 의뢰를 통해 고
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많은 상담과 문의를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SPIDER SM

Booth No

E-207

PEPRESENTATIVE

JEONGHWA JIN

TEL.

055-384-7705

FAX.

055-384-7706

WEBSITE

www.espider.kr

Company Profile
Since founded in 2005, SPIDER SM, a company that develops, manufactures, installs and delivers customized automatic control
systems,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and supplying incoming panel, distribution panel, MCC, distribution panel and control panel.
We have been manufacturing and supplying various customized distribution panels for 6 Korea domestic power generating
companies and their related companies for many years, and have actively been cooperating with customers' requests including prior
technical consultation for problem solving as well as practical post management and prompt response.

이에 스파이더SM은 매출 증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각종 산업 현장
에서 전기 사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능성 제품 개발과 생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스파이더SM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도전하여 성공적 결과를 성취하는 기업으로 기억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SPIDER SM은 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리, 정비 작업 시에 작업용, 용접용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함으로서, 다양한 전압
(480V, 380V, 220V)을 공급할 수 있는 분전반 제품인 「SPIDER 안전분전반」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SPIDER 안전분전반」은 충전부 노출을 최소화 하고, 작업용 전력선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어 전기안전
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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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SPIDER SM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a wide variety of three phase and single phase portable power distributon systems such
as SSPD(Spider Safety Power Distribution panel), PMPD(Portable Multi-Power Distribution cart), PMPS(Portable Multi-Power
Substation) and PMTB(Portable Mini Transformer Box).
This SSPD(SPIDER Safety Power Distribution panel, representing our products collectively as) is designed for supplying the power
sources of repairing or welding machines in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ial, military, and offshor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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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시소
대 표 자

김진관

전

070-4943-499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영천동)
031-377-4997
없음

회사 소개

2020. 06월에 창업하여 DCS, PLC 및 전기, 계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4분기부터 IoT를 적용한 센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발전소등에 납품예정
더불어, 2022년을 시작으로 4차 산업관련 제품등을 연구개발 중

제품 소개

레이더와 RF를 이용 허가되지 않은 무인 항공기를 감시 및 RF
교란하여 보호하는 단거리 항공 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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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203

CISO

Booth No

F-203

PEPRESENTATIVE

KIM JIN KWAN

TEL.

070-4943-4997

FAX.

031-377-4997

WEBSITE

없음

Company Profile
Founded in June 2020, we are doing DCS, PLC, electricity, and instrumentation construction.
From the fourth quarter of 2021, IoT-applied sensors and software will be developed and delivered to power plants, etc.
In addition, starting in 2022,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ducts related to the 4th industry.

Product Profile
SKYLOCK delivers cost-effective short-range solutions to assist
authorities in controlling unmanned airspace in the defined
areas against malicious drone incursions or attacks.
Our all-in-one multi-sensor short-range solution facilitates
radar and RF detection capabilities, combined with electro-optic
target verification and on-board neutralis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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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티이텍
대 표 자

이성하

전

031-767-003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30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동림길 32-26
031-767-0042

www.ctetech.co.kr

회사 소개

시티이텍은 1996년 계기용 변성기(C.T/P.T) 전문생산업체로 출발하여 현재는 저압용 C.T/P.T를 비롯하여 고압용 C.T/P.T,
MOF,(붓싱형 변류기), SPLIT CT(분할 변류기), 고정밀의 표준용 C.T/P.T 및 각종 시험용 설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주요 제품

계기용 변압기(VT), 계기용 변류기(CT), 특수 변성기(원자력,선박), 계기용 변압변류기(MO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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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Tech CO., LTD.
PEPRESENTATIVE

Sung-Ha, Lee

TEL.

031-767-0032

FAX.

031-767-0042

WEBSITE

www.ctetech.co.kr

Booth No

G-303

Company Profile
Cititech started as a professional producer of instrument transformers (C.T/P.T) in 1996, and is now.
Including C.T/P.T, C.T/P.T for high pressure, MOF, (Bushing type current transformer), SPLIT CT (Split current transformer),
We develop and produce high-precision standard C.T/P.T and various test equipment.

Product Profile
* Main products
Instrument transformer (VT), instrument current transformer (CT), special transformer (nuclear power, ship), instrument transformer
current transformer (MOF),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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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지프리
대 표 자

전주술

전

02-2632-986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등촌동)
02-2632-9868

www.surgefree.co.kr

회사 소개

㈜써지프리는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서지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원용, 제어용, 통신용, 네트워크용, 신재생에너지용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용 등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는 서지보호기(SPD)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단서비스와 우수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
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

- 전원용 서지보호기

- 신호용/통신용 서지보호기
- 태양광용 서지보호기

- 등전위본딩용 서지보호기

- 화재감지기용 서지보호판넬
- 서지전류 측정장치
- 절연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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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FREE CORPORATION
PEPRESENTATIVE

JEON, JOOSOOL

TEL.

02-2632-9867

FAX.

02-2632-9868

WEBSITE

www.surgefree.co.kr

Booth No

M-300

Company Profile
Surgefree Corporation has focu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elds related to surge protection and promoted the projects to
provide the solutions with excellent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herefore, our company has developed, produced, and supplied surge protective device (SPD) products which are applied to various
field including power, control, communication, networks, IoT, new renewable energy, fire protection, etc. by applying cutting-edge
technology accumulated by continuous research activities.
Surgefree Corporation will be the company which makes efforts to create the safer and happier world by providing professional
diagnostic services and excellent products for you at a reasonable price. Thank you.

Product Profile
- SPD for Low Voltage Power Systems
- SPD for Data & Signal line
- SPD for Photovoltaic systems
- SPD for Equipotential bonding
- Surge Protection Panel for Fire Alarm Systems
- Surge Monitoring Device
- Insulation Monito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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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썸텍비젼
대 표 자

장병철

전

02-576-744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02-576-7440

www.istvision.co.kr

회사 소개

산업용 비디오 현미경 시스템,내시경 시스템,화상프로그램 신개념3D 영상 현미경을 개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기술 중심의 기업 입
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21년 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제품 개발 경험과 시장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 산업용 부문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으며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
로 고객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NIMS(휴대용고해상도현미경) : Mobile 형태의 10.2" LCD모니터와 리튬-이온배터리
휴대가 간편하고 산업현장에서 쉽게 사용할수 있음
ICS PRO(고해상도현미경)
ICS(비디오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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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ECHVISION CO,. LTD

Booth No

K-100

PEPRESENTATIVE
TEL.

02-576-7440

FAX.

02-576-7440

WEBSITE

www.istvision.co.kr

Company Profile
Industrial video microscope systems, endoscopic systems, video program, a new concept 3D image
The microscope is a technology-oriented company that challenges the developed world markets.
'21 To providing ongoing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Liver committed.
A variety of different fields of product development experience and market experience in the industry based on
It is widely applied in industrial sectors and in response to customer needs, based on sincerity and trust, and we will do our best to
satisfy customers with rapid service creation

Product Profile
NIMS (Portable High Resolution Microscope): Mobile 10.2 "LCD Monitor and Lithium-Ion Battery
Easy to carry and easy to use on industrial sites
ICS PRO (High Resolution Microscope)
ICS (Video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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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A

씨아이토피아(주)
대 표 자

김재동

전

02868906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OPIA

Booth No

F-10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가산동)
028689064

www.citopia.co.kr

회사 소개

당사는 산업 현장의 생산 현황 및 설비상태 등을 원격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현장 적용을 주 사

업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여러 공공기관 등에 당사의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 구축 실적을 계속 늘려 나
가고 있습니다. 향후 동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요소 기술 중 예지 정비 분야를 미래사업 분야로 설정, 향후 먹거
리 창출을 위해 벤처 정신으로 자체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고객에게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산업현장의 각종 설비들의 상태, 진단을 위한 고속 데이터 수집엔진 시스템(iDAS) 및 산업용 밸브의 내부누설 사전진단 시스템(AEVDS) 있습니다.

제품 소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중요 밸브에 대해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센서 및 데이터 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 미세
누설 및 설비 이상 상태를 실시간 감시 및 사전 진단하고, 신뢰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킨 고 기능, 저 비용의 “밸브 내부 누설 진단 시

스템”의 국산화 실현 했습니다.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정비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 예지 정비를 위한 사전 진단 기능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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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OIA CO.,LTD
PEPRESENTATIVE

JaeDong Kim

TEL.

028689060

FAX.

028689064

WEBSITE

www.citopia.co.kr

Booth No

F-104

Company Profile
Our main business items are the development of software and hardware that can remotely monitor and control the production status
and facility status of industrial sites, and field application, as our main business items. We are continuing to increase our supply and
construction performance. We will set the predictive maintenance field as a future business field among the element technologies
of the smart factory field, which will become a blue ocean of the market in the future. Our main products include a high-speed data
acquisition engine system (iDAS) for diagnosing the status of various industrial facilities and an internal leakage advance diagnosis
system (AE-VDS) for industrial valves.

Product Profile
High-function, low-cost “with improved reliability and precision” that uses acoustic emission sensors and data collection technology
for various important valves used in industrial sites to monitor and pre-diagnose internal micro-leakages and equipment
abnormalities in real time. Realized localization of “valve internal leak diagnosis system”. In particular, it supports the pre-diagnosis
function for effective predictive maintenance that can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maintenance personne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factory, which is the hot topic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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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SiCHEM
CORPORATION

씨캠주식회사
대 표 자

정의균

전

033-647-610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SiC
Booth No

#N/A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대전동)
033-647-6103

www.sichem.co.kr

회사 소개

씨캠은 기능성 코팅재, 보수도장용 기능성도료 연구개발 전문 벤처기업으로 미개척 기능성 코팅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 기술화
하여 항상 새로운 기술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한결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보수도장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기능성도료
1. 도장 전 바탕처리의 어려움 극복

들뜬 구도막과 군집형태 녹만 제거하는 최고의 간편한 바탕처리 여건에 따라 NO-표면처리, 물청소, 샌드페이퍼링, 에어블로잉
혹은 와이어브러쉬 등 편리한 방법 선택
2. 다양한 재질 및 구도막에 사용 가능
철, 비철금속, 콘크리트, 도장판넬 류

다양한 구도막(조합, 수성, 에나멜, 에폭시, 우레탄, 세라믹, 불소)
3. 고온상태 및 습윤, 결로 상태 작업 가능
습윤, 결로 상태에 도장 가능

고온상태 설비 가동중단 없이 도장가능(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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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M
CORPORATION

SICHEM Co., LTD.
PEPRESENTATIVE

Jung Eui-kyun

TEL.

033-647-6102

FAX.

033-647-6103

WEBSITE

www.sichem.co.kr

Booth No

#N/A

Company Profile
As a venture company specializing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coating materials for functional coating materials
and repair coatings, we will actively challenge and develop the unexplored functional coating materials and strive to achieve
customer's trust with new technology.

Product Profile
Functional Coatings effective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pair Coating
1. Overcoming the difficulties for surface preparation
The simplest surface preparation that only removes the loose old film and the aggregate type of (remarkable) rust.
2. Obtaining compatibility with substrate material and old film.
Any old film including (alkyd-oil base) ready mixed paint.
Steel, non-ferrous metal, concrete structure.
Zinc, Galvanized sheet, Aluminum, Galvanized Pipe, PVDF coated panel, FRP, Plastic, etc.
3. Capable of working at high temperature surface and wet condition, condensation state.
Can be painted in wet conditions and condensation
Painting without stopping the high-temperature state operation (Below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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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케이 주식회사
대 표 자

김병조

전

031-242-883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4 (파장동)
0312428832

http://cpkorea.co.kr/

Booth No

I-300

CPK

I-300

PEPRESENTATIVE

Byungjo Kim

TEL.

031-242-8831

FAX.

0312428832

WEBSITE

http://cpkorea.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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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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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쓰리시스템(주)
대 표 자

정한

전

070-4944-773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35 (문지동)
042-863-3555

www.i3system.com

회사 소개

아이쓰리시스템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을 보기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국방, 우주 ,의료 분야에서 회사
의 기술력은 물론 국가의 기술력을 고양하기 위해 오늘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쓰리시스템의 적외선 센서 관련 보유 기술은, 국내 어느 대기업도 보유하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로서, 회사의 기술력 수준이 국가

의 기술력 수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는 수출입통제 대상인 핵심 전략 물자로서 미래 전장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 무기 부
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주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나로과학위성에 장착된 바 있습니다.

i3system,inc
PEPRESENTATIVE

Chung Han

TEL.

070-4944-7733

FAX.

042-863-3555

WEBSITE

www.i3system.com

Booth No

F-303

Company Profile
the manufacture of the thermal imaging detector
i3system, Inc. which was founded in 1998, has developed capsule endoscope for medical use and cooled infrared detectors for
thermal imaging cameras for Korean military use. We later expanded our business to X-ray imaging detectors for dental X-ray
imaging equipments such as panoramic and cephalometric systems. i3system, inc. is officially designated as a military product
contractor for Korean military since 2010 by Korean government.
We also develop and manufacture uncooled IR detectors for uncooled thermal imaging cameras for commercial products such as
security, surveillance, radiometry devices and night vision systems as well as military product for personal rifle of Korean Army. Our
products for military use include IR scene projector, real time scene simulator, IR camera and laser detector. We are now expanding
our commercial business to space area with IR detector and camera electronics for satellite applications.

제품 소개

아이쓰리시스템의 TE-SQ1은 휴대용 적외선 카메라로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적외선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이를 측정 대상물의
온도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Wi-Fi 통신을 활용하여 바로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형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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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Portable Infrared Camera TE-SQ1 is enough for you to take thermal images and videos to share and perform inspection of industrial
installations.
It has QVGA high resolution developed by i3system. This high resolution will make the huge differences on image quality since the
image resolution is a critical attribute to recognize the object by distinguishing the heat differences.
Furthermore TE-SQ1 is also android smart IR camera that users can simply send or share images and videos via Wi-Fi. It can provide
the most convenient user experience.
Please enjoy the best IR world with our TE-S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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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대 표 자

박창일

전

03169633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4 (삼평동)
0316963395

www.inctech.co.kr

회사 소개

I&C Technology(코스닥)는 유무선 통신의 SoC 공급업체로서의 비전과 세계 시장의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Mobile TV 수신기 SoC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으며, 자체기술로 Wi-Fi, PLC 및 LTE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
습니다.

급변하는 IT 기술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글로벌 TOP 10 팹리스 기업을 목표로 경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밤
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C Technology는 "선도적인 기술, 큰 꿈 및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Solution
- DCU/KDCU (데이터집중장치)

• 변대주에 설치하여 수용가의 검침데이터를 실시간 기반에 최대 300가구까지 검침
• 상위 시스템과 양방향으로 통신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검침 및 관리 가능
• 다양한 Backbone interface(LTE, HFC, Ethernet 등) 지원

• KS PLC모뎀, IoT PLC모뎀, Wi-SUN모뎀들과 PLC 또는 무선으로 통신하여 데이터 수집

- AMI용 PLC모뎀

• 검침데이터 및 전력량계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집중장치(DCU)에 제공

- AMI용 스마트 미터(보안계기)

• 저압 단상 2선식 교류회로에 부설하여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피상전력을 계량 및 계측

•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보안이 적용된 전력량계로 유/무선의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구비
• 시간대별 유/무효 전력량의 계량 및 제반 자료의 기록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
• 스마트미터 FW 업데이트 가능

■ 전기화재 방지 시스템

- 아크차단기 겸용 누전차단기

• 전류/전압/누전/아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화재 분석이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차단 및 모니터링 가능

I&C Technology
PEPRESENTATIVE

ChangIl Park

TEL.

0316963300

FAX.

0316963395

WEBSITE

www.inctech.co.kr

Booth No

F-210

Company Profile
I&C Technology(KOSDAQ) was established in 1996, declaring its visions as an SoC supplier of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and global market leader. I&C Technology, the world’s first company who developed mobile TV receiver SoC and raised it on top of the
market, has extended business territory to Wi-Fi, PLC and LTE with own technology.
To keep up with rapidly changing IT technology environment, all employees strive day and night to develop competitive products with
the goal of global top 10 fabless company. Under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Leading technology, Big dreams and Warm-hearted
people”, I&C Technology dedicates its best efforts to be a global fabless company with the challenging spirit and passion.
I&C Technology will be able to sustain its growth and expansion with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ncern. Thank you very much.

Product Profile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Solution

- DCU / KDCU
· Up to 300 households can be metered on real-time basis by installing it on a power(transformer) pole
· Wireless and wireless communication such as IoT-PLC / KS-PLC / Wi-SUN with sub-modem
- IoT PLC Modem for AMI
· Collects various meter information & power usage data and transfer the data to DCU
- Smart Meter for AMI
· An open platform-based power meter with security applied, equipped with a variety of
wired/wireless communication interfaces
■ Electrical fire protection system
- Arc Fault Detection Device with RCBO
· Electric fire detection through comprehensive sensing of overcurrent, leakage current,
and arc
· Overcurrent Breaker(32A) or leakage current (30mA) can be replaced
· Sensor data transmission using communication
· Arc Fault Detection Standard (KS C IEC 62606)
· Satisfy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 Standard (KS C IEC61009-1, RCBO)

• 관리자 모드 및 User 모드를 이용 고객의 편리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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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주식회사
대 표 자

오태주

전

031-463-355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203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601호
031-463-3557

www.visit-iam.com

회사 소개

2003년 설립된 아이엠주식회사는 광케이블을 이용한 온도 측정기술 및 다양한 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심의 전문기업으로
현재의 관리 차원을 넘어선 기업 경영 차원에서 High Quality, Low Cost, Quick Delivery 이익을 줄 수 있는 고객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제품 소개

한가닥의 광섬유를 이용하여 전력케이블 및 컨베이어벨트 등 감시 대상 설비의 온도 변화를 1M간격으로 실시간 분포온도를
측정함으로써, trend에 의한 사전 예지가 가능하고 이상 과열 발생 위치 및 거리가 정확히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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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Co., Ltd

Booth No

E-203

PEPRESENTATIVE

Tae-Ju Oh

TEL.

031-463-3555

FAX.

031-463-3557

WEBSITE

www.visit-iam.com

Company Profile
Founded in 2003, I.M. Co., Ltd. is a technology-oriented specialized company that possesses temperature measurement technology
using optical cables and various optical technologies. Customers who can benefit from High Quality, Low Cost, and Quick Delivery at
the corporate management level beyond the current management level A company that provides a service environment and grows
together with customers

Product Profile
By measuring the real-time distribution temperature at 1M intervals by using a single fiber optic to measure the temperature change
of the equipment to be monitored, such as power cables and conveyor belt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trend in advance and the
location and distance of abnormal overheating are accurately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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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티
대 표 자

이명선

전

02-552-858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문정동)
02-553-0388
impt.co.kr

회사 소개

㈜ 아이엠피티 ( IMPT )는 1987년 ㈜일명실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30년이상 전기전자 계측장비, 전자부품 생산설비, 신뢰성 및 비
파괴 검사장비등을 판매, 설치, 서비스한 경험과 고객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70년 전통의 휴대용 계측기 글로벌 리더인 미국 Fluke사의 국내 Shop 총판점 및 공인대리점을 근간으로 각종 전문계측장비를 판매
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계측장비 종합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Fluke ii910/ii900 초음파 카메라는 64개의 MEMS (Micro Electronics Mechanic System)
마이크로 폰을 사용하여 압축공기 및 압축가스가 누설될 때 발생하는 공기와류에 의한
초음파를 감지 측정하여,Fluke사의 Soundsight 기술로 카메라 실화상에 누설부위를

IMPT

Booth No

J-106

PEPRESENTATIVE
TEL.

02-552-8582

FAX.

02-553-0388

WEBSITE

impt.co.kr

Company Profil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solution of measuring equipment that customers need by selling various specialized
measuring equipment based on the domestic shop distributors and authorized distributors of Fluke, a 70-year-old global leader of
portable instruments.

Product Profile
FLUKE Sonic Imager
FLUKE-ii910 (Compressed gas leak detection, partial discharge detection)

컬러로 표시하는 신 기술 장비입니다.

공간 및 환경의 제한없이 누설부위를 쉽게 찿아낼 수 있어 에너지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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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티공간
대 표 자

이영규

전

052-269-098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07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68 (신정동)
052-271-0982

www.itsroom.co.kr

회사 소개

아이티공간은 현재 전기산업설비의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미연에 방지하는 IoT-EOCR 스마트

모터보호계전기 전류예지보전 솔루션 UYeG-SE의 개발로 중대사고 예방 및 고장 예지 보전에 기여하고, 전기설비 융복합 개발
솔루션의 독창성 및 도전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UYeG 시스템은 모터보호계전기와 함께 윈도우 기반의 OS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자동화 현장의 감시/
제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개발 도구입니다.

모터의 전류현장의 자동화 기기(PLC/콘트롤러)와 연결된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여 각 기기의 상태나 계측값/설정값을
감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감시/제어의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자동화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어떠한
자동화 현장도 UYeG 제품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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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Co., Ltd.

Booth No

F-207

PEPRESENTATIVE

Lee Young Kyu

TEL.

052-269-0982

FAX.

052-271-0982

WEBSITE

www.itsroom.co.kr

Company Profile
The ITS co.,ltd is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preservation of failur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oTEOCR smart motor protection relay current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 UYeG-SE, which prevents unexpected downtime (time
of non-operation) of the current electric industrial facilities. , We are striving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globally recognized
competitiveness for the uniqueness and conductivity of the electric equipment convergence development solution.

Product Profile
UYeG system is composed of software developed in Windows-based OS along with motor protection relay, and is an automation
development tool that can be applied to monitoring/control of all automation sites.
This software is installed in a computer or workstation connected to an automation device (PLC/controller) in the motor current field
to monitor/control the status of each device or measured value/set value. In addition to the basic functions of monitoring/control, all
functions necessary for automation are included, so any automation site can be solved with a single UYe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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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패스
대 표 자

김선진

전

032-549-444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209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55 (오류동)
032-552-8204

www.ipassco.com

회사 소개

복합 소재 전문 제조 회사로 입축 사류 펌프에 사용되는 슬리브 베어링, 원심벌류트 펌프에 사용되는 케이싱 웨어링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분아 Rudder BEARing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 거래처로 화력 5개 발전사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한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CWP 베어링, SLP 베어링,COP 베어링, 케이싱웨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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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SS

Booth No

E-209

PEPRESENTATIVE

Sun-Jin Kim

TEL.

032-549-4442

FAX.

032-552-8204

WEBSITE

www.ipassco.com

Company Profile
I-PASS CORPORATION is a special manufacturer of Synthethic fiber bushes.
We are supplying Bearings and bushes to Coal power plants ans ships.

Product Profile
CWP BEARING, SLP BEARING, COP BEARING, CASING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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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전력전자연구실
대 표 자

이교범

전

031-219-248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동)
031-629-7343

http://pel.ajou.ac.kr/

Booth No

Booth No

N-400

N-400
PEPRESENTATIVE
TEL.

031-219-2487

FAX.

031-629-7343

WEBSITE

http://pel.ajou.ac.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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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콘텍
대 표 자

라웅재

전

02-6342-701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104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동)
02-6342-7011

arconkor.com

회사 소개

㈜아콘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아크차단기 개발 전문업체 입니다. 당사는 국내 아크차단기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특허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 안전
장치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국가건설기준, KS 설치 표준, 그리고 소방청의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아크차단기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현재 다양한 현장에 보급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 화재에 축사, 전통시장, 기숙사,전통사찰, 문화재, 노약자 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 화재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보급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기 안전 표준 개정에도 적극 개입하여 국내의 전기 안전 인프라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부터 기술혁신 유공자 표창을, 12월에는 기술보증

Arcontek Co., Ltd.
PEPRESENTATIVE

RA WOONG JAE

TEL.

02-6342-7010

FAX.

02-6342-7011

WEBSITE

arconkor.com

Booth No

I-104

Company Profile
Arconteck is the Forerunner of Arc Fault Circuit Interrupter
Existing electrical installations in homes, commercial, and industrial buildings are only protected by circuit breakers and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s (GFCI) which do not provide arc fault protection. Arconteck‘s arc fault circuit interrupter (AFCI) device intended
to sense and interrupt arc faults, which are electrical faults characterized by low and erratic current that may ignite combustible
materials and are caused by damaged or deteriorated wires and cords, Natural aging, etc., to protect against fires caused by arcing
faults in the home electrical wiring. Arconteck AFCI detects all harmful arc faults (series arc, parallel arc and ground arc) both on low
and high levels of current.

기금으로부터 이사장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 없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국가
안전 인프라의선진화를 달성하고 수출도 증대하여 국가사회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기화재의 80%이상이 전기합선
등에 의한 전기 스파크 (아크) 사고 입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콘센트, 멀티탭, 코드, 전선등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Product Profile
Arconteck AFCI intended to sense and interrupt arc faults, which are electrical faults characterized by low and erratic current that
may ignite combustible materials and are caused by damaged or deteriorated wires and cords, Natural aging, etc., to protect against
fires caused by arcing faults in the home electrical wiring. Arconteck AFCI detects all harmful arc faults (series arc, parallel arc and
ground arc) both on low and high levels of current.

현재 국내에서 전기 안전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차단
기는 누전 및 과부하를 감지하도록 되어 있고아크를 감지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심각한 전기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슬림형 스마트아크차단기는 기존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누전차단기를 대신하여 설치하면 누전, 과부하 뿐만아니라 전기 화재의
주 원인인 아크 사고 시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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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씨케이
대 표 자

박수진

전

02575087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025750879

rckorea.net

회사 소개

㈜알씨케이는 Digital Twin 분야 소프트웨어 제공 및 솔루션 Provider로써 기업 내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제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 워크를 통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제조환경을 구축하
기 위해서 PLM, ERP 등의 다양한 종류의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씨케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은 다양한

IT 시스템들의 통합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소통하는 엔지니어링, 공감하는 엔지니어링을 통한 스마트 워크를 실현 가능
케 함은 물론, 기존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소요되었던 막대한 비용의 절감, 작업 시간 단축, 콘텐츠 질의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제공

해 드립니다. ㈜알씨케이는 성공적인 고객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분야별 전문성
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당사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부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설비관리, BIM 분야 선두주자가 되어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 Visual Components

Visual Components는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가상의 공간에서 자동화 설비 공정 및 라인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의사결정 지원 및 작업 공정/라인에 대한 최적화를 지원하는 솔루션
입니다.

- Nextspace BRUCE & XMpLant

Nextspace사의 BRUCE와 XMpLant는 디지털 트윈 운영 체제로서 중요한 기본 요구조건으로 순수한
‘데이터 온톨로지‘를 제안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지능형 도
구로 변환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SAP Visual Enterprise

CAD Master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초경량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엔터프라이즈 및 공급망 전체
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는 SAP의 기술 플랫폼입니다.
- ARAS PLM

기업용 오픈 아키텍쳐 (enterprise open Architecture) PLM 으로, PDM (도면/문서관리), PMS (과

제관리), QP (품질계획) 은 물론 RM (Requirement Management), MPP (Manufacturing Process
Planning) 등 PLM의 전 영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BLUEBIRD 산업용태블릿

블루버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솔루션을 통하여 고객의 커넥티드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용 모바일 IoT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유민에쓰티 필름형 센서

유민에쓰티의 필름형 센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방재 분야에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14

RCK

Booth No

M-104

PEPRESENTATIVE

Soojin Park

TEL.

025750877

FAX.

025750879

WEBSITE

rckorea.net

Company Profile
As a solution and software provider in the field of Digital Twin, RCK provides production consulting services for all contents produced
using 3D data.
Today, many companies are introducing various types of IT systems such as PLM and ERP to build a faster and more accurate
manufacturing environment through smart work.
The software and solutions provided by RCK enable integrated utilization of various IT systems, enabling communication engineering
and smart work through sympathetic engineering, as well as reducing huge costs, reducing working hours, and improving content
quality.
For successful customer support, RCK has specialists in each field, and its know-how accumulated through continuous selfdevelopment and expertise in each field is becoming the source of our competitiveness. Based on this, we will become a leader in
smart cities, smart farms, smart facility management, and BIM with upper digital twin technology and grow with customers.

Product Profile
- Visual Components
Visual Components is a simulation software for automation facility processes and
line construction in a virtual space optimize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a solution that supports decision-making and optimization of work
processes/lines.
- Nextspace BRUCE & XMpLant
Nextspace's BRUCE and XMpLant propose pure 'data ontology' as important basic
requirements as digital twin operating systems and provide solutions to transform
data into intelligent tools to address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 SAP Visual Enterprise
SAP's technology platform automatically imports CAD master data and creates
ultra-light digital twins to visualize engineering data across the enterprise and
supply chains.
- ARAS PLM
ARAS PLM is an enterprise open architecture PLM that provides solutions
to all areas of PLM, including drawing/document management (PDM), task
management (PMS), quality planning (QP), as well as RM (Requirement
Management) and MPP (Manufacturing Process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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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디테크
대 표 자

최상준

전

031-398-3289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호계동)
031-629-5478

www.editech.co.kr

회사 소개

㈜ 에디테크는 1998년 설립 이래 정밀 계측기 연구개발 전문업체로서, 그 간 집약된 Know-how을 바탕으로 국내· 외 다양한 기술
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품질향상은 물론, 전력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진단 설비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KEPCO)과 협력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디지털기록계, 절대상 검출시스템, 활선CT Test Set, 절연열화에 따른
누설전류진단 장치 등 전력 진단 설비를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활선 CT 테스트 세트(Type-2700) Live CT Test set
전력수용가에 설치된 전력량계용 변류기(CT)의 1, 2차간 비오차 율과 위상각을 활선상태에서 비교 측정하여, 불량 변류기 및

오결선을 확인 가능하며 전력량계의 오동작으로 인한 전력 요금 부과금에 대한 적정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용가의 전압상, 전류상, 변류비, 위상각을 비교하여 오결선 유무의 판정이 가능한 측정기이다.

Editech Co., Ltd.
PEPRESENTATIVE

Sang Jun Choi

TEL.

031-398-3289

FAX.

031-629-5478

WEBSITE

www.editech.co.kr

Booth No

I-300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8, Editech has been a specialized company focusing on the R&D field of precision measuring
instruments. Based on accumulated know-how, we are constantly challenging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equipment that can
prevent power accidents in advance as well as efficiently supply power and improve quality through various technological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n addition, we are a specialized company that researches and develops power diagnostic
equipment such as digital recorders, absolute phase detection systems, live wire CT test sets, and leakage current diagnostic devices
due to insulation deterioration through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th KEPCO.

Product Profile
Live CT Test Set(Type-2700)
By comparing and measuring the ratio error rate and phase angl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current transformer (CT)
for watt-hour meters installed at the electricity consumers in the live state,
it is possible to check the faulty current transformer and incorrect wiring, and to check whether the electricity bill due to the
malfunction of the watt-hour meter is appropriate.
It is a measuring instrument that can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misconnection by comparing the voltage phase, current
phase, current ratio, and phase angle of consumers with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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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브이코리아
대 표 자

최승일

전

031-907-880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1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백석동)
031-907-7897

http://www.snvkorea.co.kr

회사 소개

저희 S&V KOREA는 25여년간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 필수적인 소음진동관련장비 및 센서류 등 첨단 시험장비와 분석 소프트웨

어, 소음예측프로그램, 음향카메라 및 층간소음측정장비를 공급 및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Acoem(01dB), DataKuskic, Odeon,

Marshall Day(Insul, Zorba, IRIS)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 MMF, CAE, BSWA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여 고객 여러분
의 니즈에 맞는 제품 및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SoundCam 음향카메라입니다.

소리는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떤소리가 발생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 SoundCam은 '소리가 눈으로 보이는'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주로 저희 제품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플랜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이프 렉, 자동차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찾아
이에 대해 분석하고 파악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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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KOREA

Booth No

E-103

PEPRESENTATIVE

Choi Seung Il

TEL.

031-907-8807

FAX.

031-907-7897

WEBSITE

http://www.snvkorea.co.kr

Company Profile
S&V Korea has been in the noise and vibration business for almost 25 years, dealing with high-end noise and sound vibration
instruments and sensors, acoustic cameras, inter-floor noise measurement system as well as analysis and acoustic prediction
software essential to industrial and R&D sectors. We are a sole distributor of Acoem(01dB), DataKuskic, Odeon, Marshall Day(Insul,
Zorba, IRIS) products, and also handles the products from MMF, CAE, BSWA. With these wide range of products, we're ready to
provide the solutions taliored to your needs.

Product Profile
SoundCam is an acoustic camera, which means it capture the sound as images.
We cannot see the sound but hear it. Therefore it's hard to locate the sound and the what the exact sound it is.
With our SoundCam, you can see the sound, and easily locate the electric noise from the power plant, leakage from the pipe from the
industrial site, and NVH and noise from the vehicles, and analy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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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에스
대 표 자

정영옥

전

031-351-633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10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299번길 67
031-351-6393

http://sns21.co.kr

회사 소개

에스얜에스는 배전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 기기에 관한 고도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전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창립 이래 중전기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고객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입지를 굳혀 왔으며, 앞으로도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고객을 위한 제품 개발, 그리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얜에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품 소개

SF6 GAS를 절연물질로 사용하는 가공용 개폐기로 아시아, 중동 등에서 많이 사용함.
포셀린 부싱 타입, 몰드콘 타입, 폴리머 타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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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Co., Ltd.
PEPRESENTATIVE

Young-Ok Jeung

TEL.

031-351-6337

FAX.

031-351-6393

WEBSITE

http://sns21.co.kr

Booth No

J-100

Company Profile
S&S has been manufacturing distribution switches since 2000 such as Load Break Switches, Auto Section Switches, High / Medium
Voltage Switches and Pad Mounted Switches.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ology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S is
trying to gain customers’ trust through its incessant development in new technology and lasting investment in facilities.

Product Profile
- Pole Mounted SF6 LBS
- Popular use Model in Asia, Middle east Asia
- Porcelain bushing type, Moldcone type, Silicon type
- Controller including 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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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인스트루먼트(주)
대 표 자

송기찬

전

02-2108-188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10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1차 1208호 (구로동)
02-2108-1884

www.corotek.com

회사 소개

1993년 전기/전자/환경 계측장비 제조 및 수입판매업으로 창업하여 각종 특수 시험 설비 설계 제작 , 변류기 2차개방 검출기 개발 및
제작, UV카메라를 개발하였습니다.

제품 소개

COROTEKⓇ-V100은 고전압 방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를 탐지 및 측정하여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 UV카메
라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한 코로나 발생 부분을 탐지, 측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탐지부분의 상황을 녹화 및 재생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발생시 음향 및 화면의 스팟으로 발생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 보

SM Instruments
PEPRESENTATIVE

Song ki chan

TEL.

02-2108 1881

FAX.

02-2108-1884

WEBSITE

www.corotek.com

Booth No

H-104

Company Profile
The company was founded in 1993 as handle in selling reliable electrical test equipment which could fully contribute to customers
satisfaction. And, also, the company is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specific test equipment. The turnover is approximately 2 million
USD worth and currently 10 persons are working in head office. The company outsourcing most of parts for specific test equipment
and performing assembly and final test in its own factory.

Product Profile
This product was developed to prevent the risk in advance by detecting the risk of fire or breakdown of equipment due to electric
discharge. it is the ULTRA VIOLET DETECTING CAMERA

고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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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대 표 자

박준식

전

02-3489-0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30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02-3489-0114
www.st.com

회사 소개

ST에서는 최첨단 제조설비를 갖춘 반도체 공급망을 마스터하고 있는 4만 6천명의 반도체 기술 크리에이터 및 메이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디바이스 제조사이며 10만 이상의 고객사와 수 천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이들의 당면한 도전과 기회에 맞는 제
품, 솔루션, 에코시스템 등을 디자인 및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ST의
기술은 스마트 모빌리티, 더 효율적인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사물인터넷 및 5G 기술의 대규모 확대를 구현합니다. ST는 2027년까지
탄소 중립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t.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

ESD protection for CAN and LIN wires communication
15kw bidirectional PFC

Totem Pole PFC based on MDmesh DM6
6.6kW Bi-directional ESS

3.6KW CCM Totem Pole PFC with ICL

Drive System based on ACEPACKTM 2
Dual Mo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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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icroelectronics

Booth No

M-304

PEPRESENTATIVE
TEL.

02-3489-0114

FAX.

02-3489-0114

WEBSITE

www.st.com

Company Profile
At ST, we are 46,000 creators and makers of semiconductor technologies mastering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with state-ofthe-art manufacturing facilities. An independent device manufacturer, we work with more than 100,000 customers and thousands
of partners to design and build products, solutions, and ecosystems that address thei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d the need
to support a more sustainable world. Our technologies enable smarter mobility, more efficient power and energy management, and
the wide-scale deploy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5G technology. ST is committed to becoming carbon neutral by 2027.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st.com.

Product Profile
ESD protection for CAN and LIN wires communication
15kw bidirectional PFC
Totem Pole PFC based on MDmesh DM6
6.6kW Bi-directional ESS
3.6KW CCM Totem Pole PFC with ICL
Drive System based on ACEPACKTM 2
Dual Mo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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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솔루션
대 표 자

송기현

전

032-215-805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0 (가좌동)
032-232-3254

www.hesolution.co.kr

Booth No

I-300

hesolutdion

I-300

PEPRESENTATIVE

Song Ki hyun

TEL.

032-215-8053

FAX.

032-232-3254

WEBSITE

www.hesolution.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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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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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피이씨
대 표 자

백승남

전

02-571-700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3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6 (가산동)
02-2055-1365

www.apecorp.org

회사 소개

(주)에이피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 및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2008년 설립 이래 환경보존을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이를 연
계하는 전력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제공하고있습니다.

4대강 사업 소수력발전소와 당진 제2소수력, 북평 해양수력의 성공적 준공과 태안9,10호기 소수력발전 및 용담 다목적댐 소수력 발
전소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5건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해외프로젝트의 실증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에 있습니다.

Asian Power & Energy Corp.
PEPRESENTATIVE

Simon N.Paik

TEL.

02-571-7002

FAX.

02-2055-1365

WEBSITE

www.apecorp.org

Booth No

N-303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8, we have provided engineering systems ranging from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to power
systems that link them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small hydroelectric plant with Four Major River project, the Dangjin 2 hydroelectric power, and five joint R&D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torage systems are successful performed.
In the future, APEC will be joining in the world through continuous R&D.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속에 거듭나는 (주)에이피이씨가 될 것입니다.

제품 소개

▪제품설명

Cross Flow

-Impulse turbine

-주로 수직 또는 수평 Inlet을 사용하여 제조됨. 단, 샤프트는 항상 수직의 형태
-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워터젯을 사용

Product Profile
Cross Flow
- Impulse turbine
- These turbines can be manufactured with a vertical or horizontal inlet. However, the shaft is always horizontal.
- A wide rectangular water jet is used.
- The water enters the runner radially, it then passes through the runner and strikes the blades again on exit

- 물이 런너로 빠르게 유입된 후 통과하여 터빈 날개를 강타하고 다시 빠져나가며 작동
▪제품개요 및 특징

-발전출력: 300kW내외
-반동(Reaction)수차

- 중낙차(Head), 중유량(Discharge)에 대응
- Distributor 제어(Single regulation)

- 일반하천(Fresh Water)에 적용되는 소수력 발전설비로, 유황이 비슷한 한국,
동남아시아 및 일본에 사용되며 특히 유지보수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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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

Booth No

L-301

대 표 자

김광순

전

02-2135-793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동)
02-2135-7938

www.ekos.co.kr

회사 소개

태양광발전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발전시시템, 수배전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 DC배전,

ESS(Energy Storage System), BEMS용 전력계측시스템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소개

EKOS

Booth No

L-301

PEPRESENTATIVE

KIM Kwang Soon

TEL.

02-2135-7937

FAX.

02-2135-7938

WEBSITE

www.ekos.co.kr

Company Profile
As a leading company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wer conversion devices, EKOS CO., Ltd develops and supplies solar
inverters from the smallest capacity to the largest capacity in the world.

Product Profile

○ 이중 레인 면진장치에 의한 기능 유지와 자동소화장치를 갖춘 배전반

지진 등의 진동 시에도 수배전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이중 레일의 면진장치를 수배전반 하단에 설치하여 진동에 대응하고, 진동에

의한 체결 부위의 이완 및 과부하에 의해 배전반 내에서 화재가 예상되는 지점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화재 시 발화점을 자동으로
소화시키며, 배전반 내 차단기 등 주요 부품의 케이블간의 연결부위에 소화절연테이프를 채용하여 화재가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배전반
○ Color BIPV

- PVMax Color BIPV는 기존 태양광 모듈의 색상과 패턴의 한계를 극복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요소 제안
- 건물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다양한 고객님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컬러 BIPV 모듈 개발

- 고 내구성, 열 안정성(고온 및 UV등 투과율) 및 컬러 직사광선에 의한 변색 등에 대해 장시간 신뢰성 데이터 확보

- 기존의 일반적인 컬러유리에 비해 투과율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태양전지에 대한 차폐율도 높아 다양한 색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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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파워텍
대 표 자

조윤숙

전

032-710-152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Booth No

F-208

F-208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충무공동)
070-8673-2450

www.ecopowertec.kr

회사 소개

(주)에코파워텍은 2014년에 설립하여 플랜트 설비에 보온재, 밸브 및 발전설비 등을 납품 및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지적재산권과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9001 품질인증으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ESG 경영을 통하여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 공

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혁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더 큰 만족을 드리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1. 4R Cover(보온재)

- 발전소 및 플랜트 고온설비인 배관, 밸브 및 터빈 등의 단열을 위하여 설치되는 제품으로 단열성 우수, 탈부착성이 가능하여 재사용
가능, 분진 발생이 없고, 복잡한 시설에도 설치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제품입니다.
2. 스윙 블라인드 밸브

- 분체 차단용 밸브로 발전소 회처리 호퍼 하단에 설치되어 기밀성능이 우수하고, 작동성이 편리하여 전기집진기 수세정시 수세정

기간을 단축 및 세정액의 누수를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및 혁신제품으
로 지정되었습니다.

3. 다기능 디지털 신호수기

- 본 제품은 신호수 기능과 가스유출탐지가 가능한 제품으로 가스누출시 신호수기에 표시되어 효과적으로 작업자의 위험사항을 전
달할 수 있습니다.(최대 120dB 소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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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RESENTATIVE
TEL.

032-710-1525

FAX.

070-8673-2450

WEBSITE

www.ecopowertec.kr

Company Profile
Founded in 2014, Ecopowertec. Co., Ltd. specializes in the supply and construction of thermal insulation materials, valves and
power generation equipment to plant equipment. As a result of continuous R&D to identify and satisfy customers' needs, we have a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erformance certifications. In addition, we are striving to provide the best quality with ISO
9001 quality certification. From 2021, we will consider the environment through ESG management, do our best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society by practicing ethical management. Based on innovation and challenging spirit, we will do our best
to become a company that provides greater satisfaction to customers with excellent products and services.

Product Profile
1. 4R Cover
This product is installed to insulate high-temperature pipes, valves and turbines of power plants and plants. It is a customized product
that has excellent insulation performance, is removable and reusable, does not generate dust, and can be installed in complex
facilities.
2. Swing blind valve
- As a powder shutoff valve, it is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power plant ash treatment hopper and has excellent airtight
performance and convenient operation.
3. Multifunctional digital signage machine
- This product is capable of signal count function and gas leak detection. In case of gas leak, it is displayed on the signal machine and
effectively communicates dangers to workers. (Maximum 120dB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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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스콤
대 표 자

강인철

전

051-315-899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3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81 (감전동)
051-315-8992

www.elscom.co.kr

회사 소개

2004년에 설립된 ㈜엘스콤은 Oil & Gas 분야의 On Shore & Off Shore Plant를 위한 방폭 솔루션을 개발, 공급합니다. 당사는

ISO 9001, ISO 14001 및 ISO 45001의 인증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Aluminium Alloy, SUS316, GRP 등으로 구성된 Ex de/d/e/em type 등의 방폭 제품과 AMP용 7.2kV 350A Plug & Socket, 700A
Socket Box 및 기타 중전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Ex de type 컨트롤스테이션 (GRP/SUS)

* Ex de type 디스트리뷰션보드, Ex d/e type 정션박스 (AL/SUS)
* Ex de type 로컬컨트롤스테이션 (GRP/SUS)

* 육상전원공급장치용 7.2kV 350A 플러그, 소켓
* 7.2kV 700A Socket Box & SPO Box
* 7.2kV 800A Dis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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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COM Inc.
PEPRESENTATIVE

In-Cheol Kang

TEL.

051-315-8990

FAX.

051-315-8992

WEBSITE

www.elscom.co.kr

Booth No

N-300

Company Profile
Founded in 2004, ELSCOM develops and supplies explosion proof products for onshore and offshore plant applications in Oil & Gas
industry. The company’s philosophy emphasizes safety and environment with certificates under ISO 9001, ISO 14001 and ISO 45001.
Based on the latest technology, we supply products those are explosion proof of Ex de/d/e/em type consisting of Aluminum Alloy,
SUS316, GRP, 7.2kV 350A Plug & Socket, for AMP and other heavy electric equipment.

Product Profile
* Ex de Control Station (GRP/SUS)
* Ex de Distribution Board & Ex d/e Junction Box (AL/SUS)
* Ex de Local Control Station (GRP/SUS)
* 7.2kV 350A AMP Plug & Socket for AMP
* 7.2kV 700A Socket Box & SPO Box for AMP
* 7.2kV 800A Disconnector, Certified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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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아이티
대 표 자

정우철

전

055-262-075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1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팔용동)
0552620570

http://www.mgitcorp.com

회사 소개

(주)엠지아이티는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용 드론 전문회사입니다. 세계 드론 기업 1위 DJI 엔터프라이즈 공식수입사로 DJI사의 산업용 드론 및 소

프트웨어를 공식 수입 및 유통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및 진단을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엠지아이티는 열화상 분석을 통한 인프라 점

검 및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점검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GIS기반의 태양광 패널 분석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

불어 국토교통부 인가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여 드론 국가 자격증, 공공기관 임무 특화 교육, 그 외 산업용 드론 솔루션에 특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DJI 엔터프라이즈 드론 및 카메라

1) Matrice 300 RTK: 전천후 최고 사양의 산업용 드론. 측량, 점검, 영상 촬영, 그 외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임무 상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모델에 비해
매우 강력한 내풍,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최대 비행시간 55분, 6방향 장애물 감지 센서 장착, RTK지원으로 높은 포지셔닝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2) 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 컴팩트한 크기와 무게로 휴대성이 높은 산업용 드론. 일반 RGB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모두 장착하여, 시설물 및 발전소
에 대한 열화상 촬영 및 점검이 가능합니다.

3) 젠뮤즈 H20T: 광각 카메라, 줌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총 3개의 카메라를 지원하며, 레이저 거리 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임무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

한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센서를 통해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이나 태양광 패널, 에너지 시설 등의 시설물 점검이 가능하며, 장거리 관측이 필요한 점검
임무에도 효과적입니다.

4) 젠뮤즈 L1: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 된 항공 라이다 카메라로 RTK 실시간 오차 보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측량으로 부족한 정밀
측량이 가능하여 전력선 등 에너지 시설 점검에 효과적입니다.

5) 젠뮤즈 P1: 드론 카메라 중 가장 큰 센서를 장착하여 초고화질의 이미지 취득이 가능하며, 0.7초의 셔터 스피드로 인해 빠르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구역 촬영시 업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항공 촬영, 3D 모델링 임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DJI TERRA: 손쉬운 임무 생성 및 데이터 후처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2D 지도 및 3D 모델 실시간 생성, 젠뮤즈 L1으로 취득한 라이다 데이터 처리가 능
합니다.

MGIT

Booth No

M-101

PEPRESENTATIVE

Jeong Woo Chul

TEL.

055-262-0750

FAX.

0552620570

WEBSITE

http://www.mgitcorp.com

Company Profile
MGIT Co., Ltd. is an commercial drone company that lea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dustry in Korea. MGIT is an authorized
importer of DJI Enterprise which is the world's No.1 drone company and distribute official products and software to clients. MGIT is
expanding business area by providing drone inspection on infra and solar panel through thermal analysis and currently developing
solar panel monitoring software based on GIS. Along with drone solution service, MGIT is operating dron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onducting drone 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Also, MGIT is in charge of mission-specific educ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es educational programs specialized for industrial drone solutions.

Product Profile
* DJI Enterprise drones and cameras
1) Matrice 300 RTK
: Matrice 300 RTK is a commercial drone with the highest all-weather specifications. It can be used for surveying, inspection, video
shooting, and other mission situations required by customers, and supports very strong wind resistance and waterproof dustproofing
compared to other models. Up to 55 minutes of flight time, equipped with a 6-way obstacle detection sensor, and RTK support
provides high positioning accuracy.
2) Drone cameras compatible with Matrice 300 RTK
- Zenmuse H20T: Multi sensor camera supports a wide-angle camera, a zoom camera, a thermal imaging camera and laser
distance measurement.
- Zenmuse L1: LiDAR camera can collect accurate data with real-time error correction(RTK).
- Zenmuse P1: RGB camera can acquire ultra-high-definition images and supports a shutter speed of 0.7 seconds.
* Solar energy analysis software
: the software based on GIS can locate damaged solar panel and check the power generation.

*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 GIS기반 태양광 패널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각 패널의 고장 위치와 발전량 확인 및 주기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력 점검 대비 90% 이상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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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전기(주)
대 표 자

공호영

전

032-671-718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1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38번길 43 (내동) 내동
032-676-0344
www.yhe.kr

회사 소개

영화산업전기(주)는 1962년에 설립된 계기용 변성기 전문 제조 및 수출업체로 설립이후 60년간 국산 변성기제품의 품질선진화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성기관련 특허12건, 실용신안 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내 변성기업계 최초로 24kV 몰드형 MOF의 신뢰성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MOF(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 그 공로를 인정
받아 동탑산업훈징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생산제품은 230V부터 72.5kV까지의 MOF,CT,PT 및 에폭시절연물입니다. 생산제품 전체에 대하여 ISO9001인증 및 KS표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일찍이 1995년/2000년도에 24kV 및 12kV급 CT,PT 9개품목에 대하여 KEMA
(네덜란드소재 국제공인 시험기관) CERTIFICATE OF TYPE TEST를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오랜 기업역사가 증명하듯 우수한 전기적 특성, 오랜 내구성(안정된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제품 소개

계기용 변압기(PT),변류기(CT) :

배전선로의 고전압(대전류)를 각종 지시계기 및 계전기에 알맞은 저전압(소전류)로 변성하여 주는 중요 전기기기.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MOF) :

배전선로의 고전압 및 대전류를 전력량계에 알맞은 저전압 및 소전류로 변성하여 주는 중요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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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hwa Industrial Electric Co.,Ltd
PEPRESENTATIVE

Ho-Young, Kong

TEL.

032-671-7184

FAX.

032-676-0344

WEBSITE

www.yhe.kr

Booth No

L-100

Company Profile
YOUNG-HWA INDUSTRIAL ELECTRIC CO., LTD. IS THE LEADING MANUFACTURER OF MEDIUM VOLTAGE INSTRUMENT
TRANSFORMERS WITH 60 YEARS' EXPERIENCE IN KOREA.
-MAIN PRODUCTS
230V~72KV MOF(=METERING TRANSFORMER), CT, PT & EPOXY MOLD PRODUCTS SUCH AS BUSHINGS, SPACERS & BARRIERS
FOR ELECTRIC PANELS.
-RUNNING AN R&D CENTER SINCE 1996
-HOLD 12 PATENTS RELATED TO MOF,CT,PT
-OBTAINED KEMA'S CERTIFICATE OF TYPE TEST IN 1995/2000
-OBTAINED ISO9001 (SINCE 1999) & KS MARKING APPROVAL FOR ALL PRODUCTS
-GOT A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Product Profile
CUTTRNT TRANSFORMER (VOLTAGE TRANSFORMER) :
TRANSFORMS BIG CURRENT (HIGH VOLTAGE) OF THE DISTRIBUTION LINES INTO SMALL CURRENT (LOW VOLTAGE) SUITABLE
FOR METERS AND RELAYS.
MOF(METERING UNIT) :
TRANSFORMS BIG CURRENT & HIGH VOLTAGE OF DISTRIBUTION LINES INTO SMALL CURRENT & LOW VOLTAGE SUITABLE
FOR KWH-METER, ONLY FOR THE METERING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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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샘코
대 표 자

문성환

전

031-944-352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36
031-944-3525

www.osemco.com

Booth No

E-205

OSEMCO Co., Ltd.
PEPRESENTATIVE

Sunghwan MOON

TEL.

031-944-3521

FAX.

031-944-3525

WEBSITE

www.osemco.com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1. CTTS

일반 ATS에서 절체 시 순간 정전이 발생하는데 반해 CTTS는 절체 시
양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경우, 양 전원을 100ms이내에서 중첩하여
무정전으로 절체하는 제품.

Booth No

E-205

1. CTTS : 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2. ATCB : Automatic Transfer Circuit Breaker
3. BY-PASS ATS
4. ATS Controller

2. ATCB

ACB와 ATS의 기능을 단일 제품으로 통합.

기존 설비의 인터록의 불안정 문제를 한 대의 기기로 해결.
보호계전기 내장.

3. ATS ControllerATS를 제어하기 위한 기기로 절체제어, 485통신,
BY-PASS 연동, 동기절체 등 다양한 기능 및 옵션 제공.(KC인증)
1. CTTS : 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2. ATCB : Automatic Transfer Circuit Breaker
3. BY-PASS ATS

4. ATS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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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기전(주)
대 표 자

문성환

전

031-944-352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36
031-944-3525

www.osemco.com

Booth No

E-204

O-Sung Electric Machinery CO.,LTD
PEPRESENTATIVE

Sunghwan Moon

TEL.

031-944-3521

FAX.

031-944-3525

WEBSITE

www.osemco.com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1. CTTS

일반 ATS에서 절체 시 순간 정전이 발생하는데 반해 CTTS는 절체 시
양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경우, 양 전원을 100ms이내에서 중첩하여
무정전으로 절체하는 제품.

Booth No

E-204

1. CTTS : 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2. ATCB : Automatic Transfer Circuit Breaker
3. BY-PASS ATS
4. ATS Controller

2. ATCB

ACB와 ATS의 기능을 단일 제품으로 통합.

기존 설비의 인터록의 불안정 문제를 한 대의 기기로 해결.
보호계전기 내장.

3. ATS ControllerATS를 제어하기 위한 기기로 절체제어, 485통신,
BY-PASS 연동, 동기절체 등 다양한 기능 및 옵션 제공.(KC인증)
1. CTTS : 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2. ATCB : Automatic Transfer Circuit Breaker
3. BY-PASS ATS

4. ATS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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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텍코리아 유한회사
대 표 자

우베보그트

전

0704348125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11 (서초동)
070-8270-0799

www.aucotec.com/kr

회사 소개

AUCOTEC은 기계, 플랜트 설비, 차량의 수명 주기에 걸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35년 이상
의 개발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UCOTEC의 솔루션은 대형 플랜트 시스템의 플로우 다이어그램 및 프로세스 제어/전기 기술에서

차량 산업의 모듈식 내장 전원 공급 유닛까지 다양합니다. 독일 하노버에 위치한 AUCOTEC 본사 및 독일 내 6개의 지점과 대한민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에 위치한 지사, 그리고 전세계 파트너 사에서 소프트웨
어 공급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코텍코리아는 2016년에 설립되어 자동화 장비, 반도체 설비, 자동차 하네스, 전력 시스템 뿐만 아니라 환경/화학/해양/석유/가스

AUCOTEC KOREA

Booth No

F-310

PEPRESENTATIVE
TEL.

07043481250

FAX.

070-8270-0799

WEBSITE

www.aucotec.com/kr

Company Profile
Aucotec AG has more than 35 years’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engineering software designed for use throughout the
service life of machinery, plant equipment and mobile systems. Solutions range from flow diagrams and process-control/electrical
technology for large-scale plant systems to modular on-board power supply units designed for the automotive industry. Software
supplied by Aucotec is currently in operation throughout the world. Hanover-based Aucotec also operates six further sites in its home
country of Germany, along with subsidiaries in South Korea, China, France, Italy, Austria, Poland, Sweden,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while counting on a global network of partners to supply local support throughout the world.

플랜트 공정 산업 등 국내 다수의 대, 중소 기업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래픽 중심에서
단일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과 설계 및 도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제품 소개

엔지니어링베이스는 플랜트, 장비, 자동차, 프로세스 등 여러 산업군의 선진 기업들과 공동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솔루션으로 단일 데
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다이어그램 플랫폼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링베이스의 Plant 제품군은 프로

세스 공정 설계부터 계장 설계, 준공 설계에 해당하는 전기 설계에 대하여 산출물 자동 생성, 자동 넘버링, 자동 품질 검증 등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면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 도면 관리를 지원하는 공정 관리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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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Engineering Base supports the entire lifecycle of machines, plants and mobile systems in a trans-disciplinary, collaborative and
database-driven way. This unique spectrum redefines your daily engineering life. Much faster project turnaround times, fewer
mistakes and agreements, no unnecessary crosschecks and synchronization. All core disciplines united in a versatile data model in
only one database. Your new everyday life: pure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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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영
대 표 자

정운범

전

041-411-38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1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122-20
041-411-3838

www.woonyoung.com

회사 소개

(주)운영은 1978년 창업 이래 트랜스포머 전문 제조업체로서 전압 및 용량, 형태별로 다양한 트랜스포머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원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최적의 자동화 제품들을 개발하여 전력전자 종합생산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품질에서도 ISO9001, KS, cUL, CE, CSA, TUV, Q 마크 등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제어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보호기
기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주요 플랜트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및 국내 5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삼성, LG, 현대중공업, LS엠트론 등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으며, Tokyo
Electron Ltd. 한국지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대만,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기업 이념으로 전력 전자 관련 산업에 최고의 품질을 공급하여 신뢰받는 (주)운영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품 소개

트랜스포머, 리액터,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 (NCT), 무접점 전자 릴레이 (SSR), 스위칭 파워서플라이 (SMPS),

노이즈필터, 서지 낙뢰 보호기 (SPD), 영상고조파필터 (ZHF), 수동형고조파필터(PHF), 능동형고조파필터(AHF),

마이크서지필터(MSF), 전력제어 유니트 (TPR), 누전경보기 (ELD), 지락검출계전기 (GFR), 계기용 변성기 (CT, VT), 영상변류기
(ZCT), 판넬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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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oung Co.,Ltd
PEPRESENTATIVE

Woon-Bum, Chung

TEL.

041-411-3800

FAX.

041-411-3838

WEBSITE

www.woonyoung.com

Booth No

E-100

Company Profile
• Since established on 1978 WOONYOUNG has being produced various kind of TRANSFORMER as voltage & capacity, Specialty of
TRANSFORMER .
• And has grown up to producing electronic parts as one of top company with developing optimum automation for power supply &
noise arrangement
• Approved quality certification as ISO9001, KS, cUL, CE, CSA, TUV, Q mark .
• Main market is local major plant and oversea market for power protection devices.
• Currently business with big Korea group company as Samsung, LG, HyunDai through their head office and 46 of distributors.
• Currently business with Japanese company Tokyo Electron Ltd
• Export to oversea market : China, Taiwan, Spain ,etc.
WOONYOUNG will do all the best for customer satisfaction !

Product Profile
• TRANSFORMER • REACTOR
• NOISE CUT •TRANSFORMER[NCT] • ZERO SEQUENCE HARMONICS FILTER[ZHF]
• Micro Surge Filter (MSF) •Passive Harmonic Filter (PHF) •Active Harmonic Filter (AHF)
• SURGE PROTECTIVE DEVICE[SPD] • SOLIDE STATE RELAY [SSR]
• THYRISTOR POWER REGULATOR [TPR] • Switching Mode Power Supply (SMPS)
• DIGITAL PROTECTIVE RELAY • EARTH LEAKAGE RELAY
• GROUND FAULT RELAY • METERS(Digital/Analog)
• CT, VT, EVT & Z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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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석하이테크
대 표 자

박양석

전

02-463-839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2 흥인빌딩 301호 (성수동2가)
02-497-1830

www.wstech.co.kr

회사 소개

(주)원석하이테크

제품 소개

디지털파워메타, 자동역률조절기, 스마트분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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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H-300

WON SEOK HI TECH CO.,LTD.
PEPRESENTATIVE

PARK YANG SEOK

TEL.

02-463-8394

FAX.

02-497-1830

WEBSITE

www.wstech.co.kr

Booth No

H-300

Company Profile
WONSEOK HITECH

Product Profile
Digital Power Meter, Auto power factor controller, Smart energy me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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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컨덕터
대 표 자

지상현

전

031-319-909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303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25로58번길 16 (정왕동)
031-434-9479

WWW.WONCE.CO.KR

회사 소개

중전기 접속재, 도체, 금구류 및 부품 XLPE OF, 지중 케이블 접속함 용 금구의 전문생산과 Epoxy 주형 금형 및 APG 금형과 기타 산
업기기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

제품 소개

컨덕터, 씰 , 접속제, 접속밴드, 초고압 케이블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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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CONDUCTOR
PEPRESENTATIVE

JI SANG HYUON

TEL.

031-319-9090

FAX.

031-434-9479

WEBSITE

WWW.WONCE.CO.KR

Booth No

M-303

Company Profile
A company that mainly produces heavy electric connection materials, conductors, gold tools and parts XLPE OF, and gold tools for
underground cable connection, as well as Epoxy molds, APG molds, and other industrial equipment.

Product Profile
Conductor, seal, connecting agent, connecting band, connecting box with ultra high pressur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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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웨어솔루션
대 표 자

윤애경

전

033-761-878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7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6-37
033-761-8789

www.wearsolution.co.kr

회사 소개

(주)웨어솔루션은 2014년도에 설립되어 내마모철판 및 굴삭기 버킷 등의 생산을 시작으로 세라믹 파이프, 텅스텐 융사, 내화물 설

치, Turn Over Belt Conveyor System, GRP 복합관,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펠라 블레이드, 굴삭기 버킷, 세라믹 강
관, 세라믹 강판,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공업, 시멘트사, 제철소, 발전소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과 해외로 판매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내마모 철판

일반 Mild Steel Plate면 위에 크롬 카바이드 육성 용접을 하여 일반 철판에 비해 약 30배의 내마모 성능을 향상한 제품
Sus Plate, Hardox 등에도 가능 : 로크웰경도 HRC 58~62
2. 텅스텐 Fusing시공

마모가 극심한 Blade 면이나 기타 제품에 텅스텐 카바이드 파우더를 녹여서 부착하여 내마모성을 극대화 시킨 시공방법(특허획득)
기존 내마모육성용접에 비해 3배~5배 : 로크웰 경도 HRC 68~71
3. 세라믹 파이프

소결하여 가공한 세라믹 Tile 및 Tube를 내부에 투입하여 본드로 부착한 세라믹 파이프
4. 내화물

1650℃이상 고온에 사용하여 열마모에 탁월한 Refractory & Precast 시공.

특히 Coal Burner와 Cyclon에 적용, 인도와 태국, 베트남 수출품에 시공하여 중공업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
5. Turn Over Belt Conveyor System

Belt Conveyor에서 발생하는 낙진, 비산분진을 방지하는 제품

집진효율 증대로 동력비 절감, 미분탄으로 인한 화재 예방, 덕트 막힘 방지
6. GRP Ceramic 복합관

Wear Solution Co., Ltd
PEPRESENTATIVE

Yoon, Ae-Kyung

TEL.

033-761-8780

FAX.

033-761-8789

WEBSITE

www.wearsolution.co.kr

Booth No

G-107

Company Profile
Wear Solution Co., Ltd. was established in 2014 and produces Wear Plate, Bucket, Ceramic Pipes, Tungsten Fusing, Refractories
installation, Turn Over Belt Container System, GRP Composite Pipe, etc. Also have patents for impella blades, excavator bucket, etc.
We supplies products to heavy industries, cement companies, steel mills, and power plants, and has not stopped effort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and expand sales market overseas.

Product Profile
1. Wear plate
Improves abrasion resistance about 30 times compared than general steel plate by welding chromium carbide on the surface. HRC
58-62.
2. Tungsten Fusing
Maximizes abrasion resistance by melting and attaching tungsten carbide powder (patented). HRC 68-71
3. Ceramic pipe.
Inserting a sintered ceramic tile and tube inside pipe and attach with bond.
4. Refractories
Excellent for heat wear (1650°C or higher).
Applied to Cole Burner and Cyclone.
5. Turn Over Belt Conveyor System
Prevents fallout and scattering dust from Belt Conveyor.
Increase dust collection efficiency to reduce power costs, prevent fires caused by fine coal, and prevent clogging of ducts.
6. GRP Ceramic Complex.
Supplements durability and brittleness by bonding the wear-resistant liner layer and the composite winding layer.
Wear resistance, corrosion resistance, ease of construc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내마모 강화 라이너 층과 복합 와인딩 층을 접합하여 내구성 및 취성 보완한 제품
내마모, 내부식, 시공 용이, 경제성을 가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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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윌링스
대 표 자

안강순

전

031-326-3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031-326-3099

Booth No

N-400

WILLINGS CO.Ltd.

N-400

PEPRESENTATIVE
TEL.

031-326-3000

FAX.

031-326-3099

WEBSITE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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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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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전기공업(주)
대 표 자

유인창

전

031-871-880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3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1253번길 39-42
031-871-8810

www.youho.co.kr

회사 소개

유호전기공업(주)는 1979년 창사 이래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

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고부가치를 창출
하기 위한 무한한 도전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100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SA 혼용 운영 시스템

기존 legacy 형태의 변전소가 디지털화되는 중간과정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 legacy 변전 운영방식과 디지털 변전 운영방식을
함께 혼합 운영하는 시스템
2. 종합예방진단 시스템

종합예방진단시스템은 발·변전소 내 GIS와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센서를 통해 취득하고, Local Unit를 통해 처리된 디지털 신
호를 진단 Unit으로 전송하며, 진단 Unit의 요소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감시, 분석, 진단하고, 이상 징후로 판단된 Data 및 중요정
보를 HMI로 전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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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HO ELECTRIC IND.CO.,LTD
PEPRESENTATIVE

You In-Chang

TEL.

031-871-8801

FAX.

031-871-8810

WEBSITE

www.youho.co.kr

Booth No

I-300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9, Yuho Electric Industrial Co., Ltd. has been constantly striving to stably supply electricity,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spirit of future-oriented challeng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duct Profile
1. 154kV Hybrid Substation Automation Operating System
A system that is applied in the intermediate process of digitizing existing legacy substations, and a system that mixes legacy
substation operation method and digital substation operation method together
2. Substation Total Diagnostic System
The Substation total diagnosis system acquires signals generated from GIS and transformers in power plants
and substations through sensors, transmits digital signals processed through local units to the diagnosis unit,
and monitors and analyzes using algorithms for each element of the diagnosis unit.
Diagnoses, and transmits data and important information determined as abnormal symptoms to H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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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씨

Booth No

N-204

대 표 자

신동균

전

070-4353-651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관양동)
070-4353-6630

회사 소개

EOC는 열화상카메라와 열화상 영상과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2015년부터 열화상 IP 카메라 개발에 착수해 2016년 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시작으로 현대건설등 방화 솔루션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하나로 결합한 듀얼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의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 및 재난 모니터링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국내 및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도약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가) 사람. 사물의 온도를 열화상 영상에 표시하여 항구, 항만 등에 침투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감지하고 일반영상(HD급)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듀얼센서를 장착함.

나) IP Camera Onvif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CCTV 시스템과 통합 운영 가능 함

다) 열화상 영상과 HD급 일반영상을 합성영상으로 위험온도 감지 및 식별력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듀얼스트리밍을 지원함.
라)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이상 고온을 확인하여 위험 온도에 도달하면 알람이 울려 화재예방에도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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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Booth No

N-204

PEPRESENTATIVE
TEL.

070-4353-6510

FAX.

070-4353-6630

WEBSITE

Company Profile
EOC is a venture company that develops and produces thermal imaging cameras and software that monitors and stores thermal
images and temperature data in real time.
We started developing thermal imaging IP cameras in 2015 and completed development in early 2016. Starting with Uls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have expanded our business to fire protection solutions businesses such as Hyundai E&C.
In 2017, we developed and started selling a dual thermal imaging camera that combines a general camera and a thermal imaging
camera into one.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coronavirus has been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which is having a major impact on the market
expansion of the thermal imaging camera we are developing, and the demand for it is exploding.
The global security and disaster monitoring market is growing very fast and we are exporting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I
will leap forward.

Product Profile
a) people. A dual sensor is installed to detect a person or vehicle penetrating a port or port by displaying the temperature of an object
on the thermal image image, and to check it with a general image (HD level).
B) Integrated operation with pre-installed CCTV system is possible using IP Camera Onvif standard protocol
C) Dual streaming is supported to enhance the detection and discrimination of dangerous temperature and real-time monitoring of
thermal image and HD level general image as a composite image.
D) It is possible to prevent a fire by checking the abnormal high temperature before a fire and when the dangerous temperature is
reached, an alarm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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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웨이브솔루션
대 표 자

유승철

전

031-689-575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Booth No

L-300

L-30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당정동)
070-8630-5958

회사 소개

㈜이웨이브솔루션은 2012년 설립이래로 global 표준 전장 설계 솔루션인 EPLAN의 공급, 교육 및 전장 설계 표준화 구축 컨설팅

PEPRESENTATIVE
TEL.

031-689-5757

FAX.

070-8630-5958

WEBSITE

Company Profile

있습니다.

EWAVESOLUTION is a specialized electrical engineering company that has provided professional consulting service for
standardization of electrical design, EPLAN training and license offering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2
Besides electrical engineering, we are the optimized electric components distributor requires for FA equipment and domestic
distributor of the EATON Electrical in US
We have established as a optimized electrical engineering partner for the development of FA technology in Korea in the field of
electrical design and parts.

“신뢰와 기술의 Electrical Engineering Partner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WAVESOLUTION WILL BECOME A COMPANY that develops further as a partner of trust and technology.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장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전장설계 영역 뿐만 아니라, fa 설비에 필요한 최적의 전장 부품 distributor로, 미국 EATON사의 국내 DISTRIBOR입니다.

또한 전장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와 전장 부품 분야에서 국내 FA 기술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전장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제품 소개

EATON의 LV 전력 분배 시스템은 공장 시설 이나 공정 전반에 걸쳐 전력을 분배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다양한 저전압 전기 장비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성 향상,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EATON사의 LV 및 MV 회로 차단기는 산업 시설, 상업 시설 및 위험 영역에서의 전선 과열 차단,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한 최적의 보호
기능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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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EATON Low-voltage power systems improve reliability, increase efficiency and enhance safety with a broad portfolio of low-voltage
electrical equipment that distributes, monitors and managers power throughout your facility or operation.
EATON’S low and medium-voltage circuit breakers provide premium protection for overheating wires, overloads and short circuits in
commercial, industrial and hazardous area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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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테크
대 표 자

양희윤

전

031-479-581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3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호계동)
031-479-5811

www.egscope.com

회사 소개

영상 현미경 및 산업용 내시경, 화상측정 프로그램등을 전문적으로 제조,공급하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 2M 영상현미경 및 NICS 현
미경을 출품하여 고객에게 깊은 대화할 것이며 또한 내시경 시스템은 산업전반에 걸쳐 내부 관찰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품 소개

금속, 재료, 전자, 전기, 기계, 화학분야에 크랙, 이물, 용접 등 결함 부위를 다양하게 검사, 분석할수 있는 영상현미경 및 산업용내시
경입니다. 본 장비는 이동성이 용이하며 누구나 손쉽 장비를 다룰 수 있어 편리성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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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TECH

Booth No

E-304

PEPRESENTATIVE

YANG HEE YUN

TEL.

031-479-5810

FAX.

031-479-5811

WEBSITE

www.egscope.com

Company Profile
Where you can not directly see with your eyes .And you can easily capture the image to store by main unit after inspection. You can
magnify and seach invisible inside of objects.

Product Profile
VIDEO MICROSCOPE SYSTEM
VIDEO BORESCOPE SYSTEM

263

(주)이플전기
대 표 자

윤현복

전

031-271-600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18-32 (이목동)
0502-271-3737

www.epluselectric.co.kr

회사 소개

이플전기는 전력기기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독보적인 강소기업을 목표로 설계, 제조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Recloser와 RMU에, 국내에서는 친환경 LBS, C-GIS에 포커스를 맞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한 부문까지 고객 니즈를 수용하면서 가격 및 품질에서 최강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수출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일신우일신
정진하고 있는바, 세계와 미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품 소개

<Epoxy Mold Recloser>

<Product introduction of Epoxy Mold Recloser>
㈜이플전기의 리클로저는 에폭시 절연 제품으로, SF6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며, 가스 누설 또는 보충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폭시의 우수한 절연 성능으로 인해 일반 지역은 물론 염진해 오손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본체 탱크와 제어함은 부식에 강한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작 방식으로는 Magnetic Actuator를 사용함으로써 본체 부의 부품을 간소화 시켜 유지보수가 편리해졌으며, 10,000회의 개폐 동
작 성능이 보증 됩니다. 제어부는 방향성 계전 요소가 포함 된 FRTU 일체형 Digital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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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US ELECTRIC CO.,LTD.
PEPRESENTATIVE

YOON HYUN BOK

TEL.

031-271-6003

FAX.

0502-271-3737

WEBSITE

www.epluselectric.co.kr

Booth No

F-202

Company Profile
E-Puls Electronics Co., Ltd is investing intensively on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areas to become an unique small hidden
champion that is prepared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in electronics area and we are accomplishing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some sectors.Especially, we are focusing at Recloser and RMU for off-shore markets and environmental friendly LBS and C-GIS for
domestic market. In order to leap and become an exporting company by releasing the best quality competitive products continuously,
we are devoting and newly improving ourselves day by day incessantly while reflecting the needs of the customers in detail. We
sincerely expect your endless interest and support so that we can stand in the center of the world and future.

Product Profile
<Epoxy Mold Recloser>
<Product introduction of Epoxy Mold Recloser>
As an epoxy insulation product, Recloser of e-Plus Electronics Co., Ltd is more like an environmental friendly product as it does not
use SF6 gas at all and it does not require maintenance works due to the leakage or supplement of gas. Thanks for the excellent
insulating performance of epoxy material, this product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general areas but also for the salt and dust
polluted areas as well. Corrosion resistant stainless steel is used on main tank and controller enclosures.
Magnetic Actuator is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which simplified the components of the main body and makes the
maintenance work easy. In the meantime, 10,000 times of switching over operation is guaranteed and directional relay included builtin type FRTU digital component is applied on th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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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피이
대 표 자

최종현

전

031-497-018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25로58번길 52 (정왕동)
031-433-0182
epe.co.kr

Booth No

E-303

Electric Power Engineering Co.,Ltd.
PEPRESENTATIVE

Jong-hyeon Choi

TEL.

031-497-0188

FAX.

031-433-0182

WEBSITE

epe.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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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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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더스비젼
대 표 자

김상인

전

0106749010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103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약대동)
032-724-9078

http://www.indusvision.com/

회사 소개

인더스비젼은 산업용 방폭CCTV 솔루션의 첨단기술을 선도하며 개발/제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폭발위험지역 (Hazardous Area)에 주로 설치되는 방폭CCTV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여 국내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당사는 Industrial Security Market에서 오랜기간동안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전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방폭 CCTV
전문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INDUSVISION.INC.
PEPRESENTATIVE

KIM SANG IN

TEL.

01067490108

FAX.

032-724-9078

WEBSITE

http://www.indusvision.com/

Booth No

F-103

Company Profile
INDUSVISION is a leader in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advanced justify explosion-proof CCTV solutions. It is a global Jiangsu
enterprise that professionally develops and
manufactures explosion-proof CCTV equipment mainly installed in hazardous area and is recognized in the domestic market and
global market. We aim to become the world’s best explosion-proof CCTV professional brand by the efforts of all employees who have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for a long time in the Industrial Security Market.

인더스비젼은 국내 산업용 CCTV분야에서는 최초로 내압방폭과 분진방폭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였고, IECEx, ATEX, KCs, NEPSI 등
각국의 방폭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더스비젼은 우리사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

인더스비젼 제품 라인업은 AISI 316L Stainless Stee 최고급 재질을 지향합니다.
IVEX-PTZ 시리즈는 팬 틸드 모두 적용되는 방폭회전형카메라입니다.
IVEX-PTZR 시리즈는 광학 /열화상 듀얼 방폭회전형카메라입니다.
특히 IVEX-PL/PLs 시리즈는 초소형카메라입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ISTA시리즈는 항균 위생적인 재질이고 IAQUA-100 시리즈는 고해상도 IP네트워크 수중카메라입니다.
ICUBE시리즈는 ARMORED PTZ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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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The IndusVision products lineup for the highest quality AISI 316L Stainless Steel material.
IVEX-PTZ series are explosion-proof rotating camera that can be pan and tilted.
IVEX-PTZR series are optical/thermal imaging dual explosion-proof rotary cameras.
In particular, IVEX-PL/PLs series are ultra-compact cameras.
It is unique in Korea and has global competitiveness.
The ISTA series are antibacterial and hygienic material, and the IAQUA-100 series are high-resolution IP network underwater
camera.
The ICUBE series are ARMORED PTZ camera syste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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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맥스
대 표 자

김영애

전

041-410-351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6로 45
041-410-3519

www.inter-max.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인터맥스는 2008년 설립이래 산업용 특수 테이프 기재를 비롯하여 월가 절감용 구리 대체 소재인 구리 피복 알루미늄 원
자재를

중심으로 고객의 Needs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바(Copper Clad Aluminum Busbar)는 구리 버스바 대체 소재로써 구리 버스바에 비해 20%이상의 원가
절감과 50%의 경량으로 작업성이 용이하고 경량으로 인한 운반비까지 절감이 가능한 원가 절감용 구리 버스바 대체 소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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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AX Co.Ltd.
PEPRESENTATIVE

KIM YOUNG AE

TEL.

041-410-3516

FAX.

041-410-3519

WEBSITE

www.inter-max.co.kr

Booth No

F-311

Company Profile
INTERMAX Co. ltd was found in 2008, we mainly produce industrial adhesive type,Alternative copper materials for the
import and export business of copper-aluminum composites that meet customer cost reduction needs.

Product Profile
Copper Clad Aluminium Busbar is a replace material of copper busbar, With the cost of more than 20% lower than copper busbar
and 50% less weight than copper platoon, this material can improve operation efficiency and reduce shipp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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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어스 주식회사
대 표 자

한재필

전

02-2635-648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2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9 (행신동)
02-2635-6480

www.interfairs.co.kr

회사 소개

인터페어스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이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
다. 당사는 각국의 탄탄한 네크워크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바이어 매칭을 위한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해외전시
참가와 관련한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제품 소개

국내/해외 전시회 프로모션, 전시회 운영 대행, 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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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irs Co., Ltd.
PEPRESENTATIVE

Jerry Han

TEL.

02-2635-6481

FAX.

02-2635-6480

WEBSITE

www.interfairs.co.kr

Booth No

M-204

Company Profile
INTERFAIRS as a global market provider, during past 25 years, provide markets and buyers to sellers through exhibitions, B2B
Matching and market research etc. INTERFAIRS service the management of exhibitio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Leading
exhibitors to exhibitions and connecting buyers and sellers in various countries.

Product Profile
Domestic / Overseas Trade Show Promotion, Exhibition Management, Trade Mission(B2B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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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텍전기전자(주)
대 표 자

고인석

전

031-299-84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225-38번지
031-299-8401

www.entecene.co.kr

Booth No

N-400

Entec Electric&Electronic Co.,Ltd
PEPRESENTATIVE

Suk-In, Ko

TEL.

031-299-8400

FAX.

031-299-8401

WEBSITE

www.entecene.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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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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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선시스템
대 표 자

강정수

전

041-534-178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30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신로 138-10
041-534-1787
ilsun.kr

회사 소개

자동화 장비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시운전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FA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물류 시스템의 차별
화된 시스템 설계, 우수한 제작기술로 고객들의 만족을 이뤄왔고 기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IOT 기
반의 화재 예방 및 사전 경보시스템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Quick Zero System

- 특정 온도 이상에서 소화튜브가 자동으로 소화약재 방출 - 압력센서가 소화튜브의 압력정보를 측정하여 메인 패널로 실시간 전송
- 압력정보를 바탕으로 소화튜브 상태를 24시간 Monitoring - 화재발생 시 메인패널에서 화재경보 발생
- 소화튜브 기능저하 시 메인패널에서 압력경보 발생
# Rockwell Automation PLC, Motion, Safety

-발전소 공정별 제어 및 안전 시스템 제품 공급. -AB PLC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제공. -안전시스템 설계 및 시공.

# The Breath

-대기중 해로운 분자들을 흡수하고 분해함.(포름알데히드,벤젠,휘발성유기화합물,탄화수소,질소 산화물, 이산화황,오존)
-가정 및 산업현장에 오염물질, 배기가스등을 흡수하고 분해함.

-카본필터 구조내에 유입된 오염 물질을 가두며, 재배출을 막습니다.
-오염 물질은 흡수되어 분해됩니다.

-단순히 오염물질을 흡수하는것만이 아닌 분자를 분해하여 불쾌한 악취로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UNI(11247), ISO(16000-9), ANSI(AHAMAC-1-2015) 규정에 의해 테스트를 완료 하였습니다.

#협동로봇(RB시리즈)

-협동로봇은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 및 보조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ILSUN SYSTEM
PEPRESENTATIVE

Kang Jungsoo

TEL.

041-534-1788

FAX.

041-534-1787

WEBSITE

ilsun.kr

Booth No

K-300

Company Profile
It is an FA company that provides solutions such as automation equipment system design, manufacture, and commissioning, and has
been satisfied with differentiated system design and excellent manufacturing technology of semiconductors, display equipment and
logistics systems, and is developing products such as IOT-based fire prevention and pre-alarm systems.

Product Profile
# Quick Zero System
- Fire extinguishing tube automatically releases fire extinguishing medium in certain temperature.
- Pressure sensor measures fire extinguishing tube's pressure state and sends it to main panel in real time
- Monitors on fire extinguishing tube for 24 hours based on pressure information.
# Rockwell Automation PLC, Motion, Safety
- Supplying control and safety system products for each power plant process.
- Supply of AB PLC software services.
- Safety system design and construction.
# The Breath
- Absorbs and decomposes harmful molecules in the atmosphere
(formaldehyde, benze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hydrocarbons, nitrogen oxides, sulfur dioxide, ozone)
- Absorbs and decomposes pollutants, exhaust gas, etc. at home and industrial sites.
- Test completed according to UNI(11247), ISO (16000-9), ANSI (AHAMAC-1-2015) regulations.
# Collaborative robot
- Cobots play a role in helping people with dangerous tasks.

-사람과 작업하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안전합니다.

-피로감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작업반경 및 중량물에 따라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RB3, RB5, RB10)

#CCM 모듈(상태감시모니터링 유닛)

-컨디션 데이터를 상위 시스템에 직접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
-온도 조건이 복잡한 대형 제어 캐비닛의 모니터링
-유연하고 지능적인 상태 모니터링 설치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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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전기(주)
대 표 자

황수

전

02-707-9239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200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02-707-9778

www.iljinelectric.co.kr

회사 소개

일진전기는 일진그룹의 50여 년의 성장과 전통을 담고 있는 대표기업으로 1968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창립이념으로 초고압 송변전, 배전 국산화

를 추진하였으며 수출에서도 앞장서 이룬 성장을 통하여 오늘날 국가 전력사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다는 자랑스런 역사를 가
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첨단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서비스 분야까지 개척하는 국내 유일의 Total Energy Solution
Company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반세기 넘게 쌓아온 사업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전기 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제품 소개

1. 변압기 : 초고압 변압기(66kV~765kV)를 주력품으로 송전용에서부터 공장의 수배전용 뿐만 아니라 특수로용 변압기까지 생산하
고 있으며, 설치부터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Service를 제공

2. 차단기 : HV GIS(245kV/170kV/145kV/72.5kV)는 변전소의 주요기기인 모선,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 변류기, 변압기, 피뢰

기 등을 접지된 금속외함에 내장하고, 절연 및 소호특성이 우수한 SF6 가스를 충진하여 구성한 기기로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변전소,
개폐소, 수전소에 사용하는 보호개폐장치입니다.

3. 케이블 & 시스템 : 나전선, 절연전선, 중저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특수전선, 접속재 등이 있으며, EHV 케이블 및 접속재 생산 및
시공에 특화된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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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IN ELECTRIC.CO,LTD
PEPRESENTATIVE

SOO HWANG

TEL.

02-707-9239

FAX.

02-707-9778

WEBSITE

www.iljinelectric.co.kr

Booth No

I-200

Company Profile
Since its foundation in 1968, ILJIN Electric has expanded its business for more than 50 years with challenge and innovation as a
leading company of ILJIN Group. ILJIN Electric has contributed to the basis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through technology
focusing on extra high voltage transmission, subst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ILJIN Electric has also established a global presence
based on company’s philosophy of contributing to a national development.
ILJIN Electric has been developing state-of-the-art products and pioneering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and service sectors,
to be a South Korea’s leading Total Energy Solution Provider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Over the past half century, ILJIN Electric has grown to be a global heavy electric machinery company with its business and technology
capabilities.

Product Profile
1. Transforer : With our high voltage transformers(66kV~765kV) as our main product, we also produce transformers for transmission,
reception &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factory as well as furnace transformers. Also, we provide flawless services from installation
to operation.
2. GIS : The SF6 Gas Insulated Switchgear (GIS) contains major substation equipment, such as the gas circuit breaker, disconnecting
switch, earthing switch, voltage transformer, current transformer, and lightning arrester, within a grounded metallic enclosure filled
with SF6 gas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insulation and arc-quenching capabilities.
3. Power Cable & System : he main products what we make are bare conductor, insulated wire, medium/low voltage cable, high
voltage cable, furnace cable, and cable accessories. Also, our techniques for EHV cable,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cable
accessories are recognized in the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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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산업협력단(한국전지연구조합)
대 표 자

구회진

전

023461941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Booth No

N-400

N-4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양재동)
02-569-1895

www.ebicg.or.kr

회사 소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기차, ESS 등에 사용하는 스마트전자전기 및 이차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산업협력단은 스마트전자전기 및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기술교
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화 연계를 위해 법 · 규제 제한사항,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협력기관별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과제 기획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전자기기 산업협력단 소개 및 협력과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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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RESENTATIVE
TEL.

0234619412

FAX.

02-569-1895

WEBSITE

www.ebicg.or.kr

Company Profile
As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energ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rows, the demand for smart electronic electricity and
secondary batteries used in electric vehicles and ESSs is rapidly increasing.
The Electronic Device(Electronic, Battery) Industry Cooperation Group has established a cooperative system to impro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for smart electronic electricity and secondary batteries, and holds expert technology
exchange meetings.
In addition, we collect legal and regulatory restrictions and difficulties to connect with commercializa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plan new tasks through technology demand surveys by partner organizations.

Product Profil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Device(Electronic, Battery) Industry Cooperation Group and promotion of coop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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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
대 표 자

김관중

전

02-2634-513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9길 13 (양평동3가)
02-2068-5138

www.bimetallug.co.kr

Booth No

E-200

Jung Bo Inderstry Co.
PEPRESENTATIVE

Kim Kwan Jung

TEL.

02-2634-5138

FAX.

02-2068-5138

WEBSITE

www.bimetallug.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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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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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인시스템
대 표 자

유신하

전

031-496-962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3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0로12번길 44 (성곡동) 44
031-496-9626

www.jisystem.co.kr

회사 소개

당사는 1997년 설립이래 한국의 유일한 전력 공급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세계 3대 고전압 테스트, 인증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꾸준한 거래 관계 유지

한국전력공사에 중전기 제품인 개폐기, COS 및 스마트 미터등 판매
한국전기연구원에 고전압 테스트 장비 설계 및 설치 용역 제공
2019년 한전 최고 제품 제조상 수상

태양광발전소 약 2MW를 시공했으며, 한국의 모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등록 업체임

제품 소개

- SF6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공형) : 절연 및 소호 성능이 우수한 SF6 Gas를 이용한 개폐 장치로서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선로분기
및 구분용으로 사용되며, RTU를 통하여 원방에 각종 정보 제공 및 제어가 가능한 장치

- SF6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상형) : 절연 및 소호 성능이 우수한 SF6 Gas를 이용한 개폐 장치로서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선로 분기
및 구분용으로 사용되고 수동, 자동 및 원방 조작이 가능

-▸ECO절연부하개폐기 : 22.9㎸-Y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에폭시 절연방식의 진공부하개폐기로서 기존의 SF6 절연방

식과 비교하여 탱크의 내부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소호성능이 우수한 진공차단부(VI)를 에폭시 붓싱 내에 일체
형으로 구성시킨 VI Embedded Housing 구조로서 선로분기 또는 선로구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

-▸25.8㎸ 에폭시몰드 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 22.9㎸-Y 지중 배전선로에서 지상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에폭시 절연 다회로방식의

개폐기로서 기존의 SF6 절연방식과 비교하여 탱크의 내부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소호성능이 우수한 진공차단
부(VI)를 절연하우징내의 일체형으로 구성시킨 VI Embedded Housing 구조로 용이하게 선로분기 또는 선로구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

JEONGINSYSTEM CO., LTD
PEPRESENTATIVE

YOU SHIN-HA

TEL.

031-496-9625

FAX.

031-496-9626

WEBSITE

www.jisystem.co.kr

Booth No

H-306

Company Profile
- Since our establishment in 1997, we have been working wit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which is the
only power supplier in Korea and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RI) which is one of the world’s three
largest high voltage testing and certification institutes
- We have been selling medium voltage products (25.8kV) such as Load Break Switch, COS and smart meter to KEPCO
- We have been supplying high voltage testing equipment design and installation service to KERI
- Received 2019 KEPCO best product manufacturer award
- We built about 2MW Solar power plant and officially registered in Korea Energy Agency which supervises all new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es in Korea

Product Profile
- SF6 Gas Insulated Load Break Switch(Overhead) : a switchgear using SF6 gas of which the insulation and extinction
performance is excellent and is used in distribution lines to isolate sections of the main distribution lines / branches of
lines and is equipment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of various kinds to a master supervisory system. And control is
possible through RTU
- SF6 Gas Insulated Load Break Switch(Underground)
- Polymer Load Break Switch for Outdoor
- Polymer Insulated Load Break Switches for 25.8kV(Underground)
- Advanced E-Type Static Meters for Low Voltage : This watt-hour meter is installed on a low-voltage single-phase twowire AC circuit to measure active, reactive power and apparent power. It is low-voltage electronic watt-hour meter for
remote meter reading that can be read remotely depending on the installation of communications devices such as
modems.

-▸Advanced E-type 전자식전력량계 : 저압 단상 2선식 교류회로에 부설하여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피상전력을 계량하고, 추가의

보호장치 없이 단자의 인입부위가 가려지는 A-TYPE과 좁은 공간 또는 계기함 내부에 부설이 용이한 B-TYPE으로, 모뎀 등 통신장치
부설에 따라 원격검침이 가능한 원격검침 대비용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이며, 설정에 따라 양방향 계량(송전/수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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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드시스템
대 표 자

신한철, 심종태

전

061-803-1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304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5길 78(동수동) )
070-4192-2277

http://www.genadsys.co.kr/

회사 소개

제나드시스템은 전력설비 예방진단 및 변전소 자동화 분야의 선두주자로 정보통신기술 및 IoT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실시간 설
비운영 및 설비진단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스템

전력설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진단 IoT 센서를 이용, 설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판단하고 원인 및 대책을
제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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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ADSYSTEM CO., LTD.
PEPRESENTATIVE

Shin Han-cheol , Shim jong tae

TEL.

061-803-1000

FAX.

070-4192-2277

WEBSITE

http://www.genadsys.co.kr/

Booth No

L-304

Company Profile
GENAD System is leader in the field of Power utilities prevention diagnosis and Substation Automation, leading the new paradigm of
intelligent real-time utilities operation and utilities diagnosis technology by using advanced communication and IoT Technology

Product Profile
The system uses the IoT utilities diagnosis sensor to determine abnormalities in the utilities in advance, and to prevent accident by
suggesting cause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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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스엔지니어링
대 표 자

오인수

전

02-2627-54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5호
02-2627-5440

www.geseng.co.kr

회사 소개

DCS, PLC, 전기, 계장전문 회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Needs에 따른 고객감동 실현!

국내 최고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로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가장 믿음직한
사업파트너 입니다.

제품 소개

스마트 복수기 세정장치(SA-CTCS)

스폰지볼의 자동공급, 자동합수, 자동선별 볼콜렉터를 하나로 구성하여 PLC(or DCS)와 연동한 전자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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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08

GES ENGINEERING Co.,Ltd
PEPRESENTATIVE

Oh In soo

TEL.

02-2627-5400

FAX.

02-2627-5440

WEBSITE

www.geseng.co.kr

Booth No

E-208

Company Profile
GES Engineering Co., Ltd. specializes in DCS, PLC and Electronic instrumentation
on the basis of relevant experts in the area.
Implementation of customer impression in the way of meeting customers’ needs from
their position! From the domestic quality and service to the world-class quality service!
The most reliable business partner,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and customers’ needs efficiently

Product Profile
Smart Auto Condenser Tube Cleaning System(SA-CTCS)
This is the integrated system that functions all of auto feeding, auto watering, auto sorting, and ball collection, unique full automation
system in interaction with PLC(or 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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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제이텍
대 표 자

최용선

전

063548111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여의동)
030334429669

회사 소개

배전 분야 안전방호구, 탄소섬유 신발깔창(인솔) 제품 개발 및 제조

제품 소개

1. 지상기기 엘보우 접속부 내화절연 방호구 :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의 아크 발생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2. 지상 절연매트 : 지상기기 저압접속함 등 옥외작업에서 지면누설전류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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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I-300

JJTEC Co. Ltd.
PEPRESENTATIVE

CHOI, Yongseon

TEL.

0635481112

FAX.

030334429669

Booth No

I-300

WEBSITE

Company Profile
Developer and manufacturer specializing in the field of safety protector of PAD mounted equipment and carbon fiber insoles.

Product Profile
1. Fire-resistant and Insulating Protection Device for Elbow Connector of Pad-mounterd
Equipment : protect workman from the arc of PAD mounted equipment
2. Insulating Mat for Working on Ground : insulating mat as a mean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that are electrocuted to leakage
current on the ground during outdoor grou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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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엔이피에스
대 표 자

이창호, 정성우

전

061-392-062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205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2로 106
0613920629

www.epskorea.kr

회사 소개

㈜지엔이피에스는 2015년 창립 이래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첨단 스마트 전력변환

시스템 및 전력설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만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동종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진으로 구성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축척된 기술과 경
험을 토대로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제품 개요

- 한전 전원과 비상발전기 출력을 고속 동기화(100% 동기투입)하고, 병렬운전(Peak Cut/DR 기능) 및 무정전 절환이 가능한 계통

연계형 CTTS

○ 제품 특징(우수성)

① 한전 전력과 비상발전기 출력의 고속 동기화 가능

② 한전 전력과 비상발전기간 병렬운전이 가능하고 전력 Sharing 제어를 통한 Peak Cut 기능이 가능
③ 비상발전기 부하운전을 통한 자동·수동 점검이 가능
○ 제품 규격

- 저압용 : ~ 2,000kW용 CTTS
- 고압용 : ~ 2,500kW용 C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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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S

Booth No

I-205

PEPRESENTATIVE
TEL.

061-392-0628

FAX.

0613920629

WEBSITE

www.epskorea.kr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5, GNEPS Co., Ltd. is continuously growing and advancing in the areas of innovative cutting edge smart
electric power conversion system and electric power facilities field to satisfy the needs of customers, based on ceaseless research
and development. Judging that development of products of highest quality is the only way to satisfy the needs of customers, we are
operating a research institute consisting of the most outstanding research staff in the field. Based on accumula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we are struggling to develop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with competitive power.

Product Profile
○ Product Overview
- Grid-connected CTTS capable of high-speed synchronization (100% synchronous input) of KEPCO power supply and emergency
generator output, parallel operation (Peak Cut/DR function) and uninterruptible switching
○ Product Features (Product Excellence)
○ High-speed synchronization of KEPCO power and emergency generator output is possible
○ Parallel operation between KEPCO power and emergency power generation is possible, and Peak Cut function is possible through
○ power sharing control.
○ Automatic/manual inspection possible through emergency generator load operation
○ Product Specification
- For Low Voltage : CTTS for ~ 2,000kW
- For High Voltage : CTTS for ~ 2,5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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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씨스템
대 표 자

고재완

전

02-851-800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1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가산동)
02-864-8009

www.utpole.co.kr

회사 소개

(주)진우씨스템의 라이트웨이 (LITE-WAY) 배선회로 일체형 연접설치 라이트웨이(LED) 등기구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유티폴

(U,T Pole) 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KS 인증 제품으로 전기부문 표준품셈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반영된 공인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멀티와이어덕트 (전선배관, 멀티복스, 분전함통합형)
- 강약전선 분리 및 전자파 차폐의 금속 격벽 구조

- DUCT 및 TRUNKING 의 DUAL 기능을 구비하며, IEC 국제규격에 의한 국내최초 개발 제품으로 트렁킹 성능을 입증 받음
2. 라이트웨이 (배선회로 일체형 LED등기구)

JINWOO SYSTEM CO.,LTD
PEPRESENTATIVE

KOH JAE WAN

TEL.

02-851-8008

FAX.

02-864-8009

WEBSITE

www.utpole.co.kr

Booth No

N-100

Company Profile
Cable Trunking System (KS C IEC 61084-1) , MULTI-WIRE-DUCT
LITE-WAY LED

Product Profile
The U.T. Pole (a multi-wire-duct, tubing, multi box and distribution cabinet combined in one) comes with an appropriate structure and
ancillary units that comply with the dimensions
LITE-WAY - Luminaires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Designed for end-to-end mouning / connection (Continuous row mounting)

- 통신배선용 분리구조와 등기구의 위치조절 기능이 구비된 교체형 LED 등기구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정 (제187조 5항) 제품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새로운 기술분야로 인증 받게 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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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코물산(주)
대 표 자

오택상

전

02-2614-0989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02-2614-0966

www.ikesco.com

회사 소개

Kesco Co.,Ltd.
PEPRESENTATIVE

TaekSang Oh

TEL.

02-2614-0989

FAX.

02-2614-0966

WEBSITE

www.ikesco.com

Booth No

I-300

Company Profile

케스코물산(주)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명품 유압공구 브랜드 클라우케의 한국지사로서 국내 전기 및 배관공사 현장에 많은 유압공
구를 공급해 왔습니다. 오랜시간 축전해온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기자재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클라우케의 충전식 유압공구는 독일 기술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전선케이블 커넥터를 압착하는 유압압

착기와 케이블을 절단하는 유압절단기가 주요 품목입니다. 자체 압력 확인, 블루투스 기능 등 스마트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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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이.에스(주)
대 표 자

조선영

전

042-671-112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1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1-23 (문지동)
042-671-1133
www.kles.kr

회사 소개

KLES는 2004년 R&D 전문 벤처기업으로 창립하였으며, 발전설비, 실험장비,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및 환경 산업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제품 소개

도로변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버스 정류장 내에 공기 정화 시스템(미세먼지, 환경 센서 등)을 적용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능동형 자동제어 모듈을 통해 최적화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지 및 보수가
간단하고 장기간 지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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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S Inc.

Booth No

F-101

PEPRESENTATIVE

Cho Sun Young

TEL.

042-671-1122

FAX.

042-671-1133

WEBSITE

www.kles.kr

Company Profile
`KLES` was founded in 2004, starting up with R&D, and has expanded into various businesses such as Power generation equipment,
Experimental equipment, Engineering area, as well as Agri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and Fine dust suppression system, etc.,
growing into a dedicative business group providing Total Solutions for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Product Profile
It is a bus stop that blocks out fine dust on the roadside and creates a pleasant public transportation environment by applying an air
purification system (including fine-dust reduction, environmental sensors, etc.) inside the bus stop, which can be operated optimally
through an active automatic control module. Besides, maintenance and repair are very simple and the operation is sustainable in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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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엑스
대 표 자

김성규

전

052-277-989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0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10 (우정동)
052-277-7966

www.kemx.co.kr

회사 소개

KMX Co., Ltd.
PEPRESENTATIVE

Kim Sung Gyu

TEL.

052-277-9890

FAX.

052-277-7966

WEBSITE

www.kemx.co.kr

Booth No

F-307

Company Profile

㈜케이엠엑스는 2005년 창립이래 기술혁신과 제품 개발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로 성장하여 왔으며 2011년 부터

사업 다각화로 설비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안전한 케미칼 및 장비 기술을 개발하여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세정 정비 기술력을 확보하여, 원자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일반 산업체 및 해외 담수 플랜트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수년간의 축적된 기술로 2018년 UAE 담수발전소 담수화 설비의 화학 세정을 세계 최초로 수행하여
효율 향상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체 및 대형빌딩 쿨링타워의 효율 개선을 위한 스케일 제거장치(DaJaBaRa)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신제품 ‘안전모 탈 부착 조명장치/ K360 Safety Light’를 자체 개발 및 특허 취득에 성공하는 등 에너지 절감 ·
친환경 · 안전 제품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케이엠엑스는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나은 제품 생산과 맞춤형 기술 개발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기업,

글로벌 Trend를 리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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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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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탈(주)
대 표 자

이재필

전

031-8071-232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44-75
031-8071-2310

http://www.icostal.com/

회사 소개

비철금속 소재인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전기와 전력 부품을 생산.
● 주요상품

- 구리버스바와 고압 전기와 전력에 사용되는 구리버스바 가공품.
∙ 제품은 표준화된 제품과 고객 주문에 따른 가공 제품으로 구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약 2,000종 이상의 제품을 국내외300여개 고객사에
제공 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도금, 절연 및 코팅 제품들을 생산.

제품 소개

1.버스바 (R버스바, S버스바, 동봉)

∙다양한 사이즈의 인발금형을 보유.

∙구리 소재의 탁월한 전기전도성을 이용하여 기초 산업소재로 널리 응용.
2.구리(C형, E형)슬리브, 알루미늄 슬리브.

∙일반적으로 접지슬리브라 불리는 제품으로, 높은 인장력이 적용되지 않는 지중전선 간의 연결에 사용.
∙전기용 고순도 알루미늄(A1050)을 사용하여 압출한 제품으로 전기 단락사고를 예방.
3.가공용 부품.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관련 제품과 고객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가공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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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N-203

COSTAL CORPORATION
PEPRESENTATIVE

JAE-PIL, LEE

TEL.

031-8071-2325

FAX.

031-8071-2310

WEBSITE

http://www.icostal.com/

Booth No

N-203

Company Profile
Costal Corporation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nonferrousmetal-based materials and components for electricity and electric
power.
The company’ s main products are busbars and materials & components called busbar processed goods for middle &hightension
electricity and electric power.
It’ s component products are divided into two: standardized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based on customers’orders.
Costal is manufacturing some 2,000 types of products for over 300 customers at home and abroad.
It is also capable of providing various types of coated, plated and insulated products.

Product Profile
1.bus bar (Rbus bar, Sbus bar, rod)
∙Having various sizes of ingot molds.
∙Using the excellent electrical conductivity of copper materials,
Wide Application as Basic Industrial Materials.
2.copper sleeve, aluminium sleeve
∙ A product, commonly called a ground slab, used for connections between underground wires that do not apply high tensile forces.
∙ Using high purity aluminium (A1050) for electricity
Prevent electrical short circuit accidents with extruded products
3.machining parts.
Production of electricity-related products used in various industrial sites and various processed products at customer'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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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아이티
대 표 자

배정환

전

031-8009-001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1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이의동)
031-8009-0013

http://www.bestqit.com

회사 소개

㈜큐아이티는 전력전자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연구개발 제조 납품하는 전문 업체로 시대의 변화
에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귀기울이며,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큐아이티의 아크탐지 시스템은 중전기기(변압기, GIS 등) 예방진단 시스템의 하나로서 GIS 내부 아크(Arc)를 신속하게 검출하여

중전기기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크 발생구간 알림으로 유지 보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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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T Co., Ltd.

Booth No

M-100

PEPRESENTATIVE

Jounghwan Bae

TEL.

031-8009-0010

FAX.

031-8009-0013

WEBSITE

http://www.bestqit.com

Company Profile
QIT Co., Ltd. is a company specialized in researching,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supplying products and systems required
by society, based on power electronic technology, which responds to the changing times, gives careful attention to customer
requirements and makes its efforts for customer satisfaction at all times.

Product Profile
The Arc Detection System of QIT Co., Ltd is one of the prevention diagnosis systems of heavy electric machine (transformer, GI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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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라인

Booth No

E-202

대 표 자

정진오

전

0318715889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78 (금오동)
0318735889

www.sehasystem.co.kr

TOPLINE

E-202

PEPRESENTATIVE

Jeong Jinoh

TEL.

0318715889

FAX.

0318735889

WEBSITE

www.sehasystem.co.kr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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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307

(주)태성기전
대 표 자

오옥란

전

031-8059-458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00

경기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982
031-8059-6843

www.mirrorbar.co.kr

회사 소개

기성함으로 40여년의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기술이 결집된 또 하나의 분전반!!

함(BOX)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분전반도 잘 만들며 경쟁력도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성함으로 인정받은 저희 (주)태성기전이 수년간 개발해 온 미러바분전반으로 특허를 받아 해외수출은 물론

국내 중요시설에 미러바분전반이 설치되어 제품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당사 연구진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분전반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부인입선 연결 “안전단자대”를 개발하여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고 앞으로 더욱더 품질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 조립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조립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홀타공 및 텝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차단기만 준비하시면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키트화 되어 있습니다.

- 미러바분전반 모듈은 난연성 (GLASS 15%) 재질로 성형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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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ung Electric
PEPRESENTATIVE

oh okran

TEL.

031-8059-4586

FAX.

031-8059-6843

WEBSITE

www.mirrorbar.co.kr

Booth No

F-300

Company Profile
Another distribution board into which knowhow and cutting-edge technology of 40years is concentrated!!
The company that is able to produce BOX can make the best distribution board and also be equipped with competitiveness.
We taesung Electric Co.,Ltd that has been acknowledged by BOX will reward our customers with mirrorbar distribution board we
have developed for several years.
mirrorbar distribution board has the competitiveness in price through simpleness of production process and mass production and its
benefit will be rewarded to customers.

Product Profile
- No need of assembly technology
- No need of facility of assembly
- No need of hole punching and tab manufacturing
- Assembly kit ready to be immediately assembled only if you have circuit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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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터보링크
대 표 자

하현천

전

0102923394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8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골든루트로 103-30
055-312-2853

www.turbolink.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터보링크는 고속 고하중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유체윤활베어링의 설계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2001년 벤처기업으로 창업하여 2003년 기술연구소를 설립,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65,000 RPM급의 초고속 터보압축기 베어링으
로부터 축 하중 수백톤에 이르는 고하중 터빈, 발전기의 베어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군을 자체기술로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김해 골든루트로 산업단지에 연면적 6,600 제곱미터의 본사 신축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였으며,세계 넘버원 글로벌 베
어링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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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olink Co., Ltd.
PEPRESENTATIVE

Hyuncheon Ha

TEL.

01029233946

FAX.

055-312-2853

WEBSITE

www.turbolink.co.kr

Booth No

G-108

Company Profile
Turbolink specializes in design and manufacturing of fluid film bearings, the key parts of high-speed, high-load rotating machinery.

Product Profile
Since the foundation in 2001 and the establishment of a R&D center in 2003, Turbolink has been developing various products, such as
bearings for 65,000 RPM super-speed turbo compressors and high-load turbines and generators with hundreds of tons of axial load,
using its own technology.
Turbolink is going all-out in R&D and quality improvement to become the No.1 bearing manufacturer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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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그웨이
대 표 자

김강희

전

042-710-971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1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67번길 56 (신일동)
042-710-9720

http://www.tegway.co/tegway/

회사 소개

TEGWAY는 발전과 냉각을 위한 유연 열전 모듈 및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 2014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원창
업회사로 설립됐습니다.

당사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법으로 기존의 딱딱한 평면형의 열전소자를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연하고 반응속도가 빠른 유연열전소자(Flexible Thermoelectric Device)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종래

열전소자의 사용상 가장 큰 제약을 해결한 것으로 산업계의 지지를 받았고 2015년 UNESCO에서도 인류의 삶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
올 신기술로 선정(대상 수상)하는 등 획기적 기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고, 양산가능한 열전소자를 완성하였으며, 이제는 이러한 유연열전소
자를 응용한 제품들-온도실감장치(ThermoReal)’, ‘T-Pillow', ‘IOT WSN 자가발전장치(Power Belt)’ 등-의 상품화를 통해 우리의

TEGWAY

Booth No

M-103

PEPRESENTATIVE

Kim Kanghee

TEL.

042-710-9710

FAX.

042-710-9720

WEBSITE

http://www.tegway.co/tegway/

Company Profile
TEGWAY is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making flexible thermoelectric devices (FTED) and its applications. A thermoelectric
device (TED) is a device used for cooling, heating or electric generation. However, the conventional TED is limited due to its hard
nature. Therefore, there has been a high demand for flexibility in devices. This lead TEGWAY to develop the first useable, flexible
thermoelectric device. TEGWAY’s FTED, not only performs the same as the conventional TED, but it is flexible, thin, light, and responds
instantly. With the FTED, there are no application design restraints or limitations.
With this new technology, we currently hold over 9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registration, licenses, and
trademarks. We even won the grand prize for UNESCO Netexplo Award back in 2015, the Africa Development Bank Award in 2018,
and SEOUL VR/AR Device awards in 2019.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및 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제품 소개

ThermoReal® 기술을 VR기기, 장갑, 소매 장착 디스플레이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화면 속의 열기, 냉기, 고통을 실제적 감각으
로 느끼면서 더 현실감 있게 게임과 화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불로 공격을 했다면 사용자는 화재공격의 열기를 느낄 수 있고, 물에 빠졌다면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화
살 공격이나 몸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사용자는 경미하지만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ThermoReal® 기술이 접목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들은 캐릭터의 게임 환경과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경
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생생한 게임과 몰입감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Product Profile
We have applied our ThermoReal® technology to the head mounted display of VR devices, gloves, and sleeves. With ThermoReal®
applications, users can feel the hot and cold temperatures with the content of their VR game all throughout their body. Just like
the movie "Ready Player One, ThermoReal® technology will allow users to fully immerse in their content and intensify their user
experience.
With the ThermoReal® technology, we were awarded the 2020 CES Innovation Awards! Come check us out as we display our new
ThermoReal® set at the 2020 CES held in Las Vegas, USA.

본 제품은 2020년 미국 라스베가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전시회에 전시되어, ‘CES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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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닉
대 표 자

강옥남

전

031-432-438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2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49 (원시동)
031-432-4381

www.testonic.co.kr

회사 소개

테스토닉은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R&D를 통해 에어맥스 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이상 기온 등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신규질병이발생하고 있고 사막화로 인한 황사의 증가 등으로 세계인구의 건강한 삶에 막대
한 지장을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에어맥스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실내에 유입되는 각종세균,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끊임없는 노력으로 더 좋은 제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
을 경주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에어맥스 클린매트는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방식의 진공흡입 시스템입니다. 신발을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의 이
물질을 흡착 제거하여 실내유입을 방지하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합니다. 불량률 감소 및 품질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에어
맥스 클린매트는 일반 섬유카펫이나 스티키 매트에 비해 모래와 같은 비교적 무겁고 이물질과 작고 가벼운 미세먼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경제적이고 오염이 덜합니다. 더욱 효과적이며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먼지봉투에 이물질이 약90%포
집됩니다. 또한 매트가 작동될 때마다 주변 공기를 흡입하여 정화하는 기능이 있으며, 실내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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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NIC

Booth No

F-201

PEPRESENTATIVE

KANG WOK NAM

TEL.

031-432-4380

FAX.

031-432-4381

WEBSITE

www.testonic.co.kr

Company Profile
TESTONIC succeeded in developing AirMax through the sustainable R&D as part of green industry. The world now suffers from
global warming and abnormal weather conditions, which cause an illness due to the new types of virus, and the increasing of yellow
dust, a natural result of desertification, cause enormous trouble to the healthy life of the world’s population. We are confident that our
development, Airoin, would be installed at the entrance to block various germs, fine dust and harmful substances that come indoors
for a pleasant indoor environment. We will also further strive for developing better products.

Product Profile
Air Max Clean Mat is a vacuum suction system that is similar to a vacuum cleaner. It absorbs and removes foreign materials such as
fine dust, germs, and viruses that come in through the shoe to prevent indoor inflow and improve indoor air quality. It is a product that
helps reduce the defect rate and improve the quality. The Air Max Clean Mat is more economical and dirt-free than the regular fiber
carpet and sticky mats in the long term, as it attracts relatively heavy foreign objects such as sand as well as small and light fine dust.
It is more effective, can be used for a long time, and collects about 90% of the foreign matter in the dust bag. In addition, it has the
function of sucking and purifying the ambient air every time the mat is operated. It can be installed anywhere in the room from outside
the room or indoors from inside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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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온
대 표 자

김재동

전

032-325-603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9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388 203동702호 (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
032-325-6032

www.tekon.co.kr

회사 소개

TEKON은RMS(Risk Management System/위험관리),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시설관리),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너지관리) 분야의 전문 계측장비인 배터리 품질분석기, 전력분석기,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석기, 변압기
시험기, EV/HEV 고장진단기기 등의 산업용 계측기기 전문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1. 전력품질분석기: TEKON560, TEKON570

전력품질분석기는 전력, 통신, 발전에 사용하는 전력의 상태를 측정, 진단 및 분석이 가능한 휴대형 계측기기.
2. 배터리품질분석기: TEKON950, TEKON960, TEKON970

방송, 통신시스템, 전력, 발전, 전산시스템, EV, ESS, UPS 등 이차전지를 비상전원이나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전지의 성

능을 분석, 진단하기 위한 측정기로 부동충전 상태에서 현재의 전지정보(임피던스, 전압, 전류, 온도)를 측정해서 이상유무, 사용가능
시간, 노화정도, 교체시기 등의 예측이 가능한 대용량 고전압(1500V) 이차전지 성능 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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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ON, Inc.

Booth No

G-109

PEPRESENTATIVE

Kim Jaedong

TEL.

032-325-6030

FAX.

032-325-6032

WEBSITE

www.tekon.co.kr

Company Profile
TEKON is a customer-oriented solution provider by offering measurement systems ensuring the highest level of precision, safety and
durability, such as battery quality analyzer, power quality analyzer, EESS performance test system, transformer analyzer, EV/HEV test
used in applications of testing RMS (Risk Management System),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and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Product Profile
1. Power Quality Analyzer: TEKON560, TEKON570
TEKON560, 570 power Quality analyzers are handheld instruments that accurately measure, diagnose and analyze electrical power
characteristics and parameters of power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systems. By incorporating a 7-inch wide touch
screen into its lightweight.
2. Battery Quality Analyzer: TEKON950, TEKON960, TEKON970
TEKON battery quality analyzer enables the user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ageing by testing the
conditions of individual batteries (500V max) in type of cell, module or pack.
Battery Quality Analyzer can handle virtually all battery testing (e.g. aged status of battery under test and the condition of a power
system) in systems that use high-voltage battery packs, such as ESS, EV, HEV and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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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씨에스지
대 표 자

임천수

전

02-320-5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105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구로동)
02-320-5001

www.tocsg.co.kr

회사 소개

노조미 네트웍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OT/IoT 보안 및 가시성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주요 시설, 에너지, 제조, 광업, 운송, 스마트 빌딩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3,700개 이상의 현장에서 4700만 대 이
상의 장치를 관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투씨에스지는 노조미네트웍스의 총판사로 한국 지사와 리셀러들과 함께 국내 OT 보안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노조미네트웍스의 ‘Guardian’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OT/IoT의 자산 현황 파악, 네트워크 시각화, 취약성 평가, 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협 탐지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네트워크의 위협 요소와 행동 패턴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며, 사이버 위협과 비정상 행위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여 모든
자산의 보안성 및 가시성을 향상 시킵니다.

또한 광범위한 OT, ICS, IoT 및 IT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SIEM 연동 등 IT/OT 인프라스트럭처의 쉬운 통합과 폭넓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노조미네트웍스는 제어시스템 환경에 특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OT/ICS 현장의 보안성 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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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SG

Booth No

E-105

PEPRESENTATIVE

Cheon-Soo Lim

TEL.

02-320-5000

FAX.

02-320-5001

WEBSITE

www.tocsg.co.kr

Company Profile
Nozomi Networks is a global leader in OT/IoT security and visibility based in San Francisco, USA.
Nozomi Networks supports more than 47 million devices at more than 3,700 sites in sectors such as critical infrastructure, energy,
manufacturing, mining,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to tackle escalating cyber risks to operational networks (OT).

Product Profile
‘Guardian’ of Nozomi Networks is a solution that automates tasks such as OT/IoT asset status identification, network visualiz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risk monitoring and threat detection based on innov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has intuitive visualization of threats and behavior patterns in the network.
And It improves the security and visibility of all assets by rapidly detecting and responding to cyber threats and abnormal behavior.
It supports a wide range of OT, ICS, IoT, and IT protocols and enables easy integration of IT/OT infrastructure, including SIEM
interworking.
Nozomi Networks can dramatically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s well as security at various OT/ICS sites by applying technologies
specialized in control system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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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과 기업법무, 스카이워커스
대 표 자

김범구

전

02-897-1996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10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43 (하안동)
05042545194

https://blog.naver.com/listenglish

회사 소개

Patent & Biz law , Skywalkers
PEPRESENTATIVE

Kim Beom Koo

TEL.

02-897-1996

FAX.

05042545194

WEBSITE

https://blog.naver.com/listenglish

Booth No

J-102

Company Profile

폐사의 대표(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및 세무사)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기술영업 및 해외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력의

소유자이며 대표 이외에 기술고문 2인(기계, 전기부문), 베트남 법조인 1인 및 기술거래사 고문단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조직입니다.
대표는 다수의 거래 기업을 위한 법무, 특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자신 역시, 중고기계(선반 등) 등을 베트남 시장에 유통시키는
무역업자입니다.

이에 폐사는 기계, 기술영업, 베트남 진출 & 마케팅 및 특허(기술거래 포함) 등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한 덕분에 기계, 전기 및 자동화 등 분야의 전시회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허 등을 주요 분야로 다루다 보니 기술거래와 영업비밀의 침해/보호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에 관련 컨텐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 특허취득, 관리, 기술거래 및 영업비밀보호 등
- Vietnam launching & marketing etc
- 무역, 물류 분쟁 관리 등
- 기업법무(세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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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워맥스
대 표 자

장세창

전

031-319-629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303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188
02-566-2267

www.powermax.kr

회사 소개

(주)파워맥스는 대한민국 중전기기의 효시인 "이천전기(주)"를 모태로 2000년 재탄생한 회사로서, 세계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
을 담당해야 할 소명을 안고 그간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신기술을 접목, 중전업계의 선독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파워맥스의 임직원 모두는 녹색성장정책을 기본으로 환경을 최우선시하여, 연구개발에 매진, 중전산업 분야의 초 우량기업이
되어 중전산업 발전에 이바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변압기, 개폐기, 디젤발전기,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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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X CO.,LTD
PEPRESENTATIVE

Chang, Sechang

TEL.

031-319-6291

FAX.

02-566-2267

WEBSITE

www.powermax.kr

Booth No

H-303

Company Profile
In the year 2000, POWERMAX was reborn from Leechun Electric, the company that forms the history of Korea's electric industry.
POWERMAX holds the mission of taking th significant role of constructing worldwidw power infra. We concentrate on R&D and
investment to be a leading company of the industry.

Product Profile
Transformer, Diesel generator, Switch,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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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일
대 표 자

김승민

전

070-4437-9609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30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4 (잠실동)
02-414-7309

www.pyungil.com

회사 소개

당사는 1970년에 설립되었고 1984년 미국의 유수한 회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접속재 및 에폭시 부싱류 등을 국산화하여 왔습니다.

1996년에는 배전용 폴리머 현수애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한전에 공급함으로써 전기 품질 향상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왔고,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54KV와 345KV 송전용 폴리머 애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호기기류, 전자식 전력량계등 꾸준한
제품개발을 통해 국내 전기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평일은 송, 배전 애자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일 애자는 경량으로 시공이 편리하고 깨지지 않으며 자기세

척 기능이 있고, 전기적ㆍ 기계적 특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 에폭시 부싱은 200A와 600A용이 있으며, IEEE와

IEC규격에 맞게 제작된 제품으로 36KV급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탱크벽면에 용접하는 플랜지 타입과 클램프&볼트로 고정하는 클
램프 타입의 부싱이 있습니다. 평일 접속재는 출하전 전수 검수를 진행하며, 시공시 주의사항이 요구되지 않고, 재사용 및 재시공이
가능합니다. 직선, 종단, 엘보, 저압등 다양한 종류의 접속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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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IL CO.,LTD
PEPRESENTATIVE

SEUNG MIN KIM

TEL.

070-4437-9609

FAX.

02-414-7309

WEBSITE

www.pyungil.com

Booth No

L-303

Company Profile
PYUNGIL Co., Ltd. was founded in 1970 and started manufacturing the cable connectors under the technical license with a US
manufacturer in 1984. Then it instituted its own R&D center in 1990 for continuous product development. PYUNGIL is the only
manufacturer that supplied more than 10,000,000 polymer insulators for KEPCO from 1996. Also, polymer insulator for transmission
from 154KV TO 345KV has been developed. We try to expand our business by developing protection items, digital electricity meter and
it would be great support to Korean electricity business.

Product Profile
Pyungil is No. 1 supplier of polymeric insulator to KEPCO and supplying to over the world. The advantages of PYUNGIL Insulator
are light weight, easy to handle, not breakable and low installation cost. Also PYUNGIL insulators have great performance in both
electr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PYUNGIL provides apparatus epoxy bushings with Al or CU conductor up to 36kV in IEEE and IEC standards. Depending on
application, flange type with stainless flange to be welded onto the switch tank wall and clamp type to be fixed with clamp & bolts are
also available. PYUNGIL premolded type cable connectors have ease of installation with no special skills or tools and reusability in
case of improper installation. Also they are 100% inspected before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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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Booth No

F-301

대 표 자

조정봉

전

055-314-834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557번길 57 (어방동)
055-314-8382

http://www.postbn.com

회사 소개

발전터빈의 효율 상승 및 터빈 안정성을 추구하는 포스텍은 창업 이후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SEAL RING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자 하는 터빈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의 쉼 없는 열정으로 이루어낸 기술혁신은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유지보수까지 ALL IN ONE SYSTEM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짧은 기간 내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SEAL RING 분야 특허 14건, 디자인 등록 8건, 기술 임치 5건 및 중국 실용신안등록증과 미국, 일본
의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취득하였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투자 및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포스텍은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완벽한 정비품질 및 고객 만족], [선진 품질 경영확보]로 치열한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글로벌화된 독창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포스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1. 누유 초저감 오일디플렉터

FLEXIBLE SEAL과 함께 조립되는 WINDING SPRING에 의해 로터의 진동 시 완충 & 복원의 구조로 TOOTH

손상을 최소화, 정상 운전 시 베어링 측의 OIL 누유 차단 및 대기 측의 먼지, 이물질 유입 차단으로 설비 효율 향상.
• 간극의 제로화 실현으로 탁월한 누유 방지 (ex. 0.3mm → 0mm)
• 대기측 이물질 유입 차단

• 탄화물에 의한 반복적, 주기적 고진동 현상 저하
• 누유로 인한 설비 주변 화재 위험 저하

• 기존 OIL DEFLECTOR에 추가 시공 가능
2. 플랙시블 패킹링

FLEXIBLE SEAL과 함께 조립되는 WINDING SPRING에 의해 로터의 진동 시 완충 & 복원의 구조로
TOOTH 손상을 최소화. 기존 제품 대비 스팀 누설량 36% 저감으로 터빈 효율 향상 및 연료비 절감.
• 기존 제품 대비 내구 수명 2배 이상 향상.
• 기존 PACKING RING에 추가 시공 가능.

POSTECH

Booth No

F-301

PEPRESENTATIVE

CHO JEONGBONG

TEL.

055-314-8344

FAX.

055-314-8382

WEBSITE

http://www.postbn.com

Company Profile
POSTECH is a manufacturer of turbine parts that seeks to be the best in the SEAL RING field based on proprietary technology
since its founding. The innovation that we achieved with our unceasing enthusiasm, from design to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present ALL IN ONE SYSTEM to customers and recognized for excellence within a short period.
In addition, we have acquired 14 patents, 8 designs, 5 technology escrow registration, Chinese utility model and US, Japan patent
and design registration in SEAL RING field through the R&D center. Even today, POSTECH want to be the best through continuous
investment and development.
POSTECH will be a leader company that boasts of original technology that is globalized in the competition of the world market with
[securing enterprise competitiveness through improvement], [perfect maintenan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securing
advanced quality management].

Product Profile
1. Oil Deflector
FLEXIBLE SEAL and assembly sealing springs reduce the risk of breakage. In normal operation,
prevent to oil leakage and dust, cutting off foreign substances and improving facility efficiency.
•Exceptional prevention of oil leakage by gap zero.
•Completely blocking the alien substances from the air.
•Reducing the periodic and repeating high frequency vibration phenomenons.
•Reducing the fire risk due to oil leakages.
2. Packing Ring
Minimizing the damage to the tooth by buffering and restoring when rotor vibrates due to the
winding spring that assembles together with the flexible seal. Reducing the steam leakage by
36%,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turbine and reduces the price of fuel.
• Being able to add more parts to the conventional packing ring.
• Flexible Seal replacement method improves maintenance easier.
•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turbine and reducing the fuel price through minimizing the size of
the gaps.

• FLEXIBLE SEAL 교체 방식으로 정비 편리성 향상.

• 간극의 최소화를 통해 스팀 누설량 저감하여 터빈 효율 향상 및 연료비 절감. (ex. 0.3mm ->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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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라임솔루션
대 표 자

박종순

전

031-464-105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109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27번길 39 (당정동)
031-464-1061

www.primesolution.co.kr

회사 소개

주식회사 프라임솔루션은 Lightning Protection, Power Quality, Grounding System 분야 전문 제조 및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국
내 최다 모델 제품 국제 안전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 이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국내 건설분야, 정보
통신 및 IT 설비, 관급 현장 등 다양한 고객과 현장에서 최고의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서지보호장치 제조 및 공급

피뢰접지분야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재 제조 및 공급) - 피뢰침, 접지봉 등

전력품질분야 진단 및 엔지니어링 (관련 제품 제조 및 공급) - 고조파필터, 노이즈필터, 무효전력보상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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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solution
PEPRESENTATIVE

박종순

TEL.

031-464-1051

FAX.

031-464-1061

WEBSITE

www.primesolution.co.kr

Booth No

K-109

Company Profile
PrimeSolution Corp. is a manufacturer and solution provider specializing in Lightning Protection, Power Quality, and Grounding
System, has the largest model product international safety certification in Korea and has been providing the best products and quality
services in various customers and government sites.

Product Profile
Manufacture and supply of surge protection devices
Design and engineering of lightning grounding field (manufacturing and supplying materials) - lightning rods, ground rods, etc.
Diagnosing and engineering in the field of power quality (manufacturing and supplying related products) - Harmonic filters, noise
filters,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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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콘

Booth No

H-203

대 표 자

최요섭

전

02-3489-111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3 (가산동)
02-6442-2168

www.procon.co.kr

회사 소개

PROCON

Booth No

H-203

PEPRESENTATIVE

Choi yo seob

TEL.

02-3489-1111

FAX.

02-6442-2168

WEBSITE

www.procon.co.kr

Company Profile

월간 계장기술은 1993년 4월 창간되어 1호의 결호없이 꾸준히 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계장기술은 산업자동화의 기본이 되는 인스
트루먼트 계측기로부터 이를 제어하고 관리해주는 통합제어시스템까지의 과정을 실제 적용되는 현장기술 위주의 내용을 주로 다루
는 전문기술 잡지입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독되는 잡지로 거듭나기를 행하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잡
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함께 병행하여 정보와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전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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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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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루토테크놀로지
대 표 자

김광진

전

031-994-387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I-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장항동)
031-994-3870

www.plutotech.co.kr

회사 소개

㈜플루토테크놀로지는 국내 최대용량인 1400kV급의 고전압 시험장비를 비롯, 다양한 종류의 고전압, 대전류 장비를 국내에 도입운
용 중이며, ON-LINE 부분방전 측정설비 및 적외선 열화상 측정장비등을 도입하여 전력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MasusadaPrecision사의 고전압 직류전원 및 증폭기 등을 국내에 소개하여 나노산업, 반도체 및 LCD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루토테크놀로지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
리오며, 고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품 소개

파워서플라이, 증폭기, 내전압시험기, VLF시험기, SF6

가스분석기, 모터시험기, 변압기 진단장비, 계전기 시험기, 계측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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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O Technologies, Inc.
PEPRESENTATIVE

Gwang Jin Kim

TEL.

031-994-3871

FAX.

031-994-3870

WEBSITE

www.plutotech.co.kr

Booth No

I-300

Company Profile
PLUTO Technology is operating various types of high voltage and anti-current equipment in Korea, including test equipment of
1400kV, which is the largest capacity in Korea,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power industry by introducing ON-LINE
partial discharge measuring facilities and infrared thermal infrared thermal infrared measuring equipment.
In addition, we have recently introduced high-voltage direct current power and amplifiers from Japan's MasusadaPrecision Co, Ltd. to
Korea and ar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semiconductor and LCD sectors.
In the future, PLUTO Technology promises to help you lead the future with the utmost efforts based on your trust, and we look forward
to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Product Profile
Powersupply, Amplifier, AC/DC Hipot tester, VLF
tester, SF6 gas analyzer, Motor tes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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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닉스엔지니어링
대 표 자

김현봉

전

02-305-9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106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02-6442-9114

www.phoenixtech.kr

회사 소개

저희 회사는 플랜트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신뢰성이 입증된 경보설비[Plant Annunciator System],
고장기록장치[Fault Monitoring System], 그리고 변압기, GIS, 케이블 및 회전기의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Condition Based Monitoring]을 통합 관리 S/W TMS[Transformer Monitoring System]를 공급함으로써
플랜트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경보설비 : 플랜트 주요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시각과 청각으로 구체적인 경보를 발생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고장기록장치 : 발전소 및 변전소 내 주요 전력계통과 설비의 전압, 전류 등 중요 요소를 상시 감시하며 고장(Fault) 발생 시 모든 감

시채널의 고장 전, 후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운영자(Oerator)가 고장원인과 고장 시 계통의 보호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변압기 / GIS 상태감시장치 / TMS: 변압기와 GIS의 정상 동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 요소(온도, 압력, 습도, 부분 방전 등)에 대하
여 통합 상시 감시하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돕는 장치와 그 시스템.

334

PHOENIX Engineering, Inc.
PEPRESENTATIVE

KIM HYUN BONG

TEL.

02-305-9114

FAX.

02-6442-9114

WEBSITE

www.phoenixtech.kr

Booth No

K-106

Company Profile
Our company has proven its reliability for over 30 years in the plant field [Plant Annunciator System],
Fault Recording System [Fault Monitoring System] and transformer, GIS, cable and rotating machine
by supply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S/W TMS [Transformer Monitoring System] of the Condition Based Monitoring system, we
are contributing to the stable power supply of the plant industry.

Product Profile
Annunciator equipment: A device that protects equipment by immediately generating specific visual and audible alarms when an
abnormality occurs in major plant equipment.
Fault Monitoring System: It monitors important factors such as voltage and current of main power systems and facilities of power
plants and substations at all times. A device that allows you to see how the protection measures of the system have been taken in the
event of a failure.
Transformer / GIS condition monitoring device / TMS: Prevents the possibility of problems in advance and provides stable operation
with integrated constant monitoring of important factors (temperature, pressure, humidity, partial discharge, etc.) that can determine
whether the transformer and GIS are operating normally, and devices and systems that help the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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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도텍
대 표 자

최동훈

전

02-2295-398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F-309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동)
02-6007-1514

https://pidotech.com

회사 소개

㈜피도텍은 DX 구현을 위한 다분야통합최적설계 및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하우스입니다. ㈜피도텍 개발 인

력의 44%가 다분야통합최적설계 및 인공지능 관련 박사 학위자들로 구성되어 최신의 설계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개발 및 공급하
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Commercial Software Development

- PIAnO (AI 기술로 향상된 통합최적설계 소프트웨어)

- BruceMentor (공학설계를 위한 AI 서비스: PIAnO 탑재)

- AIDesigner (PIAnO 유저용 AI 기반 자율 최적화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 ExplainableD3 (레이블 데이터용 AI 기반 자율 최적화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AI R&D

- Bruce (피도텍 자체 개발 AI 플랫폼)

- BruceSIM (시뮬레이션 예측을 위한 AI 서비스)
- BruceEYE (컴퓨터 비전을 위한 AI 서비스)
- BruceTS (시계열 예측을 위한 AI 서비스)

- TODEYE (TOD 열영상 탐지/식별/경고/관리를 위한 AI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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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OTECH

Booth No

F-309

PEPRESENTATIVE

DONGHOON CHOI

TEL.

02-2295-3984

FAX.

02-6007-1514

WEBSITE

https://pidotech.com

Company Profile
PIDOTECH Inc. is a software house,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technolohies and providing
artificail intelligence services for DX implementation. PIDOTECH Inc. provides state-of-the-art techniques for AI and design with 44%
of the R&D workforce are PhDs in fields related to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Profile
Commercial Software Development
- PIAnO (MDO software with AI support)
- BruceMentor (AI service for engineering design supported in PIAnO)
- AIDesigner (AI based autonomous optimization and data analysis software for PIAnO users)
- ExplainableD3 (AI based autonomous optimization and data analysis software for labeled data)
AI R&D
- Bruce (PIDOTECH’s AI platform)
- BruceSIM (AI service for simulation prediction)
- BruceEYE (AI service for computer vision)
- BruceTS (AI service for time series prediction)
- TODEYE (AI service for thermal imager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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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디에스
대 표 자

노길륭

전

0289777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305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소하동)
028977701

www.pdservice.com

회사 소개

㈜피디에스 (Power Diagnostic Service, www.pdservice.com, 이하 PDS) 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력설비 온라인 감시진
단 시스템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2022년 현재 미국·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전 세계 5개 지사를 둔 글로벌기업으로 성
장했으며 한국지사는 지난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PDS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00개 전력설비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아마존(AWS)에 입주한 당사 클라우드 데
이터센터에서 수집하여 진단 위탁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 맞춤형 온라인 감시진단 시스템을 설계하고, 엣지 컴퓨팅 (Edge Computing) 및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접

Power Diagnostic Service
PEPRESENTATIVE

James Lu

TEL.

02897770

FAX.

028977701

WEBSITE

www.pdservice.com

Booth No

L-305

Company Profile
Power Diagnostic Service Co., LTD. ( known as PDS ) , founded in 1990,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electrical maintenance and power system diagnosis.
PDS commits to provide professional and high quality services and products. Through sustained academic research and practical
field work, PDS productizes the effort with innovated technologies, in order to resolve various problem related to power system.
PDS provides a variety of power diagnostic monitoring solution to protect customer's assets, such as generator, motor, transformer,
switchgear, GIS and cable system.
Monitored data can be stored and browsed locally or sent for cloud monitoring center utilizing PDS's Big Data and AI Technology

목하여, 온라인 감시진단 시스템 외에도 현장 정밀점검을 위한 휴대용 분석장치까지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PDS의 대표 제품은 ‘전력설비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이다.

초고압에 사용되는 GIS, MTR등의 설비뿐만 아니라, 배전 및 신재생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되는 몰드 변압기, 배전반 등의 전력설비
는 절연 열화 또는 과전류에 의해 단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시와 진단이 필요하다.

PDS의 전력설비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은 대상 설비에 최적화된 각종 소형 정밀 센서와 이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여
노이즈 제거 및 파형구분 등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는 지능형 진단 DAU (제품명: PDSurvival), 고객 관제센터에 설치
되는 Local HMI (제품명: PDSConnected) 및 PDS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연계되는 PDCare 서비스로 구성된다. PDS 데이터 센
터 연계 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위탁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대여 (Lease Service)할 수 있으며, 솔루션 대여시에는 고객 현장에 대한 주기적 분석 서
비스가 포함된다.

338

Product Profile
PDS solution ‘PDMS (Power Diagnostic & Monitoring System) is an online integrated monitoring and diagnosis system for power
facilities.
The main features of PDS's PDMS soluiton are
The first, various precision sensors specialized for power facilities
Second compact design to reduce construction time and cost,
And third, PDMS, It is a proven solution that has been applied to more than 15,000 power facilities in 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has numerous accident prevention cases.
In particular, the biggest advantage is that PDS’s cloud data center can continuously provide upgraded diagnostic algorithms to
customers by applying deep learning-based AI to the real event data which is being collected and analyzed in real time from 15,000
power facilities around the world. That's the strong point and difference of 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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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브시스템
대 표 자

박 정실

전

031777846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1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상대원동)
0317778466

http://www.hivesystem.co.kr

회사 소개

하이브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기관 및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관제상황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설계,
시공,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LED DLP Cube 및 다양한 관제 운영 장비를 직접 생산·공급하며, 각종 분야에 접목이 가
능한 차세대 실시간 영상 구간 암·복호화 데이터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관제·영상보안 부문의 Total Solution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1)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비(LED DLP Cube, LED 전광판) : 24시간 365일 무중단 영상운영을 지원하는 관제용 장비

2) 가스누출탐지 카메라 : 가스누출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 및 설비 안정화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산업
현장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3) 스마트조끼 : 효율적인 현장 기술지원, 설비/시설 모니터링,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신속한 조치 및 사고원인분석을 목적으로 고

Hive System Co., LTD
PEPRESENTATIVE

Jeong Sil, PARK

TEL.

0317778460

FAX.

0317778466

WEBSITE

http://www.hivesystem.co.kr

Booth No

H-100

Company Profile
Hive System is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providing consulting, design, construction, and solutions for building a general control
center that serves as a control tower for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produces the LED DLP Cube and various control operation equipment directly, and is a total solutions
company in the field of video surveillance and video security, providing next-generation real-time encryption and decryption of videos
as well as data security service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Product Profile
1)DLP CUBE : DLP rear projection display based on reliaboloty ans staboloty for control room poeration 24/7
2) image processing : ip wall controller etc
3) various display device including LCD DID Monitor , LED Dot Display(LED Signage)

객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산업환경과 작업자에 최적화된 통합형 스마트 안전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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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인재개발원(사)
대 표 자

이충호

전

042-281-4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103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94번길 77 (관저동)
042-281-4052

www.kiphrd.co.kr

회사 소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2002년 출범한 이후로 발전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국가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과학과 기술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에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기술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발전인들의 연결과 상호작용
으로 가치를 만드는 인프라를 형성하여 “발전기술플랫폼”으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기존 전력공급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위주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에너
지 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등 시대변화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초점을
두고 Smart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협력으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발전사 및 발전협력사 그리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을 위하여 111개의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77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발전5사 직원을 위한 발전기초입문과정 등 20개과정, 발전5사 및 발전협력사
를 위한 화력발전실무과정 등 86개과정, 산학연 및 발전운영활성과정 등 5개의 특별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교육과정은 발전
분야이해과정 등 77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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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Power HRD
PEPRESENTATIVE

Choung-ho, Lee

TEL.

042-281-4000

FAX.

042-281-4052

WEBSITE

www.kiphrd.co.kr

Booth No

G-103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2002, KIPHRD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wer industry by
nurturing specialists in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through its differentiated learning courses.
Now, KIPHRD has moved to Daejeon having excellent infra-struc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will take a role as the hub
of technical exchange and will grow further as ”th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platform” by building an infra-structure which
makes values through networks and interactions of future power human resources. KIPHRD will strive to provide smart education
services focusing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urriculum which reflects the trend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mand for supply of clean and safe energy. KIPHRD aims to become one of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es,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wer industry by nurturing energy professional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Product Profile
Since established, we, KIPHRD, has produced 1,235 foreign trainees from 19 different countries(6 Middle East coutries, 7 South-east
Asain countries, 5 African countries, 1 American country) in 74 courses. We have grown as a specialized world-class power education
center with maximized educational effects and high satisfaction of trainees through the customized curricula to meet custom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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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대 표 자

정재훈

전

042-870-262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N-10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70 (장동)
042-870-5999

www.khnp.co.kr

회사 소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약 29.8%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의 시장형 발전 공기업으로 2020년 12월 말 현재 전국
에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와 21기의 수력 발전소(소수력 제외), 16기의 양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원자력발전소 디지털트윈 연계형 VR 콘텐츠 기술

- 원자력발전소 GA 도면 디지털화 및 360도 파노라마 콘텐츠 활용 기술
- 원자력발전소 실감형 네비게이션 개발 및 P&ID 연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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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P

Booth No

N-104

PEPRESENTATIVE
TEL.

042-870-2622

FAX.

042-870-5999

WEBSITE

www.khnp.co.kr

Company Profil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is the largest electric power company which generates approximately 29.8%(Dec. 31,
2020 / The Monthly Report on Major Electric Power Statistics) of the total electric power generated in Korea with the noble sense of
mission and pride of ‘supplying electric power in a stable manner to enrich the lives of people an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s its driving force.

Product Profile
- KHNP VR/AR Development Status
- Nuclear Power Plant General Arrangement) Digitalization & 360 Panorama Contents
- Nuclear Power Plant Realistic Facilities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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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꼬가와전기
대 표 자

사이토 요지

전

02-2628-6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M-2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5길 21 (양평동4가)
02-2628-3899

www.koreayokogawa.com

회사 소개

한국요꼬가와전기(주)는 YOKOGAWA의 한국거점으로서 1978년 설립된 이래 「계측, 제어, 정보 서비스를 통한 보다 풍요로운 사회
발전에 공헌」을 기업이념으로 계측 및 계장 기기 분야에서 기간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1. 전력분석기

세계 최대의 전력 분석기 및 계량기 제조업체로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전력 분석기를 제공합니다.
2. 오실로스코프

고속 샘플링, 전자 장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대역폭 범위
오실로스코프 및 다채널 데이터 레코더의 장점
3. 스코프코더

Yokogawa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물리적 또는 전기적 현상을 측정, 표시, 저장 및 작동할 수 있는 최고의 유연성과 전력을 제공합니다.
4. 광학 기기

광학 구성 요소/시스템 측정을 위한 광학 테스트 장비 솔루션

고용량 광섬유 라인 및 새로운 구성요소 기술에 대한 수요 충족
5. 현장기기

다양한 휴대용 테스트 장비를 제공하여 단기 또는 지속적인 측정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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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ogawa Electric Korea
PEPRESENTATIVE

Saito Yoji

TEL.

02-2628-6000

FAX.

02-2628-3899

WEBSITE

www.koreayokogawa.com

Booth No

M-202

Company Profile
Yokogawa Electric Co., Ltd. is a Korean branch of YOKOGAWA Group and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key industries
in the field of measurement and instrument with the corporate ideology of Contribution to richer social development through
measurement, control, and information services since 1978.

Product Profile
1. Digital Power analyzer
Yokogawa, the world's largest manufacturer of energy and power analyzers and meters, provides a broad choice of digital power
analyzers to satisfy all requirements.
2. Digital oscilloscope
High-speed sampling, Range of bandwidths for electronic device design and development
Advantages of oscilloscope and multi-channel data recorder
3. Scopecoder
Yokogawa data acquisition systems give you the most flexibility and power to measure, display, store, and even actuate any number of
physical or electrical phenomena.
4. Optical instrument
Yokogawa optical test equipment solutions to measure optical components/systems
Serves demand for high capacity fiber lines and new component technologies
5. Field instrument, etc.
Yokogawa's Portable and Handheld Instruments offer a broad range of portable test equipment to fulfill numerous short-term or
continuous measurement applic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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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대 표 자

명성호

전

055-280-1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2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성주동)
055-280-1075

www.keri.re.kr

회사 소개

한국전기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가 기본 인프라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기분야 연구개발(R&D)및 시험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미래 '전기화(Electrification)'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電力) 질주하는 한국전기연구원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품 소개

[중점추진분야]

-전력망 및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및 초전도 기술
-로봇 및 전동기 제어기술
-전기추진 기술

-배터리 및 나노 등 전기재료 기술
-전기 의료기기

-시험·인증 (환태평양 1위 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
세계단락시험협의체 STL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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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ooth No

L-203

PEPRESENTATIVE

Myung Sung-ho

TEL.

055-280-1114

FAX.

055-280-1075

WEBSITE

www.keri.re.kr

Company Profile
KERI i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nation’s only institute dedicated to
electricity. Established in 1976, KERI has carried out R&D activities effectively close to a half-century in various sectors of electricity
encompassing both the nation’s basic technology infrastructure to advanced technologies. KERI will strive to develop promising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uture with the public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era of ‘electrification’ when electricity
becomes the center of our daily lives.

Product Profile
[Advanced Technology Field]
Electrical grid and new/renewable energy
Electrical devices
Power semiconductor and superconductivity technology
Robotics and motor control technology
Electric propulsion technology
Battery, nano and other electrical materials technology
Electrical medical devices
Testing & Certification (One of the world’s internationally accredited
institutes and a full member of Short-Circuit Testing Liaison (S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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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대 표 자

홍성규

전

031-569-969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7 (교문동)
031-557-9291

www.koreacable.or.kr

회사 소개

조합은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을 0.6/1kV-35kV등급 뿐만 아니라 600㎟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 송전 및 배전용전선

· 플라스틱 절연 및 시스 전선
· 고무절연 및 시스 전선
· 건물 및 산업용 전선

· 내화, 난연 및 무독성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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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K-107

Korea Electric Wire Industry Cooperative
PEPRESENTATIVE

HONG SUNG KYU

TEL.

031-569-9691

FAX.

031-557-9291

WEBSITE

www.koreacable.or.kr

Booth No

K-107

Company Profile
We are providing quality cables with 0.6/1kV-35kV in grade and up to 600㎟ in size

Product Profile
·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Cables
· 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ables
· Rubber Insulated and Sheathed Cables
· Building and Industrial Cables
· Fire-Resistant, Low Smoke, and Zero Halogen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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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대 표 자

최정란

전

02-565-1285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3길 8 (방배동)
02-565-1286

Booth No

Booth No

G-301

G-301
PEPRESENTATIVE
TEL.

02-565-1285

FAX.

02-565-1286

WEBSITE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제품 소개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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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 표 자

한석윤

전

031-460-5778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103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031-460-5759

https://www.krri.re.kr/

회사 소개

국내 유일의 철도 전문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철도 등 대중교통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연구개발, 안전 기술, 인증 기술 등을 연구개발
하고, 성과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제품 소개

• 팬터그래프와전차선 사이 비접촉에 따른 아크 상태(이선아크)를 검출하고, 열차의 운행조건에 따른 이선율을 분석하는 팬터그래
프-전차선 이선율획득 계측 시스템

• 열차의 지붕에 설치되어,팬터그래프와전차선 사이 아크 자외선을 측정하는 아크 검출부와,검측되는이선아크를모니터링하는 실내
계측장치로 구성됨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Booth No

J-103

PEPRESENTATIVE
TEL.

031-460-5778

FAX.

031-460-5759

WEBSITE

https://www.krri.re.kr/

Company Profile
KRRI was launched with commitment to shape the nation's railway transport systems while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railway industry. As the nation’s backbone research body for the railway technology. KRRI will be constantly seek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olicies to better serve the people and nation with improved railway systems.

Product Profile
• Measurement system of the percentage of arcs by results from the loss of contact between the contact wire and pantograph in the
electric railway rolling stocks.
• This system all satisfies the regulations of EN50317 and has real-time measurement and analysis abilities.

• 실내계측장치는 전체적인 시스템 제어 및 연산을 담당하는 데이터처리부와 연산된이선율과 분석된 이선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
플레이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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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이디에스(주)
대 표 자

정재기

전

042-862-588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20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44-10 (탑립동)
042-932-9624

www.hanbiteds.co.kr

회사 소개

한빛EDS는 1999년 한국전력공사의 사내창업제도로 탄생하였으며, 전력설비 진단시스템 및 엔지니어링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설비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송배전 및 변전소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의견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수준의 진단 표준을 유지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1.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스템은 GIS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차단기의 동작특성, 피뢰기의 열화 상태, SF6 가스 밀도와 변압

기의 부분방전 및 변압기의 유중가스, 케이블의 부분방전 등을 실시간 감시 및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전력설비의 잠재적인 위험
결함 요소에 대한 초기 진단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변압기 유중 가스 감시장치는 유입식 변압기의 내부 이상 시 발생되는 절연물의 열분해 가스 농도와 수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변압기 이상 유무를 진단.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HanbitEDS Co.,Ltd
PEPRESENTATIVE

Jeong Jae-kee

TEL.

042-862-5882

FAX.

042-932-9624

WEBSITE

www.hanbiteds.co.kr

Booth No

H-205

Company Profile
Hanbit EDS Co., Ltd was founded as the spin-off system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1999, and has pursued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the monitoring and diagnosing system for power equipments as its main business.
Also, we have contributing to power facility safety based on rich experience in diagnosis services for the failure of power facilities, and
provide accurate diagnosis opinion fo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o worldwide.
HanbitEDS Co.,Ltd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and introduce innovative systems to prevent various electrical
hazards.

Product Profile
1. On-line diagnostic system for GIS, transformers, power cable and various power facilities at the substation can monitor and
diagnose PD and various aging state. This system can be supplied to customer economically.
2.The dissolved gas diagnostic system within the transformer monitors the dissolved gas in insulation oil.
3. The portable power equipment diagnostic device is a portable equipment for precise diagnosis of PD in regular or partial discharge
of power equipment.

3. 휴대용 전력설비 진단장치는 전력설비의(GIS 및 케이블) 부분방전을 활선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PD 발생시 정밀 진단하기 위한 휴
대용 장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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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엔지니어링(주)
대 표 자

권갑순

전

02-466-041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가길 10 (구로동)
02-466-0436

회사 소개

전력설비 진단용 센서 및 계측기

제품 소개

전력설비 진단용 센서 및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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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L-200

Hansarang Engineering Co., Ltd.
PEPRESENTATIVE

Kwon Kab Soon

TEL.

02-466-0412

FAX.

02-466-0436

Booth No

L-200

WEBSITE

Company Profile
Hansarang Engineering Co., Ltd.

Product Profile
Hansarang Engineer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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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성더스트킹
대 표 자

최경채

전

031-988-5771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G-30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28번길 35
031-981-5771

www.dustking.co.kr

회사 소개

㈜한성더스트킹은 아시아 최초 하강기류에 의한 모듈식 집진기(브랜드명:DUSTKING)를 개발해 LG,삼성, 현대 등 국내외 유수기업
에 공급하고 있다. 당사는 CE, NEP, ISO 9001의 인증을 받은 집진기 벤처기업으로 2018년 성과공유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그해 기술 혁신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일본,중국, 스리랑카,필리핀 수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다.

제품 소개

출품품목 : 집진기

기존집진기는 설계,제작,납품까지 3달이 걸렸으나 ㈜한성더스트킹은 표준화된 모듈 방식을 개발해 48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필터설치를 기존 수직에서 수평으로 설계하여 작업자의 편이성과 안전성을 높였고, 일대일 펄싱으로 탈진효율을 증가

시켰으며, 고품질의 부품을 사용하여 집진성능을 향상시켰다. 종전제품에 비해 설치 면적은 절반, 설치 공간 체적은 1/5로 줄어들었
으며 가격은 종전 제품의 70%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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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KING CO.,LTD.
PEPRESENTATIVE

Kyungchae Choi

TEL.

031-988-5771

FAX.

031-981-5771

WEBSITE

www.dustking.co.kr

Booth No

G-305

Company Profile
DUSTKING Co., Ltd. has developed Asia's first modular dust collector (brand name: DUSTKING) by descending airflow and is
supplying it to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such as LG, Samsung, and Hyundai. We are a dust collector venture company
certified by CE, NEP, and ISO 9001 and received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s an excellent performance-sharing company in
2018, and w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wards in the fiel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year. Currently, it is spreading its
influence on the global market based on exports to Japan, China, Sri Lanka, and the Philippines.

Product Profile
Dust Collector
While the conventional dust collectors require 3 months for design, manufacturing and assembly, we made it possible to ship a dust
collector in 48hours through manufacturing and assembly of standardized modules.
Especially, the design change from vertical installation of the filter to the horizontal installation method and selection of an aluminum
header instead of the blow tube are heightened worker's conveniece&safety and by 1:1 pulsing increased exhastion efficiency and
improved dust collecting efficiency by using high qualited part. Compared to a conventional one, the size gets 50% smaller in the area
and 20% smaller in th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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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케이엔피(주)
대 표 자

이남석

전

031-706-8157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1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삼평동)
031-706-9157

www.knp-korea.com

회사 소개

한수원KNP는 지난 40년간 축적된 한국의 경쟁력 있는 발전 및 에너지분야 기자재·검사·정비용역서비스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자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전력기자재산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원자력, 화력, 수력, Oil&Gas 등 발전 및 에너지 분야의

견고한 한국의 공급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치를 관리하고 해외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수원KNP는 한국의 견고한 공급망과 글로벌 고객을 연결하는 연결자이자 서로의 Needs를 조정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수원KNP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파트

KHNP-KNP

Booth No

H-102

PEPRESENTATIVE

Lee Nam-Seog

TEL.

031-706-8157

FAX.

031-706-9157

WEBSITE

www.knp-korea.com

Company Profile
Established by KHNP and 41 Shareholders(including mechanical, electrical, L&C manufacturers) in 2015. KNP aims to export korean
power plant equipment, inspection and maintenance service and about 400 firms registered to KHNP are indirectly with KNP. We
are committed to creating global customer value by managing the merits and values of the solid Korean supply network for power
generation and energy such as nuclear, thermal, hydro and oil&gas and providing them to overseas customers.

너로서 더 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제품 소개

1. 수출사업

한수원KNP는 한국 최초수출원전인 UAE BNPP 운영에 필요한 정비예비품·설비보강자재·검사·정비서비스를 공급하여 BNPP의 안전운

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유럽·북미 등의 발전기자재 제작사(1st Tier)를 대상으로 국내 기술 및 부품 수출을 추진하고, 아시아·중동 등 신규
플랜트 도입국을 대상으로 기술이전·현지합작법인설립·인수합병·R&D투자 등 다양한 해외수출사업모델을 통해 국내 발전기자재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합니다.
2. 중소기업 수출기반구축사업

한수원KNP는 한수원과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시행사로서 혁신파트너십 사업과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프
로그램인 해외시장 개척단사업(미국, UAE, 터키 등), 해외 end-user 등록 서비스 및 해외인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roduct Profile
1. Export support for Korean SME’s products
We export SME’s products to world markets and contribute to add value for nuclear supply chain. We find a vendor who can supply the
product requested by the customer and support them to export the product. KNP has established Abu Dhabi branch office in 2021.
We will support SME to enter BNPP Project.
2. Fostering SME’s export capability
With support of KHNP, we develop overseas business and arrange Procurement seminars, B2B meetings, or technical visits
between SME and overseas customers. Also, we perform Test-bed & Localization Programs and export consulting service with
analysis SME’s capability and development of customized export model.
3. Customized equipment and service provider
We work to study various characters of diverse customers and provide optimized solutions. We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customer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establishment of local joint company, M&A, and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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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대 표 자

조석

전

031-8006-672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H-400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031-8006-6629

www.hyundai-electric.com

회사 소개

현대일렉트릭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주십시오.

지난 1977년 창사 이래 중전사업분야에서 고객의 성장과 함께 해 온 현대일렉트릭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최근 글로벌 전력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분산형 전원 확대와 ICT 융합 솔루션 및 DC 전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송/변전 분야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전 및 솔루션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 입니다.

ICT 플랫폼 구축과 신뢰성 센터 설립, 스마트팩토리 완공 등 Digital 기반 스마트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mart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날 현대일렉트릭의 새로운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HYUNDAI ELECTRIC
PEPRESENTATIVE

Seok, Cho

TEL.

031-8006-6722

FAX.

031-8006-6629

WEBSITE

www.hyundai-electric.com

Booth No

H-400

Company Profile
Since 1977, Hyundai Electric has served as a committed partner to its customers on their growth path in the heavy electrical
machinery sector and is embarking on a new beginning.
The global power market has been going through a paradigm shift with an increasing penetration of distributed- generation (DG)
triggered by growing renewable energy demand and the expansion of ICT convergence solutions and DC power infrastructures.
To fully realize growing business opportunities, we will further focus on gaining a distinctive competitive edge in the electric power
distribution and solutions sector, in addition to the transmission where we own rich experience and expertise.
Our transformation into a digital smart solutions provider will be accelerated further as we establish the ICT platform, reliability
assessment center, smart factory and more.
Thank you for being part of our journey as we aspire to become the leading Smart Solution Provider in Korea.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저압전동기, 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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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file
Power Transformer, Gas Insulated Wsitchgear, Motor and Generator, Switchgear, MV/LV Circuit Breaker, Energ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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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주)
대 표 자

요코타 타케시

전

02-707-6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J-4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02-707-6116

hyosungheavyindustries.com

회사 소개

산업 에너지의 핵심인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미주, 중동,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효성중공
업은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는 물론 전동기, 기어 등의 사업분야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
(ESS), 스태콤(STATCOM),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미래 전력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저탄소 그린 라
이프 시대를 선도할 것입니다.

제품 소개

효성중공업은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에서 시스템 공급부터 유지보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풍
부한 사업경험과 제품 신뢰성을 바탕으로 ESS사업에서 효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가치 극대화와 전력 산업의 새로운 미
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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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PEPRESENTATIVE

YOKOTA TAKESHI

TEL.

02-707-6114

FAX.

02-707-6116

WEBSITE

hyosungheavyindustries.com

Booth No

J-400

Company Profile
Boasting the world's foremost technology in the field of heavy electrical equipment, which makes up the core of industrial energy,
Hyosung Heavy Industries exports its products to many corners of the world, including North Ame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Our company is deemed highly valuable not only in the area of electrical power equipment such as transformers and circuit breakers
but also in electric motors and gears. In addition, we possess core technologies necessary for building the future electricity grid,
including Energy Storage Systems (ESS), STATCOM, and Smart Grid, and based on them, we are determined to lead the era of lowcarbon green life.

Product Profile
Hyosung Heavy Industries undertakes various activities in the Energy Storage Systembusiness ranging from supplying systems to
maintenance and consulting business for construction. Based on our abundant business experiences and product reliability, Hyosung
has strengths in the ESS business and contributes to maximizing customervalue and creating new future value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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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휘성
대 표 자

민길식

전

031-308-453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L-201

경기 화성시 세자로396번길 9
031-293-0715

www.whisung.net

회사 소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인류 사회의 안녕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휘성은, 현재, 전력

및 산업설비의 열화상태를 진단/감시하는 초음파 진단장치를 비롯하여 초음파 진단장치에 열화상 카메라, CO 및 연소가스 측정기,
거리 측정기를 부가한 복합 진단장치(휴대용 및 시스템용)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휘성의 진단장치는 다양한 전력설비와 산업에너지설비를 진단/감시함으로써 고장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불시정전과 전기화재를
예방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등의 전력회사와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대형 플랜트 공장들과 아
파트형 공장 등입니다.

제품 소개

1. 복합센서(초음파, 열화상, CO 센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력설비의 고장징후를 활선상태에서 진단/감시하는 시스템.
2. 활선상태 또는 운전 중의 전력기기, 회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포집하여 기기의 방전여부와 열화 고장을 진단하는 장비.
3. HARMONICS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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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UNG corporation
PEPRESENTATIVE

Min Kilsik

TEL.

031-308-4530

FAX.

031-293-0715

WEBSITE

www.whisung.net

Booth No

L-201

Company Profile
WHISUNG Corp.,ltd. was founded in 2012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and peace in a human society by preventing
industrial disasters. WHISUNG has been producing and supplying Ultrasound Detector and Hybrid Detector(which combined
Ultrasound Detector, IR Camera, Co/Burning gas Detector, Distance Meter).(Portable and System type)
The purpose of WHISUNG’s detector is to detect signs of failure in advance by diagnosing /monitoring various power facilities and
industrial energy facilities to prevent accidental blackouts and electrical fires.
The main customers include Power companies throughout Korea, China, Iran, Indonesia, Philippines, as well as Large Plant Factor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Co.,Ltd., Hyundai Oilbank Co.,Ltd., and Hanwha Total Petrochemical Co.,Ltd. As well as Flatted Factory
Buildings etc.

Product Profile
1. To detect fault point of the device by collected the CO gas, temperature, ultrasound signal from the equipment during operation or
on a live wire. Diagnose the failure or discharge status of the equipment with the hybrid monitoring system.
2. To detect fault point of the device by collected the ultrasound signal from the equipment during operation or on a live wire.
Diagnose the failure or discharge status of the equipment with the ultrasound which ar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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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S ELEKTROTEKNIK MAK.SAN.VE TIC.AS
대 표 자

MR.HULKI CAN SANLITOP

전

+90-535-018439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K-200

I.O.S.B MAH.ATATURK BULVARI NO 50/A 34490 BASALSEHIR-ISTANBUL TURKEY

www.emaselectric.com

회사 소개

터키의 1969년에 설립된 회사로 전기전력분야의 자동화 및 계측분야의 기술선도 기업으로 컨트롤러, 릴레이, 타이머, 스위치와 같
은 전력분야의 필수적인 제품을 제조 및 전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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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S ELEKTROTEKNIK MAK.SAN.VE TIC.AS

Booth No

K-200

PEPRESENTATIVE

MR.HULKI CAN SANLITOP

TEL.

I.O.S.B MAH.ATATURK BULVARI NO 50/A 34490 BASALSEHIR-ISTANBUL TURKEY

FAX.
WEBSITE

www.emaselectric.com

Company Profile
EMAS is an established Turkish company which has been operational since 1969, primarily manufacturing in the fields of electro
technics, electronics and automotive. Expanding over the years and continuing its activities as separate companies in manufacturing,
assembly and marketing under the name of EMAS Corporate Group; the company serves the country’s economy with a facility
spreading across 15.000 m2 within the Ikitelli Organized Industrial Zone, Istanbul.A trusted name in the industry with its long history
full of success, EMAS uses its strong experience and extensive infrastructure to understand and innovate with smart design made
possible by our dynamic R&D department where dozens of engineers are employed.Building on from the EMAS Quality, success
and competitive value in the Domestic markets, these values can now be found in our growing Export sectors, with EMAS currently
supplying products to more than 70 Countries internationally.With half a century of experience and expertise in providing solutions
in many different sectors with more than 18 product groups, EMAS is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and moves forward as one of the
strongest competitor of world-renowned brands.

Produ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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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대 표 자

구자균

전

02-2034-4662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Booth No

E-4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호계동)
02-2034-4757

www.ls-electric.com

회사 소개

LS ELECTRIC은 전력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은 전압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변압기류’와 전류를 개폐하면서 과부하나 단락 등과 같은 이상 상

태가 발생하였을 때 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차단기류’로 크게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송전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
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S용 전력변
환장치(PCS)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LS ELECTRIC은 전력, 자동화, 철도산업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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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ELECRTIC
PEPRESENTATIVE

Ja-Kyun Koo

TEL.

02-2034-4662

FAX.

02-2034-4757

WEBSITE

www.ls-electric.com

Booth No

E-400

Company Profile
LS ELECTRIC delivers total solutions that ensure safety and efficienc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power generation to final
consumption. Our flagship products are categorized into ‘transformers’ and ‘circuit breakers’: transformers change voltages to
desired levels, and circuit breakers provide opening and closing of the current carrying contacts to isolate and protect an electrical
circuit from the damage caused in the event of overloads or short circuits. Recent additions to our power solutions portfolio include
the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 designed to minimize energy losseswhile maximizing efficiency in electricity
transmission, the Energy Storage System (ESS),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and the Power Conversion System (PCS) for
ESS applications.

Product Profile
LS ELECTRIC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Power & Automation & Smart Energy & Railway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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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대 표 자

김호빈

전

070-7511-1743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발전 6사 홍보관
Booth No

F-10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070-7511-1193

www.komipo.co.kr

회사 소개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석탄, LNG, 중유)과 풍력, 태양광, SRF, 연료전지 발전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입니다.

대한민국 화력발전의 시초가 된 당인리발전소(서울화력)의 운영에서부터,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장 6,500일 발전소 장기 무고장
운전의 기록을 보유한 보령발전본부, 초고효율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신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한 신보령발전본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춘 친환경 초고효율 신서천발전본부(21년 상업운전 개시)등 대한민국 에너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한국
중부발전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표준 석탄화력 모델을 수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하며 찌레본 화력, 탄중자티 화력,
왐푸 수력, 땅가무스 수력 등의 발전소를 통해 자바섬 전력공급의 6%를 담당하고 있고, 시보르빠 수력, 찌레본 화력 후속기 등
추가사업을 진행하며 인도네시아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생각하고 시도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쌓으며,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중부발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의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가 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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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idland Power Co., Ltd

Booth No

F-100

PEPRESENTATIVE
TEL.

070-7511-1743

FAX.

070-7511-1193

WEBSITE

www.komipo.co.kr

Company Profile
Family built on its world-class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Korea Midland Power supplies high quality, stable
power through thermal power generation (coal, LNG, heavy oil), wind power generation, solar energy, SRF, and fuel cell power
generation.
From the operation of the Dangin-ri Power Plant(Seoul Power Plant) that marked the beginning of thermal power generation in
Korea to the Boryeong P.G.Site Div. that holds the world record in the longterm failure-free operation of power plants spanning over
6,500 days as enter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well as the Shin Boryeong P.G.Site Div., which has successfully
localized new technology of ultra-high-efficiency, ultra-supercritical thermal power generation, Korea Midland Power has always
taken part in the important milestones in the energy history of Korea.
The Company is responsible for six percent of Java lslands electricity supply through power plants including the Cirebon Thermal
Power Plant, Tanjung Jati Thermal Power Plant, Wampu Hydropower Plant, and Tanggamus Hydropower Plant by exporting the
Korean standard coal-fired power model to Indonesia, and passing its technical skills and know-how in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conducting additional businesses, including the Sipborpa Hydropower Plant and new units for the Cirebon Thermal
Power Plant, thereby contributing towards Indonesias stable power and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its ideas that no others have come up with and its spirit of taking up challenges that no one has dared to undertake, Korea
Midland Power strives to ensure a rich and healthy life of the people, building know-how and experience at the forefront of the energy
industry, and will continue to remain as a reliable energy company for the development of not only Korea but als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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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대 표 자

정재훈

전

054-704-2114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발전 6사 홍보관
Booth No

F-10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회사 소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4기의 원자력발전소와 21기의 수력발전소, 16기의 양수발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국내 전력의

약 28.0%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회사입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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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Booth No

F-100

PEPRESENTATIVE
TEL.

054-704-2114

FAX.
WEBSITE

www.khnp.co.kr

Company Profil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is Korea’s largest power generation company, and supplies 28.0% of Korea’s power
consumption with its 24 nuclear plants, 21 hydroelectric power plants, 16 pumped storage power plants and renewable energy
recourse. Our mission and pride, represented by the motto ‘We supply a stable power source not only to enrich quality of life, but also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which drives the company’s development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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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대 표 자

김회천

전

070-8898-1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발전 6사 홍보관
Booth No

F-100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050-5027-1004

www.koenergy.kr

회사 소개

한국남동발전(주)는 2001년 4월 2일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출범한 발전회사입니다.

전력산업의 주역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목표로 Clean & Smart Energy Leader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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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outh-East Power Co., Ltd

Booth No

F-100

PEPRESENTATIVE
TEL.

070-8898-1000

FAX.

050-5027-1004

WEBSITE

www.koenergy.kr

Company Profile
Korea South-East Power Co.,Ltd, having ‘KOEN’ for its new brand name, was established on April 2, 2001, by being branched off from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under the government’s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policy. With a mission “Reliably
supply clean and safe energy and lead sustainable future growth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and welfare”, it endeavors to
realize its grand vision to become ‘Clean & Smart Energy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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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대 표 자

박형덕

전

041-400-143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발전 6사 홍보관
Booth No

F-1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041-400-1486

www.iwest.co.kr

회사 소개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입니다.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하여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8.5%에 해당하는 11,441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2,695명 임직원은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전공기업으로서 안전과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산업재해 근절과 환경친화적 설비운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보강과 환경신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90% 감축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7번째이고 국내 유일한 석탄을 가스로 만들어 발전하는

석탄가스화복합설비(IGCC)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터빈 국산화 실증사업 등 발전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지향과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5% 수준으로 확보하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호주 등 기존 거점지역을 넘어 해외 발전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국내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력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성장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된 지역과
사회의 정다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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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esternpower Co., Ltd.

Booth No

F-100

PEPRESENTATIVE
TEL.

070-8898-1000

FAX.

050-5027-1004

WEBSITE

www.iwest.co.kr

Company Profile
Introduction
The Company has 11,365.5 MW of facilities in Taean Thermal Power Complex Division, Pyeongtaek, Seoincheon, and Gunsan, which
account for about 8.8% of total domestic power generation capacity, 2,633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committed to providing
quality, reliable and economical electricity.
As a power generation public corporation, the Company places the utmost priority on safety and the environment, devoting its efforts
to the erad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acilities. Comprehensive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to fundamentally prevent negligent accidents, including a plan to reinforce environmental facilities of coal-fired plant
and introduce environment new technology in order to reduce the emissions of fine dust-causing substances by 88% compared to
2015, thereby realizing the highest level of eco-friendly power plants at home and abroad by 2030.
Korea Western Power is accumulating unique and differentiated technical capability. The company has built and operated a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 power plant (IGCC) that generates electricity by coal gas, which is the seventh in the world rankings and
the only in the country. In order to raise technological independence of domest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o 90% iby 2030, the
Company is focusing on localization of power generation equipment and original technology such as Gas Turbine Localization Project,
etc.
Based on these value-orientation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Company will secure 25% of its total volume of power generation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Installed capacity 5,286MW) by 2030. Also will advance into overseas power generation market
beyond Indonesia, Laos and Australia, to secure domestic and overseas growth engines.
Moreover, we will create a healthy ecosystem through mutual growth with partners and SMEs, and will become a good neighbor for
local communities and isolated areas, providing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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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대 표 자

김영문

전

070-5000-1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발전 6사 홍보관
Booth No

F-10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070-5000-1098

www.ewp.co.kr

회사 소개

한국동서발전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의 발전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발판삼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
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동서발전 전 직원은 안전우선, 녹색전환, 상생협력, 청렴
공정을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국민신뢰중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혁신경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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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AST-WEST POWER CO.,LTD.

Booth No

F-100

PEPRESENTATIVE
TEL.

070-5000-1000

FAX.

070-5000-1098

WEBSITE

www.iwest.co.kr

Company Profile
EWP has developed to become one of Korea’s best power generation businesses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s. Now we are trying
to make a great leap towards becoming an energy business creating the best values and eco-friendly energy business enriching the
world. In order to developed as a public enterprise that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y, all employees of EWP are investing their efforts
to strengthen our competitiveness as a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based on our core values : safe first, Green Transition,
Win-Win Cooperation, and Integrity and Fairness. We will improve our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by ensuring eco-friendly future
growth engines and realizing trust-centered social values of ou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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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대 표 자

이승우

전

070-7713-8000

주

소

팩

스

화

홈페이지

발전 6사 홍보관
Booth No

F-1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www.kospo.co.kr

회사 소개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 한국남부발전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 신뢰를 위한 ESG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인 발전산업은, 이제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LNG 전원 확대를 통해 더욱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마트발전소, 가상발전소 등 설비 디지털화와 수소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여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남부발전은 국내 최고를 뛰어넘어 글로벌 발전 산업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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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outhern Power Co., Ltd.

Booth No

F-100

PEPRESENTATIVE
TEL.

070-7713-8000

FAX.
WEBSITE

www.kospo.co.kr

Company Profile
“We are KOSPO, public corporation leading green energy with digital innovation.”
As the leading energy public corporation actively implementing carbon neutral practices, KOSPO continues to make efforts in
upholding ESG management as it`s upmost priority to supply clean and reliable energy based on public trust.
As one oh the Korea`s key industries leading it`s economic development, power-generating industry is adapting to meet the
demands of the new energy era, by pursuing public inclusive businesses, shared growth with local economy and implementing social
values. KOSPO produces cleaner energy through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with solar, wind and fuel cell and expansion of ecofriendly LNG. Furthermore KOSPO will lead the global standard of the new energy industry through its smart power plant, virtual
power plant and facility digitalization as well as the hydrogen convergence business development.
Moreover KOSPO will continue to thrive as the trusted public energy corporation through its job opportunity, shared growth with SMEs
and the public through economic boost and implementation of transparent corporate culture.
Needless to say, as KOSPO promises to exceed not only the national best standard but to lead the global power generation industry,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interest and encouragement as we move on to take these steps for our sustain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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