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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5. <대흥기전사>로 상호 변경

1995.    3. 상용발전기세트 VIETNAM수출(660KW 10SETS 전자동 병렬)

- 이후 세계 각국의 선박용 및 산업용 발전기 대량 수출

1995. 10. <주식회사 대흥기전”으로 법인 전환.(대표이사 서정기 취임)

1995. 1 2. 국제품질인증 ISO 9002/국내품질인증 KSA 9002 획득

1996.    2. 유망중소기업 선정 (한빛은행)

1996.    2. 단체표준 품질인증(EQ) 승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1996.    6. 우량기술기업 지정 (기술신용보증기금)

1996. 1 1 .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병무청)

1997.    2. 국제품질인증 ISO 9001/국내품질인증 KSA 9001 획득

1997. 1 1 .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품질경영부분)

1998.    6. 군납안전진단 수검

1999.    4. 단체표준 품질인증(우수EQ)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1999.    5. (주)KT 형식승인--

1999. 1 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번호 : 991967)

2000. 2.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 (중소기업청)

2000. 4.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 (중소기업청)

2000. 11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01. 11 .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1. 11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선정 

2004. 2.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91번지 공장 신축 이전

2004. 5.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인증 획득

2005. 5. 실용신안등록(하이브리드 가로등용 광대역 풍력발전기 : 제0384140호)

2005. 1 2. CLEAN 사업장 인정

2006. 3. 우수(모범) 납세자 표창 (서부산세무서장)

2006. 6. 우수제품마크인증(GQ)

2006. 7. 성능인정(중소기업청 제12-032호)

2006.1 2.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선정 (인증번호 : 2011-그린-6)

2007. 1. 발명특허(여자기의 계자를 영구자석 복합 형식으로 한 

회전계자형자여자식 동기발전기 : 제10-0678492호)

2007. 3. 발명특허(전력피크제어를 수행하는 발전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 제10-0699352호)

2007. 5.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 (전문업종-풍력,태양광에너지)

2007. 6. 발명특허(표시장치 부착형 하이브리드 콘트롤러 : 제10-0728392호)

2007. 10. 신재생에너지 성능 인증 (소형풍력 발전시스템-001)

2007. 10. 가스발전기 개발 제작 납품 410kw 2대 (창원대학교)

2007. 1 1. 발명특허(이종 자극 여자기를 갖는 동기 발전기 : 제10-0777809호)

2008. 3. 발명특허(피크 제어용 비상발전기 : 제10-0814891호)  

2008. 10. 성능인증서(이종자극 여자기를 갖는 동기발전 20KW~2000KW 제12-081호)

2008. 1 1. 에너지절약운동 표창장(부산광역시장 제2785호)

2008. 12. 우수제품지정증서(디젤발전기 : 2008189)

2008. 12.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2009. 12. 벤처기업확인서(20090205107호) 

2010.    3. CE마크인정(CA10P2048~50, CA10P2056~58)

2010.    7. 전기공사업등록(부산광역시 제부산-01351호)

2010.    8. 발명특허(브러시리스 자여자 동기발전기 : 제10-0975072호)

2010. 1 2. CE마크인정(디젤발전기 부문) DIG4115, DIG4175, DIG4600

2011.     6.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제11부산울산-38호)

2013.    3. 발명특허(동기발전기의과도응답개선회로 : 제10-1020506호)

2014.    5. 발명특허(볼트와 너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캡과 

이것이 적용된 방진행거 : 제10-1399577호)

2014.    8. 발명특허(볼트와 너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캡과 

이것이 적용된 방진행거 : 제10-1433730호)    

2014. 11. 발명특허(3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자동전

압 조정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제10-1462439호)

2014. 1 2. 발명특허(진동차폐장치 및 그것이 적용된 내진발전기 : 제10-1471148호)

2014. 1 2. 발명특허(평판형 여자기가 적용된 브러시리스 동기발전기 : 제10-1472056호)

2015.   9. 발명특허(고품질 전력을 출력하는 무튜닝 방식의 동기발전기 : 제10-1552301호)

2015. 10. 발명특허(부하에 따른 정격전압의 변동을 보상하는 교류 여자기 

방식의 동기 발전기 : 제10-1362840호)

2015. 10. NeP신제품인증서(속응성을 갖는 양방향 계자 제어형 

동기발전기 : NEP-MOTIE-2015-032)

2015. 12. 우수제품지정증서(지정번호 : 2015172)

2016.   4. KS제품인증서(WT0116001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2016.   6. 발명특허(매연과 소음을 동시에 저감하는 일체형 복합장치 : 제10-1633898호)

2016.   9. 발명특허(방진패드시공 생략형 방진 스토퍼와 그것이 

적용된 내진 발전기 : 제10-1659315호)

2017.   2. 발명특허(출력전압 안정화의 신뢰도가 향상된 브러시리스 

동기발전기 : 제10-1708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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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C동 703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TEL. 02-744-7906(代) FAX. 02-744-7946

본사 ·공장

우. 4945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487(구평동) 

TEL. 051-266-5995(代)  FAX. 051-263-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