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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1

CEO Message

We are Entechworld

엔텍월드는 전기, 전자, 제어, 정보통신, 신호, 광학센서 등 엔지니어링 전문지식을기
반으로, 송/변전설비, 발전설비, 전기철도, 중전기기 등 공공시장에서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핵심 역량이 집결된 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기
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력 IT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엔텍월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신뢰성을 인정받은 고품질의 전력설비를 공급하
고 있으며,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다수 종합건설회사의 협력회사로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hat & How

엔텍월드는 “도시개발 및 건설부문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전문적
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최고의 가치로 구현하기 위해, 초기의 사
업기획에서부터 컨셉 디자인, 사업성 분석, 금융조달, 시공, 분양,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늘이 내린 도시 미단
시티”와 “신화와 전설의 섬 제주” 등에서 도전과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텍월드의 또 하나 Vision은 “전기자동차”입니다. 우리의 특화된 고속전기철도
Hardware와 Software로 친환경 미래 전기자동차에 접목시킬 제품의 연구개발과 기
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Goal

엔텍월드는 통합 SAP System 도입 등 경영혁신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 및
M&A로 글로벌 상장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
공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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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설 립 일

기 업 규 모

사 원 수

대 표 이 사

본사주소지

공장주소지

엔텍월드 Entech World

2005년 6월 3일

안병립

자본금 31억원

72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12층)
Tel. 02-6670-5230~8 / Fax. 02-6670-523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178
Tel. 031-335-6088 / Fax. 031-335-6355

회사정보
엔텍월드소개

업 태 제조, 건설, 도소매, 부동산업, 서비스

[조직도]

2

대표이사

감사 이사회

부사장

경영지원본부 SI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부 사업1본부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기술영업팀

기술팀

중전기팀

설계팀

영업본부

영업1팀

영업2팀

품질관리팀 기술연구소

해외사업본부

사업2본부

매 출 액 305억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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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엔텍월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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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소]

본사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5(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1210호 (우:08502)

Tel) 02-6670-5230 / Fax) 02-6670-5239

공장
(A,B동)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178 (우:17159)

Tel) 031-335-6356 / Fax) 031-335-6355

공장
(C동)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182 (우: 17159)

Tel) 031-335-6356 / Fax) 031-335-6355

공장
(D동)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241 (우: 17158)

Tel) 031-335-6356 / Fax) 031-335-6355

[공장 규모]

대지면적(평) 건물면적(평) 비고

7,888m2 (2,387평) 3,891m2 (1,177평) A,B,C동

4,377m2 (1,324평) 828m2 (250평) D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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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엔텍월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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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제어 8 1 3 2 2

전자기기 4 1 1 1 1

설계 4 1 1 1 1

토목 3 1 1 1 -

전기/정보통신 9 2 3 2 2

실내건축 4 1 1 1 1

소방 3 1 1 - 1

기계설비 3 1 1 1 -

사무자동화 6 3 1 1 1

(합계) 44 12 13 10 9

[기술진 보유현황]

(단위: 명)

〮총인원 : 72명
〮전문인력 : 35명 (전문인력 평가기준 : 수배전반 및 전력계통 경력 3년 이상)

1. 전문인력현황

2. 공정별 경력관리현황

총괄
관리

사업팀 관리팀 기술팀 설계팀 A/S
품질

관리팀
생산팀 연구소 (총인원)

3년 이하 2 5 8 3 3 2 2 7 5 37

3년 이상 4 4 3 8 3 1 2 5 5 35

(총인원) 6 9 11 11 6 3 4 12 1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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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6월 3일 설립

2006

주요연혁
엔텍월드가 걸어온길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용인 1공장 등록

· 엔텍월드㈜ 기술연구소 인증

· 벤처기업 등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조달청 수배전반 다수공급자 계약2008

~

2009 · 베한타임즈 인수

· 애드윈파트너스 베트남 인가

· 20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상2012

~

2013 ·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2015
~

2016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 엘에스전선 특약점 등록

· 용인 2공장 준공 및 등록NOW

~

· 소방시설업[전기] 등록

· PM 글로벌드림팀 조직[도시개발 부문]

WORLD

HUMAN

TECHNOLOGY

5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등록

· 엘에스일렉트릭 특약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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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6 엔텍월드 주식회사 설립

2005. 07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5. 07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5. 07 용인 1공장 등록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005. 08 엔텍월드㈜ 기술연구소 인증 [미래창조과학부]

2006. 06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2007. 12 한국중부발전㈜ 상생협력 우수기업인증

2008.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중소기업청]

2008. 12 조달청 수배전반 다수공급자 계약 [MAS]

2010. 02 베한타임즈 인수 [베트남 한국교민 신문사]

2010. 10 애드윈파트너스 베트남 인가 [금융, 부동산개발 등 종합컨설팅] 

2012. 0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한국소프트웨어사업협회]

2012. 09 20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상

2013. 04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2013. 09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2014. 07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사업자 등록

2015. 0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2015. 11 엘에스일렉트릭 특약점 등록

2016. 03 엘에스전선 특약점 등록

2016. 05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2016. 11 용인 2공장 준공 및 등록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017. 07 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

2017. 09 한국 5개 발전소 정비적격기업 재 인증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2017. 10 PM 글로벌드림팀 조직 [도시개발 부문]

2018. 01 엔텍바이오로직스(베트남/호치민) 설립 [무역업, 의료기기, 바이오 건강식품]

2018.09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한국기업데이터]

2020.06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등록

[세부연혁]

주요연혁
엔텍월드가 걸어온길



사업소개



7

사업소개
엔텍월드의 핵심 비즈니스

사업소개

면허 종류 면허 일자 면허 번호 도급한도(천원)

전기공사업 2007. 10. 04 서울-04136 2,578,433

정보통신공사업 2005. 11. 22 제200304호 1,840,800

소방시설업 2017. 07. 21 금천-15-10-01 -

기계설비공사업 2015. 01. 30 금천-16-01-02 -

실내건축공사업 2016. 05. 30 금천-16-02-01 1,371,066

소프트웨어사업 2020. 06. 19 B20-200959 -

철도 중전기

자동제어 연구개발

공사 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면허 내용]

기반사업 신성장사업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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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안전운행과 고속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이끌어 갑니다!
철도산업은, 차량, 신호, 전력의 공급과 제어기술 및 기계, 전기, 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결합된 복합적 기간산업이며,
그중 엔텍월드는 ■ 전기철도급전시스템 ■ 고장점표정장치시스템 ■ 전기철도전력품질분석 시스템 ■ 전력보호
감시시스템 ■ 보호계전반 등 핵심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로 “멀티 디지털 신호제어시스템”
을 자체 개발하여 성장성과 영업이익을 추가 확보와 남북철도 및 전 세계가 철도로 이어지는 “글로벌 스마트 철도
(Global Smart Train)” 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거래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철도

[주요제품]

고속철도 및 전철계통에 전기를 공급하고 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

전기철도급전시스템 고장점표정장치시스템

고속철도 및 전철 사고시 사고 지점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시스템

전기철도전력품질분석 및 전력보호감시시스템

전기철도변전소 전력의 품질상태를 분석하고 보호 및 감시

보호계전기

고속철도 및 전기철도의 급전 사고를 감지하여 전력설비를 보호



[주요 거래처]  한국전력,  삼성전자,  삼성물산,  GS건설,  SG신성건설,  포스코건설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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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텍월드 중전기 제품의 5대 장점:
신뢰성&호환성 / 표준화&가격경쟁력 / Customizing능력 / 공간디자인 / Total Service
엔텍월드는, ■ 송/변전 및 발전용 전력기기, 전력변환장치 ■ 반도체공장 특수 전력설비 및 운용시스템, 지능형전동
기제어반 ■ 빌딩, 아파트단지 등 일반용 고(저)압폐쇄배전반, 분전반 등, 발전설비부터 송전탑과 전력선 · 변전 ·
배전 · 수전 등 전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변환 및 최종 사용하기까지의 모든 단계별 제품을, 고객의 요구 및 현장
의 사용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업계 최고의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생산 · 공급합니다.

중전기

[주요제품]

개폐기, 차단기, 변압기, 계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Bus Line), 
접속도체, 감시제어기 등을 접지된 케이스 전면에 집중 설치하
여 고압 배전선로를 감시 및 제어하는 첨단 전력설비

고/저압폐쇄 배전반 지능형 전동기제어반

저압 계통의 주 회로 및 전동기 제어함으로 구성되어, 과전류와
사고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전동기를 보호하고, 모든 전동
기에 각 부하 별로 원활하게 전원을 공급

분전반

발전 및 철도, 반도체공장 등의 설비와 통신기기 등 산업용 특수 분전
반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D-METER, MCCB, BUS BAR, CASE 등으
로 구성되어 과전류를 차단하고, 전원을 원활하게 나누어 공급



[주요 거래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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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공학은 사람, 자연, 기술을 위한 기초 과학입니다!
엔텍월드의 자동제어기술은, ■ SI(System Integration)부문의 전력분석시스템(Power Analysis System), 원격설비
감시제어시스템(SCADA System), 수처리시스템 ■ 발전소 및 플랜트부문의 전력설비보호감시시스템(ECMS), PLC
및 HMI 자동제어시스템, 변류기2차개방감지기(CTOD) ■ 기타부문의 공장자동화제어시스템, 축전지성능향상및감시
제어시스템(BRS) 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제어

[주요제품]

발전소 및 플랜트의 전기설비를 보호 감시

전력설비보호 감시시스템 원격설비감시 제어시스템

원격소에서 설비를 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

자동화제어 시스템

공장자동화, TM/TC, 조명 등 전력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전력분석시스템

변전설비의 전력품질상태를 상시분석 및 감시하는 시스템

Automatic Control Engineering



[주요 거래처]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아시아나IDT,  
롯데건설, KT, 글로벌에셋그룹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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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장인정신과 품질관리로 책임지겠습니다!
엔텍월드는, ■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를 중심으로 ■ 기계기구설치 공사 ■ 실내건축 공사 등 장인정신과 품질관
리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 공사와, 글로벌에셋그룹 주주(20%)로 인천 미단시티 오피스텔(1,600세대) 등 안정적
이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는 전략으로 건설공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 공사 기계기구설치 공사 실내건축 공사

플랜트배관공사 면세점



[주요 거래처]  ITS(천안, 충주, 익산, 전주), UTIS(김포, 남양주, 의정부, 군포 등)
BIS(천안-아산), U-City(판교, 마곡, 송도), VES(전국 500대)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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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람과 자연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 합니다!
엔텍월드는, 오래된 도시를 디자인하여 새로움을 입히고, 첨단 기술과 기능을 부여 함으로서,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의 활용,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도시개발(都市開發)에 그간 다져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
하여 사람과 자연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 하겠습니다.
엔텍월드는,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사람과 도시가 정보통신(ICT)과 사물인터넷 (IoT)으로 연결되고, 도
시 인프라의 계획, 설계, 구축, 자원, 안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Smart City” 및 “Ubiquitous City”
를 지향합니다.

[주요 거래처]  글로벌에셋그룹(미단시티), 가온YW(영월재개발아파트)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으로 Ubiquitous City 를 개척합니다!
엔텍월드는 ■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부문의 첨단신호제어, VDS, VMB, CCTV, 경찰청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 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 ■ U-city 서비스(Ubiquitous-City
Service) 부문의 U-교통, U-자전거, U-Water, U-Health, U-주차 서비스 구축 ■ 무인단속시스템 (Vioation
Enforcement System) 부문의 과속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
다.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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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람과 자연에서 얻고 개인 에너지(Personal Energy) 생산시대를 대비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엔텍월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풍
력발전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자 간 협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거래처]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지능형전력망
엔텍월드의 첨단계량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등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핵심 기기에서부터, 기기에서 얻는 에너지관련정보,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정보, 최대수요전력과 시간대별 요금제반응정보 등을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하고 제어(制御)하는 지능형전력망
핵심기술은, 전력사용량 절감, 피크 전력 저감, 전력품질개선 등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고, 공급과
수요 간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
엔텍월드는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소에 대한 정
비적격기업 및 기자재납품 자격으로 생활폐기물과
SRF 등의 고체 연료를 공급하고, 이를 이용한 폐기물
발전시스템의 구축과 전기에너지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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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연구개발 과제 주관기관 개발완료 비 고

전기철도 급전 전력동요 및 고장기록감시장치 개발 한국철도공사 2021 개발중

전력회로 이상검출 Auto-lock System 개발용역 한국전력공사 2021 개발중

보호설비(보호계전기,고장점표정반)검증 기술개발 국토교통부 2021 개발중

발전기 보호제어시스템 다기능 IED 시뮬레이터 개발 한국수력원자력㈜ 2017 개발성공

축전지 성능개선장치 개발 (Battery Refresh System) 한국중부발전㈜ 2014 개발성공

발전소 제어설비 실시간 노이즈 감시장치 개발 한국중부발전㈜ 2011 개발성공

주제어설비 접지레벨 감시장치 개발 한국서부발전㈜ 2011 개발성공

릴레이 채터링 카운터 시스템 개발 한국중부발전㈜ 2009 개발성공

미분기의 정확한 Level 측정을 통한 최적제어시스템 한국중부발전㈜ 2009 개발성공

공기예열기 SDS&FDS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한국동서발전㈜ 2008 제품화

화재감시 시스템 개발 한국중부발전㈜ 2007 제품화

상·하탄 제어설비 및 HMI 개발 한국동서발전㈜ 2007 제품화

가스터빈 LNG 누설감지설비 시스템용역 한국중부발전㈜ 2006 제품화

탈진효과를 극대화한 복합EJECTOR 개발 중소기업청 2008 개발성공

NCIS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07 개발성공

GIS LCP Digital System 중소기업청 2006 제품화

Optical VTS / CTS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05 개발성공

[연구개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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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연구논문실적]

논문명 주관기관 연도 비 고

A Study on the Protection Relay Test and Analysis

Method of AC Electric Railway Substation
JEPE(미국) 2020 Volume 14

전기철도 전력회로 이상 검출 시스템 설계 대한전기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교류전철의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위한 고장 전류 특성 분석 대한전기학회 논문지 2019

철도급전용 디지털보호계전기 성능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전기철도 급전계통 보호계전의 교육용 시스템 설계 한국철도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양수발전소 발전기보호계전기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터 설계 및 기능 구현
대한전기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양수발전기 IED 시뮬레이터 축소모형 제작과 PSCAD를

이용한 사고해석
대한전기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양수발전 보호계전기용 시뮬레이터 개발 대한전기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갑종보호계전기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15 하계학술대회

Epoxy-nanoclay composite 제작과 전기적 특성 대한전기학회 2008 하계학술대회

ELECTR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EPOXY-NANOCLAY COMPOSITE
Modern Physics Letters B 2009 Vol. 23

Nanofiller를 첨가한 에폭시 수지의 구조적 특성 대한전기학회 2008 하계학술대회

고분자 복합재료의 구조적 특성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고분자-세라믹 나노 컴포지트의 제작과 전기적 특성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편광측정법을 이용한 광전류 센서의 온도특성 대한전기학회 2008 하계학술대회

GIS용 광PT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07 하계학술대회

GIS용 광CT의 전기적 특성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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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회사

Global Asset Group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1201호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한국, 러시아, 홍콩 등과 합작으로 설립되어,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
대, 매매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토목/건축 공사업, 자원 및 기계 등의 무역업을 영
위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개발 관리하는 영종경제자유구역 (183만m2)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개발 등 한국 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소]
1~4F, 145 Pham Thai Buong, Phu My Hung, Dist. 7HCM City VIETNAM

국영 베트남통신사로부터 한국어 번역 기사를 유일하게 발간할 수 있는 자격을 가
지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내 전자신문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기사 및 콘텐
츠를 상호 제공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1207호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삼성전자 등에 전기 부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해 2016년 프라임산전㈜로 설립하
였으나 2년 여간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9.9월 경 상호 변경과 베트남 및 블
라디보스톡 중심의 패키지 여행 및 자유여행업으로 전환하였고, 임직원 15명 내외
로 2019년 11월부터 GS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호사 김종각

대표자: 음두경

[베트남 주소] 3F, 145 Pham Thai Buong, Phu My Hung, Dist. 7, HCM City VIETNAM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베트남 기업의 한국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술, 법률, 부동산 개발, 금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베트남 주소] 400(2nd Floor) Nguyen Thi Thap, Quy Ward, Dist. 7, HCM City, 대표 조장희

JS건설은 지난 20여년 간 시멘트석산 개발, 도로공사, 전기 공사 등을 수행해 왔으며, 베트남 롱하우산업공단(Long Hau Industrial
Park), 틴빈투산업공단(Tinh Binh Thuan, No 2, Thi Tran Tan Nghia, Huyen Ham Tan) 개발 및 분양과 베트남 철도부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소] Unit 907A, RM . 806E3 West Tower, Philippine Stock Exchange Center, Exchange Road Ortigas, Pasig City PHILIPIN

2011.6.1 필리핀에서 특수 탱크, 산업용 모터, 급배수시스템의 설계 및 공급 전문회사로 출발하여, 전기 부분품과 산업용설비의 무역업,
도시개발, 전기공사, 철도부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주소] Street 1986, SANKAT PHNOM PENH TMEY KHAN SEN SOK, CAMBODIA

캄보디아는 신흥아시아국가 중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국 도로망과 전기 철도건설 등의 인프라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진출하였습니다.

글로벌에셋그룹

Vietnam-Korea Times베한타임즈

IM TRIP CO. LTD아임트립

ADDWIN PARTNERS VIETNAM애드윈파트너스

JS CONSTRUCTION, LTDJS건설

SK HI-TECH GLOBAL, INC에스케이하이텍글로벌

ENTECH WORLD CAMBODIA엔텍월드캄보디아

대표자: 안병립, 알리셔 크루바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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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및 기회

경쟁력 기술력 대응력 기회

[수상내역]

· 가격 경쟁력

· 고품질 생산능력

· 철도/자동제어부문
기술력 1위

· 국내 5개 발전소
정비/납품자격

· 커스터마이징 우수

· 신속한 A/S 대응

· 삼성전자 특수전기
설비 납품

· 신성장사업 가시화
(ex. 미단시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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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구분 등록·출원일 특허번호 명칭(내용)

특허(국내) 2007-08-17 10-0751829 인솔관리 시스템

특허(국내) 2009-04-06 10-0893220 엘리베이터

특허(국내) 2009-04-21 10-0895218 디지털화된 GIS 현장 제어시스템

특허(국내) 2009-12-17 10-0933875 전철제어반GLDS

특허(국내) 2010-03-17 10-0949286 광을 이용한 일체형 전류/전압 측정장치

특허(국내) 2010-05-24 10-0960609 냉매터빈발전장치

특허(국내) 2010-10-21 10-0990492 백필터용 인젝터

특허(국내) 2011-02-21 10-1017902 전력설비보호용 조류퇴치장치

특허(국내) 2011-02-21 10-1017903 전력설비 접속 개소의 열화 진단 시스템

상표(국내) 2011-05-19 40-2011-0019078 황금재첩

특허(국내) 2012-12-28 10-1218812 주제어설비 접지 레벨 감시장치

특허(국내) 2013-02-05 10-1232060 축전지 셀 성능 측정과 통신이 가능한 축전지 셀 성능 향상시스템

특허(국내) 2013-05-06 10-1263467 발전소 제어설비 노이즈 감시장치

특허(국내) 2013-06-05 10-1274226 평판형 LED 조명기구

특허(국내) 2013-08-26 10-1302068 통합형 전철제어반 GLDS

특허(국내) 2014-01-29 10-1359414 전기철도 단일상 통합급전시스템

특허(국내) 2014-10-08 10-1451387 계기용변류기2차단자개방 감시 및 보호장치가 구비된 수배전반

특허(국내) 2014-10-08 10-1451389 계기용변류기 개방 상태 감시 및 보호장치가 구비된 수배전반

특허(국내) 2015-11-25 10-1573226 부분방전측정 장치용 주파수 선택 장치

특허(국내) 2016-12-29 10-1692754 버스방식축전지셀 성능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축전지셀 성능향상방법

특허(국내) 2017-08-09 10-1919042 보호계전기 교육용 시뮬레이터

특허(국내) 2019-10-28 10-2039715 통로형 우산건조기

특허(국내) 2020-03-06 10-2088238 우산건조기용 흡수체

특허(국내) 2020-03-26 10-2095883 우산건조기용 흡수체의 탈수장치

출원(국내) 2018-11-08 10-2018-0136784 우산건조기

출원(국내) 2020-04-06 40-2020-0057063 레이너웨이(RAINAWAY)

출원(국내) 2020-04-06 40-2020-0057101 레인메이트(RAINMATE)

출원(국내) 2020-11-24 10-2020-0159056 전철급전시스템 보호계전기용 시험 시뮬레이터

23 1

사업능력

출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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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구분 인증일 인증처 명칭(내용)

기타 2005-07-21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증명서(서울)

연구소 2005-08-05 미래창조과학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공사 2005-11-2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인증 2006-06-05 조달청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타 2007-09-18 용인시청 공장등록증명서(용인)

인증 2007-09-19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사 2007-10-04 서울특별시 전기공사업등록증

기타 2007-11-16 서울특별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품질 2009-07-01 아이씨알인증원 환경시스템인증서(2015년판 ISO 140001:2004)

품질 2009-07-01 아이씨알인증원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2015년판 ISO 9001:2008)

기타 2014-02-25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증명서(자동제어반)

기타 2014-02-26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증명서(계장(계측)제어장치)

인증 2014-06-24 한국동서발전 정비적격업체 인증서

공사 2014-07-09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등록증(서비스제공)

인증 2014-10-02 한국남부발전 정비적격업체 인증서

인증 2014-10-10 한국남동발전 정비적격업체 인증서

기타 2014-10-30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증명서(배전반)

인증 2014-12-01 한국 5개 발전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증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공사 2015-01-30 금천구청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인증 2015-10-01 한국서부발전 정비적격업체 인증서

공사 2016-05-30 금천구청 건설업등록증(실내건축공사업)

기타 2016-08-29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확인서

공사 2016-09-08 금천구청 건설업등록증(토공사업)

기타 2017-05-1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기타 2017-05-26 금천구청 통신판매업신고증

기타 2017-09-01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확인서(A등급)

인증 2017-09-12 한국중부발전 정비적격업체 인증서

기타 2020-06-19 중소기업중앙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2 8 6 1 11

사업능력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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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21

대전변전소 외 2개소 전철제어반(대전,서울) 제어 ㈜광명전기 3,033 21.01.~21.10

진주-광양 전철제어반 현장공사 제어 인텍전기전자㈜ 190 21.01~21.12

24kV INCOMING PANEL 5면외 중전기 ㈜파워닉스 660 21.01~21.01

삼성전자 평택2기 PH2 중전기 삼성전자 3,168 21.02~21.06

CUBICLE/SVC-TSC PNL 중전기 ㈜파워닉스 500 21.02~21.04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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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20

중국시안X2 PH2마감공사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3,804 20.01~20.12

CUBICLE/VCB외 제어공사 제어 ㈜파워닉스 300 20.01~20.12

무주양수발전소 전철제어반 제어 인텍전기전자 739 20.01~20.04

신분당선 3단계 신사SSP 전철제어반 제어 에이스콘트롤㈜ 88 20.01~22.01

아산 C-PJT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1,221 20.03~20.12

모래내주상복합 정보통신공사 공사 아시아나IDT 965 20.04~21.02

고덕강일8단지 아파트 자동제어장치 제어 서울주택도시공사 73 20.04~20.11

재난안전통신망 B사업구역 구축,운영 공사 ㈜우주텔레콤 110 20.04~20.09

2020년 충남1지구 RTU공사 공사 한국디지탈콘트롤㈜ 267 20.04~20.12

용정 SP 72.6kV GIS 증설관련 토목공사 공사 효성중공업㈜ 42 20.04~20.06

고덕강일8단지아파트 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제어 서울주택도시공사 73 20.04~20.11

재난안전통신망 B사업구역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1단
계

공사 ㈜우주텔레콤 110 20.04~20.09

2020 충남1지구 RTU공사 제어 한국디지탈콘트롤㈜ 267 20.04~20.12

평택 FAB 2기 하층서편 마감공사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8,572 20.04~20.08

평택P2L하층서편마감 PH4-C,B공구 중전기 삼성전자 6,278 20.06~21.03

도담-영천 복선전철 안동-영천간 전철제어반 자재구매 제어 에이스콘트롤㈜ 1,159 20.06~22.12

다산지금하남덕풍 공동주택무선AP 제어 아시아나IDT 383 20.06~21.09

시뮬레이터,발전기보호시스템 다기능IED 제어 한국수력원자력 418 20.09~21.02

전력회로 이상검출 Auto-Lock System 제어 한국전력공사 202 20.09~21.08

화성S3-V PH2생산 중전기 삼성전자 820 20.12~21.12

전철제어반-광주전남본부 제어 한국철도공사 2,885 20.12~21.10

전철제어반-대구지역관리단 제어 한국철도공사 5,952 20.12~21.10

전철제어반-서울,대전,전북,경북,부산 제어 한국철도공사 11,110 20.12~21.10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철전력 원격감시제어장치(SCADA) 제어 국가철도공단 16,169 20.12~24.12

지천~상동 LTE-R구매설치 제어 ㈜케이티 1,049 20.12~22.12

일산선,영덕~삼척 LTE-R 구매설치 제어 ㈜케이티 3,959 20.12~22.12

포항~영덕 LTE-R 구매설치 제어 ㈜케이티 5,461 20.12~22.12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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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19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안동간 전철제어반
제작및 설치공사

제어 에이스콘트롤㈜ 1,357 19.01~22.12

영주변전소외5개소 전기케이블공사 전기 에이스콘트롤㈜ 318 19.01~22.12

화성E-PJT(18라인) 중전기 삼성전자 2,090 19.05~19.12

삼성전자 평택 1기 PJT 중전기 삼성전자 390 19.05~19.12

태화강~신경주간 전철제어반 제작및설치공사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627 19.06~20.12

금정전철변전소외2개소 전철제어반 설치공사 전기 한국철도시설공단 869 19.06~19.11

도담~영천 복선전철 도담~영주간 전철제어반
제작및 설치공사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1,952 19.06~20.12

평택 2기 P2L(비생산,생산)519면 중전기 삼성전자 2,310 19.06~19.12

고양삼송 4차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 중전기 대림산업 837 19.06~20.09

당진화력발전소 역율개선장치 전기 파워닉스㈜ 651 19.06~19.12

용정구분소 전압강하보상설비 전기 파워닉스㈜ 1,000 19.06~20.06

익산변전소외2개소 전철제어반개량공사 제어 광명전기㈜ 393 19.07~20.02

익산-대야 복선전철 고장점표정장치 설치공사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45 19.07~20.12

제주드림타워 수배전반 중전기 신보 585 19.07~20.06

2019충남1지구 배수장RTU공사 공사 한국디지탈콘트롤㈜ 186 19.10~19.11

고장점표정장치 제어 한국철도공사 856 19.12~20.07

2단계 노후전기설비 공사 전기 공항철도주식회사 2,033 19.12~20.12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18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평택FAB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4,408 18.01~18.12

암호모듈검증(KCMVP)실험실구축공사 인테리어 인터넷진흥원 60 18.04~18.05

철도급전계통 실시간 모의시스템 기술계발 제어 한국철도공사 2,000 18.04~21.12

삼성전자 중국시안 반도체공장 X-2 PJT 중전기 삼성전자 870 18.08~18.12

부산~울산 복선전철 일광태화강 고장점표정장치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502 18.07~19.12

춘양SS,서울SP 전철제어반개량공사 제어 ㈜광명전기 1,346 18.07~19.03

정독도서관제1,2,3층 계단실바닥교체공사 인테리어 서울시교육청 73 18.09~18.11

부전-마산 BTL(진례변전소,BM01SP)사업 제어 에이스콘트롤㈜ 611 18.10~20.06

송변전분야T2재고자산 전철용보호계전기 제어 공항철도㈜ 67 18.10~18.12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수배전반 중전기 한국수자원공사 935 18.12~20.03

구산중도서관재구조화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231 18.12~19.02

청1998식당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제이디홀딩스 330 18.10~18.12

대성광주용산동/호반광주 공사 인테리어 ㈜태림랜드 72 18.10~19.02

시흥장현 A-2,A-10공동주택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 태성전기통신㈜ 2,767 18.09~20.04

노안 변전소 변압기 증설관련 시스템구축 제어 에이스콘트롤㈜ 27 18.05~18.12

세종시 옥외보안등 설치공사 전기 금호산업 53 18.03~18.03

사업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17

동탈자이파밀리에 수배전반 중전기 GS건설㈜ 166 17.01~18.02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평택P-PJT,
삼성전자 화성반도체공장 화성17L FAB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7,843 17.01-17.12

제1호기CTCS PLC제어반 제조 및 설치공사 제어 한국남동발전㈜삼천포 73 17.02~17.05

대구선복선전철제어반 공사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1,802 17.04~19.12

석촌중냉난방시설개선전기 공사 전기 서울시교육청 12 17.05~17.06

세종시 금호아파트세종 전기공사 전기 금호건설 1,196 17.05~18.04

내연탈황폐수처리제어시스템 제조 및 설치공사 제어 한국주부발전㈜제주 61 17.06~17.07

VME-CU통신제어장치 제어 한국철도공사 709 17.06~17.09

수인선 수원급전구분소 전철제어반 제조 및 설치공사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894 17.06~19.12

동탄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 아시아나IDT 1,740 17.07~19.03

공항철도노후전기설비 개량공사 제어 비츠로시스 2,672 17.08~18.12

울산-포항간 전철제어반(태화강~신경주간) 제어 비츠로시스 419 17.08~18.12

신월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 제어 ㈜테크윈시스템 350 17.09~18.12

미단시티 오피스텔 1,624세대 PM용역 및 건축 도시개발 글로벌에셋그룹 280,615 17.09~21.07

포항 사일지구 토목공사 토목 ㈜신월드건설 12,824 17.10~17.10

시흥구분소전철제어반개량 공사 제어 ㈜광명전기 808 17.12~18.07

22

주요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16

청사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전기 서울시시설관리공단 43 16.07~16.09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평택 P-PJT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1,988 16.01~16.12

남악신도시 복합쇼핑몰신축공사 전기 GS건설 499 16.04~16.10

홍은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공)수배전반 중전기 포스코건설 142 16.05~17.12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전기 서울시 구로구 32 16.07~16.09

서울 왕십리자이아파트 수배전반 중전기 GS건설 99 16.07~17.06

아산배방미소지움 수배전반 중전기 SG신성건설㈜ 298 16.08~17.11

대구건강협회 인테리어공사 실내건축 대구건강협회 660 16.10~17.01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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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15

수도권고속철도외 4개사업 전력감시제어장치구매
(SCADA)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1,578 15.03~16.12

장하동 LED조명 교체공사 외2건 전기 우림종합건설㈜ 46 15.01~15.10

삼성전자 화성반도체공장 화성S3(PH2)PJT 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266 15.01~15.12

부전-일광간 전철제어반 제조 및 설치공사 제어 에이스콘트롤㈜ 257 15.03~15.12

SILO열감지 시스템 설치공사 제어 한국동서발전㈜동해 170 15.04~15.05

5,6호기 PLC Simulator 제어 한국남동발전㈜영흥 180 15.06~15.10

여수코오롱현장 전기공사 전기 ㈜렉소엔지니어링 27 15.07~15.08

나주건양산업자동제어공사 외2건 제어 명성기계 126 15.07~15.12

유진타워테크노벨리 5차 전기공사 외1건 전기 유진타워건설㈜ 130 15.07~16.03

성신양회단양 공장 전기공사 전기 한신기계기술 12 15.08~15.08

발전기/고압모터시험Centre수배전반 및 제어반 제어 한성중공업㈜ 207 15.08~16.08

5호기 축전지 성능개선장치 제조 및 설치공사 제어 한국중부발전㈜서울 111 15.09~15.11

SDCC제어반 개선공사 제어 한국동서발전㈜당진 259 15.09~15.12

1~4호기 SDS&FDS시스템운영체제 개선 제어 한국서부발전㈜태안 3 15.10~15.10

3호기 변류기2차개방검출시스템 제어 한국남동발전㈜영흥 170 15.10~15.11

사업실적

연도 공사명 부문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2014

4호기 노내 클링커감시시스템 제어 한국서부발전㈜태안 236 14.06~14.11

경부고속철도 취약변전설비개량 공사(고양SS외 18개)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4,222 12.10~14.12

㈜오성기업 신축공장 크린룸 전등, 전열 설치 전기 미래지엔씨㈜ 22 13.12~14.01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S3,기흥수배전반 중전기 삼성전자 4,639 14.01~15.08

3,4호기 GAH SDS/FDS SYSTEM 전기계장 공사 제어 한국중부발전㈜보령 11 14.03~14.04

사무동 등기구 교체공사 외 전기 코아셈㈜ 17 14.03~14.05

철도용 변전소 제어반 공사 제어 LS산전㈜ 1,161 14.03~14.12

김포 대곶 약암리 공장 신축 전기공사 외 전기 우림종합건설㈜ 208 14.05~14.12

남동화학㈜전기공사 전기 영진건설 64 14.06~14.12

변류기2차개방검출기 제어공사 제어 한국남부발전㈜하동 94 14.09~14.10

변류기2차측개방감지기 제어공사 제어 한국서부발전㈜태안 257 14.10~15.10

우즈벡유압절단기 콜드롤판넬제작 및 설치 제어 명성기계 77 14.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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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거래처

사업실적

KT

• 일산선 LTE-R 구매설치

• 포항~영덕 LTE-R 구매설치

• 영덕~삼척 LTE-R 구매설치

삼성전자

[수배전반]

• 평택 반도체공장 평택FAB

• 화성 반도체공장 화성17L FAB 

• 중국시안 반도체공장 X2-PJT

• 고압/저압반

국가철도공단

[수배전반] 

• 중앙선 제천~도담

• 중앙선 덕소~원주

• 수인선 오이도~송도

• 경원선 의정부변전소

• 경부고속철도 취약변전설비개량

• 경전선 삼량진~마산, 마산~진주

• 전라선 신리~순천, 순천~여수

• 경춘선 망우~금곡간, 금곡~춘천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

• 부산신항배후철도 진례~녹산

한국철도공사

[자동제어반]

• 변전설비원격진단장치

• 급전케이블 개폐기용

• 변전소 ANALOG-PLC

• 고속전차선 측선개폐기용

[전력보호감시장치]

• 변류기2차개방감시장치

[전철제어반]  

• 고속선 용정구분소외 4개소 전철제어반

[전력스카다]

• 디지털통신장치 CU

공항철도

• 2단계 노후전기설비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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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거래처

사업실적

한국중부발전

• 변류기2차개방감지장치

• 릴레이채터링카운터시스템

• GAH SDS/FDS통합제어시스템

• 화재,가스누설 감시제어반

한국서부발전

• 변류기2차개방감지장치

• GIB 부분방전감시장치

• D/F및CTCS Control panel

• GAH SDS/FDS통합제어시스템

• 노내화염감시시스템

한국동서발전

• 변류기2차개방감지장치

• GAH SDS/FDS통합제어시스템

• 원격제어시스템(HMI)

• 복합용 CleanSYS Control Panel

한국남부발전

• 변류기2차개방감지장치

• 보일러클링커통합감시시스템

• 회처리제어시스템

• 수처리계통 PLC및 HMI system

한국남동발전

• PLC System 성능개선

• 영흥태양광2단지 보호계전기

한국수력원자력

• 양양발전소) 변류기2차개방감지장치

• 무주발전소) 발전기 다기능 IED 개발

LS일렉트릭

2015년 판매 특약점 지정

■ 고/저압 제품

· 고압 진공 차단기(Vacuum circuit beakers), 
· VCB용 진공인터럽터(Vacuum interrupters),  
· 고압전자접촉기 (Vacuum contactors),
· 한류형 전력퓨즈(Power fuses), 
· 고압 가스부하 개폐기(Ring main unit), 
· 배전 자동화용부하 개폐기(Load break switch) 
· 고압개폐기(LBS, ASS,  ALTS)
· 전력디지털전자화 배전반
· 감시반 Total Solution 등

LS전선

2016년 판매 특약점 지정

■ 에너지부문 : 초고압케이블, 해저케이블, 배전케이블, 부스덕트
■ 산업용전선 : 특수케이블, 산업기기용 케이블, 자동차케이블, 튜브
■ 통신용전선 : 광통신, 통합 배전



기타증명



기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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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배전·조정장치, 인텔리전트빌딩설비,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

▼

▶



기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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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및 신용평가서
ISO 9001
ISO 14001

납세완납증명서
LS일렉트릭 특약점증명원

◀

▼

▲



기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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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정보통신, 전기, 지능형전력망,
실내건축, 기계설비, 소방(전기))



기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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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정비정격기업인증서, 기자재공급유자격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