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nasanec.co.kr



02_www.nasanec.co.kr NASAN

Overview 주요거래선 Customer 사업분야 Business 인증 및 수상 CertificaionOverview 주요거래선 Customer 사업분야 Business 인증 및 수상 Certificaion

www.nasanec.co.kr

02_www.nasanec.co.kr NASAN

CONTENTS Overview

회사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연혁

특허등록 현황 및 기술제휴

조직도

공장소재지

03 12 14 25

Customer

주요거래선

Business

사업분야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계측 및 감시 제어반
•일체형 수배전반
•PCC for GTG
•GTE(18kV 5,000~14,000A)
•FWPT(원자력터빈제어시스템)
•Terminal Box & Junction Box
•Local Instrument Cabinet
•Local Operation Panel
•HRSG, BOILER, CHS
•태양광 접속반, 모니터링
•태양광 구조물
•Main Switch Board
•Emergency Switch Board
•Local Group Starter
•Distribution Board
•GJB & Remote Push Box
•Marine Control Console
•디지털 보호계전기(NEC-3100)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장치 (EGIS-710)
•모터제어기 (SRIC-SERIES)
•SIVACON S8

Certification

등록증

품질인증서

특허

공급자증명서

기타

표창



04 회사소개    05 대표이사 인사말    06 연혁    09 특허등록 현황 및 기술제휴    10 조직도 

Overview



04_www.nasanec.co.kr NASAN

Overview 주요거래선 Customer 사업분야 Business 인증 및 수상 Certificaion

04_www.nasanec.co.kr NASAN

상     호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표이사   배종훈

사업자등록번호 609-81-24472

법인등록번호   194211-0020769

설 립 일   1987년 07월 10일

종 업 원  110명

2공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봉강가술로 537번길 6 

5,654.00㎡ (부지면적) / 4,371.62㎡ (공장면적)

본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42 

9,798.90㎡ (부지면적) / 8,781.47㎡ (공장면적)

3공장(함안)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5길 7 (함안일반산업단지내) 

16,401.90㎡ (부지면적) / 7,882.96㎡ (공장면적)

COMPANY
회사소개

사업분야

태양광
발전

육상
배전반

계측
감시제어

해상
배전반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9,499 37,747 37,268 37,847 45,000 

매 출 액 단위 : 백만원

시공능력평가액

구  분 등록번호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전기공사업 경남-00398 1,870백만원 2,150백만원 1,262백만원

정보통신공사업 550077 2,161백만원 2,485백만원 1,5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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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대표이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은 1987년 창립이래, 25년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활동과 노력 하며 발전해 왔습

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세계를 주도할 희망이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도 세계최고의 기술력도 아니지만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성장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 동기부여가 되는 역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전기전력기술 및 제어기술의 수많은 국내외 기술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육상(화력, 수력, 원자력발전소), 해양선박(상선, LNG, 시추선), 공장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 합니다.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능률화, 표준화, 합리화를 기업 이념으로 고객의 기

대와 수요를 만족 시켜주기 위해 제품의 품질을 계속 향상 시키는데 최우선

의 노력을 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은 최고의 첨단 기술향상 과 도전 및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자동화 정보제어기술로 인간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배  종  훈

대표이사 배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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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7. 10  - 나산전기산업 창업

   (마산시 산호동)

  - 산업용 제어기반, 

   자동화 전장품 제작 1997. 10. 8  - 조달청 등록

2000. 1.  -  두산중공업(주) R-Class 

인증서 취득

2000. 3. 30  -  EQ 우수단체 표준제품표시 

인증서 취득

2000. 4. 26  -  한국계량계측기기 공업협동

조합 가입

2000. 10.   - 현 소재지로 공장 이전

                         (창원시 의창구 봉강가술로 

     537번길 6)
2002. 6. 5  - 한국전력(주) 일반품목자격승인

1994. 1. 10  - 나산전기산업 공장 확장이전(창원시 도계동)

  - 크레인 전장품, 전기공사 설치 시운전

1994. 3. 17  - 공장등록증 취득 (공장등록번호 제 265호)

1994. 9. 12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기공사면허 410호)

1987. 12. 8  - 나산전기산업 이전

    (마산시 양덕동)

  - 산업용 제어기반, 

    고압특고압 수배전

1999. 1. 20  - 한국중공업(주) 품질시스템 R-Class 승인

1999. 4. 10  - 한국자동제어반 공업협동조합 가입

1999. 4. 13  - 한국생산업 본부 ISO-9001 인증서 취득

2001. 10. 23  - (주) 나산기전 흡수 합병1996. 1. 1  -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변경

1996. 4. 3  -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가입

1996. 11. 29  - 병무청 지정업체 선정

HISTORY
연혁

1987 1990 1994 1996 1997 1999 2000 200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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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0  -  프랑스 SDCEM사 50만불 수출달성

2004. 11.  -  한국남부발전소, 한국서부발전소 발전설비선정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

2004. 11. 10  -  한국남동발전(주) 발전설비선정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

2004. 12. 30  -  한국동서발전(주) 발전설비선정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

  -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설비선정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

2006. 1. 18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획득(배전반) 제 25-015, -016

2006. 4. 19  - 삼성중공업(주) 디지털 사업장 우수협력사 선정

2005. 5. 2  -  품질우수업체선정 [삼성중공업(주)]

2005. 10. 8  -  한국서부발전(주) 감사패

2005. 11. 1  -  프랑스 슈나이더 기술제휴 

   (NEX 17.5kV Metal Clad Cubicle )

2005. 11. 26  -  해외전기공사면허 취득 (제389호)

2007. 1. 1  -   두산중공업(주) 2007년도 우수협력사 선정 인증

(SRM07-113)

  -  중소기업청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 지정

(No.071016-00010)

2007. 1. 3  - 중소기업중앙회 배전반 직접생산증명

2007. 1. 31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인증 (제071016-00010호)

2007. 2. 6  -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제어반 직접생산증명

HISTORY
연혁

2004 2005 2006 2007

2003. 5. 14  -  한국생산본부 ISO 14001 

   인증서 취득

2003. 5. 15  -  고압, 저압 배전반 개발시험 합

격인증(한국전기연구소)

2003. 7.  -  한국전력공사 배전반 전동기제

어반(M.C.C.)공급자 선정

2003. 9. 18  -  한국중부발전(주) 수화력분야 

선정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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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   특허취득(계장<계측 및 원격> 제어

    시스템 : No. 10-09-84147)

2011. 8.  -   중소기업청 2011년 기술혁신대전 중소

기업청장상 수상

2011. 12.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획득(고압/저압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수처리제어장치 

: 4종)

2013. 2.  -  특허취득(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감시제어장치 : No. 

10-1252536)

2013. 3.  - SIEMENS사 기술제휴

2013. 4.  -  조달청장 우수제품지정(계측제어시스템 : 지정번호 : 

2013010)

2013. 5.  -   독일 SEIMENS사와 SIVACON S8 제조 기술제휴 

2013. 9.  -   한국중부발전㈜ 스마트 저압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공급유자격자 인증서 획득

  -   2공장(함안공장) 준공완료 (대지 16,401㎡, 건물 

7,883㎡ 함안일반산업단지 내) 

2013. 10.  -   한국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 업체선정 (디지털 일체

형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개발) 

  -  13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태양광감시제어장치)

2012. 5.  -   한국전기연구원 Modular type 전동기제어반   

         (M.C.C.) Type Test 통과

2012. 6.  - 경남 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2012. 5.  - 대통령포창 수상 (제24차 전국중소기업인 대회)

HISTORY
연혁

2011 20132012

2008. 3.  -  실용신안획득(보호 Cabinet 구조 : No. 20-438942)

 - 특허취득(무인화 화재경보 및 제어 System : No.10-0815208)

2008. 10.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선정 (No. 8111-2594)

 -기업부설연구소설립(제 2008310110호)  

2010. 5.  -   한국전기연구원(KERI)고압/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8종) 형식시험 통과

2010. 7.  -   필란드(Finland) VACON회사 INVWRTER한국대리점 지정

2010. 11.  -   2010년 1,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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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2014. 1.  -   강소기업체로 선정 

2014. 3.  - 제48회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업체 수상 

2014. 4.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 선정

2014. 7.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연장 인증서 획득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 한국전기연구원 디지털보호계전기 형식시험통과

2014. 9.  - 디지털 보호계전기 공인검수시험 면제증 획득 (2014-바-033)

2014. 10.  - 경남도지사상 수상 (제18회 경남중소기업인(경영혁신부문) 대상 )

2015. 1. - EGIS-710 CE인증 획득

2015. 4. - Q마크 품질인증서 획득(태양광발전시스템)

2015. 4. - K마크 성능인증서 획득(저압배전반, 고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2015. 5. - 산업포장 수상 (제27회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 )

2015. 8.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획득(통합감시가 적용된 내진형 수배전반)

2015. 9. - 한국농어총공사 수의계약체결

    (Digital 보호계전기를 포함한 Intelligent배전반 및 MCC반)

2015. 12. - 조달청장 우수제품지정(통합 감시가 수반된 자동복귀 내진형 수배전반)

2016. 2.  - 조달청장 우수제품지정 연장(계측제어시스템)

2016. 3.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획득

    (청소 알림 기능과 전력 계통 보호 기능을 갖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2016. 4.  - 특허 출헌 (수처리 시스템의 퍼지추정모델링을 이용한 제어방법)

2014. 12.  - 이노비즈 협회장상 수상

  - 창원시장상 수상 (이달의 경영인 상)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KAS-V Check 제품인증서 획득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연장 인증서 획득 (계측제어 시스템)

2017. 1.  - 본사 신축 및 공장 이전

    (본사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42)

2015 2016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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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of a 
license
특허등록

Technical 
partnership
기술제휴 및 업무제휴

No. 구분 특허번호 등록일자 내용 비고

1 특허 10-0815208 2008.03.13. 무인화 화재경보 및 제어 System 수배전반

2 특허 10-0984147 2010.09.17. 계장 <계측 및 원격 > 제어 시스템 제어

3 특허 10-1252536 2013.04.02.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감시제어장치 태양광

4 특허 10-0018377 2013.09.26. 제어설비 무인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 수배전반, 제어

5 특허 10-0098175 2013.11.27.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갖는 비상전원시스템 태양광

6 특허 10-0098176 2013.11.27. 태양광발전 비상전원시스템의 스위칭 제어회로 태양광

7 특허 10-1355191 2014.01.17. 자동복귀기능을 가진 수배전반 내진장치 수배전반

8 특허 10-1379501 2014.03.24. RFID를 이용한 수배전반 도어 안전잠금장치 수배전반

11 특허 10-1514803 2014.04.17.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분산전원에 사용되는 단상 전압형SPWM 인버터 시스템 태양광

9 특허 10-0032393 2014.10.21. 태양광발전장치를 이용한 배전반 멀티공조시스템 수배전반

10 특허 10-1480174 2014.12.31. 태양광 집광모듈의 고정장치 태양광

12 특허 10-1510820 2015.04.03. 모선자선 일체형 몰드 부스바를 갖는 분전반 수배전반

13 특허 10-1552096 2015.09.04.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호 방법 및 장치 태양광

14 특허 10-1610501 2016.04.01. 수처리 시스템의 퍼지추정모델링을 이용한 제어방법 제어

15 실용신안 20-438942 2008.03.05. 보호 Cabinet 구조 수배전반

16 디자인 30-0760112 2014.09.01. 태양광 집광모듈의 고정장치 태양광

17 디자인 30-0773244 2014.11.21. 펌프용 모터제어기 수배전반

No. 국가 업체명 제휴기간 품목 비고

1 프랑스 SCHNEIDER 05.10.13~08.10.12. NEX 17.5kV Metal Clad Cubicle 제조 수배전반

2 독일 SEIMENS 13.05.14.~18.05.13. SIVACON S8 제조 및 품질 수배전반

3 핀란드 VACON 2011.01.26 ~ VACON Inverter 국내판매 및 AS전담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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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조직도

해상전기

육상전기

태양광

구조

생산관리

전기조립

부스바, 명판

도장

제관

해상

육상

태양광

연구소

관리부 영업부 구매부 설계부 생산부

Q/C & A/S

Q/C

A/S

대표이사 
(배종훈)



12 주요거래선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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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주요거래선 Custmer

Customer
주요거래선 Marine Overland

SHI Shipbuilding

STX shipbuilding

SPP Shipbuilding

JRC, Japan

SPERRY Marine, UK

KELVIN HUGHES, UK

DSME  (from  2015)

HYUNDAI Shipbuilding
( from 2015)

DOOSAN Heavy Ind. & 
Construction

Korea Western Power 

Korea Southern Power

Korea Midland Power

Korea South-East Power

Korea East-West Power

Korea WATER
Resources Corp.

DOOSAN Engine

POSCO  E &  C

HYUNDAI Construction

HYUNDAI Engineering Co.

HANHWA Eng. & 
Construction

SAMSUNG C&T

STX Construction

DSME Construction

HANWHA Engineering & 
Cont.



14 사업분야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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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육상)

고압배전반

고압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용가에 공급할수 있도

록 고성능 신뢰성을 가진 기기들을 수반하여 전

력공급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기했으며 최적의 

설계를 통하여 설비 비용을 절감한 혁신적인 배

전반으로써, 국내외 규정을 만족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가 높이 평가 되고 있습니다.

저압배전반

국내외 규격에 의해 설계, 제작, 시험 되면 

Compact 한 구조로 설계 및 제작 되어 설치 면

적의 최소화를 기했으며 고신뢰성 및 고차단 용

량의 기중차단기를 내장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이 가능하고 고객의 특수 요구사양까지도 충족시

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저압배전반입니다.

전동기제어반

유니트의 인입 및 인출시 주회로, 부하측 회로 및 

제어회로가 자동적으로 분리 되도록 설계 되어 

안전한 동작과 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함으로 사용

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

소,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수처리플랜트, 제

철플랜트, 해양플랜트등 일반산업 설비와 특수산

업 설비에 적용이 가능한 고신뢰성 전동기 제어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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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육상)

계측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계측 및 감시 제어 시스템은 산업의 자동화 시대

에서 꼭 필요한 제어설비의 하나로 아날로그 릴

레이 제어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향하여 빠

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어를 구현 하고 여러 

산업 현장의 주요기기들을 계측 및 감시 함으로

써 설비의 안전성과 최적의 운용을 제공하는 혁

신적인 계측 및 감시시스템입니다.

분전반

분전반은 특화된 기술로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하

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며 여러 제품과의 호환성

을 가짐으로써 일반산업설비 부터 발전소 및 해

상 플랜트 등의 특수산업 설비에 적용이 가능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일체형 수배전반

간이 수전설비로 특고압기기, 변압기를 하나의 

Enclosed에 수납하여 설치 소요면척을 정식 배

전반의 ¼에 해당 함으로 건축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Compact  한 일체형 Size로 부하근접설치

가 가능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며 잉여공간 활용도

를 극대화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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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육상)

PCC
(Pre-assembly Power Control Center)

가스터빈발전기 (GTG) 제어 및 보호를 목적으로 컨

테이너 내부에 발전기 제어반(GCP) 전동기 제어

반(MCC), 발전기 보호반(GPR), AC/DC 공급장치

(UPS, AVR), Synchronize반 등을 구비한 Electric 

Package System 입니다.

국내 영월복합화력발전소(남부발전), 세종열병합발

전소(중부발전), 양주집단에너지사업(대륜발전), 하

남열병합발전소(하남에너지) 등에 공급되었습니다.

GTE
(Generator Terminal Enclosure)

발전기(Generator) 상부에 설치되며 발전기에서 생

산된 대용량전력(18kV 5,000~14000A)를 IPB와 

연결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국내에는 세종열병합발전소(중부발전), 양주집단에

너지사업(대륜발전), 하남열병합발전소(하남에너지)

에 공급되었습니다.

FWPT
(Feeder Water Pump Turbine Control)

원자력 발전소 터빈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입

니다. 국내에는 신고리 #1, 2, 신월성 #1, 2, 신한울 

#1, 해외에는 UAE BNPP #1에 공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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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육상)

Terminal Box & Junction Box

- 현장 케이블(Cable) 연결작업 시 사용하는 

   제품

- IP65, IP66 Certificate 보유

- 국내외 발전소 및 기타 현장에 납품

Local Instrument Cabinet

- 현장 여러곳의 압력 및 차압을  특정하여 

   개별 4~20mA 신호를 전송하는 제품

- IP54, IP55 Certificate 보유

- 국내외 발전소에 납품

Local Operation Panel

- 현장 제어반으로 현장에 설치하여 펌프(Pump) 

   및  모터(Motor) 동작에 사용하는  제품

- 국내외 발전소 및 기타 현장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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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설계 용역 업무

➊ HRSG ➋ BOILER (1,000 MW) ➌ CHS

전기, 계장 도서설계1) 및 기자재 공급2)

➊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화성동탄2 (국내), DUBA1 (사우디아라비아), KARABATAN (카자흐스탄), 신평택 (국내)

➋ BOILER (1,000MW x 2Units)– 신보령#1, 2 (국내)

➌ CHS (Coal Handling System) - MONGDOUNG2 (베트남), 새만금 (국내), CEBU (필리핀), GHECO (태국)

전기, 계장 도서설계1) :  AWL(Aircraft Warning Light), Grounding&Lightning, PDP(Power Distribution Panel), 

                             JB(Junction Box), Cable Tray, Lighting, Cable Schedule, Cable Connection Diagram,

                             Instrument Location Drawing, Instrument Installation Drawing.

기자재 공급2) : Cable, Tray, Conduit, Lighting, PDP, JB,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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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태양광)

태양광 접속반

모듈과 인버터의 중간 연결장치로서 외부의 기후

나 오염 등으로부터 내부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 하여 설계 및 제작 하며, 

전력계통의 이상에 따라 신속하게 차단 할 수 있

는 장치를 구비 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태양광 모니터링

태양광발전의 기본 정보 및 시간별, 일간, 월간, 

년간, 데이터 분석은 물론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

정적 시스템운영, 사용자가 간편하게 확인,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구조물

태양광발전소는 최소한 20년간 운영을 목표로 

하기에 모듈을 고정하는 기초와 구조물 전체설비

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풍하중을 고려한 구조

해석을 근거로 구조물을 설계 및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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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해상)

Main Switch Board

선박에 설치하여 저압계통의 전력을 공급하는 저

압배전반으로써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

로 선박 환경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과 설치환경을 고려한 척적화

된 저압 배전반을 제공 합니다.

Emergency Switch Board

주 배전반이 고장 및 단락사고로 인하여 전력공

급이 불가시에 사용되는 배전반으로써 선박에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단락사고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기능을 구성 하고 있으며 주 배전반

과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System의 

안전성 제공 한다.

Local Group Starter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에 POWER 를 공급 

하고 모터를 운전하는 배전반으로 설치 공간이 

협소한 선박내에 설치 할수 있도록 COMPACT한 

구조 및 점검 및 유지 보수가 편리 할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사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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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해상)

Distribution Board

주배전반에서 공급 받은 전력을 해당 할당 구역

에 설치 되어 있는 조명시설이나 필요한 장비에 

전력을 공급 하는 Panel 로써 선박의 내부 혹은 

외부에 설치 됨으로 주위환경을 영향에도 전력을 

공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 및 제작 된다. 선

박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Size 및 설치 방법, 보

호등급 등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다.

GJB & Remote Push Button Box

선박의 내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선이 주 장

비로 연결 할 수 없을때 중간을 이어 주는 역할 

과 모터 주위에 설치 하여 모터를 직접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선박내부의 먼지나 물

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고 

주문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작이 가능하다. 

Marine Control Console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주요장비의 감시

와 제어가 가능하도록 각종 장비를 설치 하여 

Operater 가 쉽게 조작하고 확인 할수 있도록 구

성 되어 있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조작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 사용

자의 편의성을 제공 한다. 선박의 Console Room 

에 따라 크기, 높이, 색상, 형상 등 다양한 부분에 

고객의 요청 사항을 수용하여 제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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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전기전자)

디지털 보호계전기(NEC-3100)

디지털 전력 보호계전기 (NEC-3100)은 다양한 

보호 계전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배전반의 설

비의 고장감시, 보호 및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하

기 위해 다양한 보호요소와 계측요소를 가지고 

있어 전력계통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다.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장치 (EGIS-710) 

기존의 MCC (MOTOR CONTROL CENTER)에 

달려있는 각종 제어버튼 및 표시램프, 전류계, 모

터보호계전기 등의 기능을 하나로 일체화 하여 여

러 가지 기동방식(직입기종, 정역기동, 가역기동, 

Y-D기동, 리액터기동)을 제공하며, 과전류보호, 저

전류보호, 역상전류보호, 결상보호, 상불평형 보호, 

순간정전보상, 지락전류보호 등 많은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통신을 이용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모터제어기 (SRIC-SERIES)

INTERFACE CONTROLLER 는 모터 운전제어기

로서 이중화 링 루프 통신 네트워크 기반 하에 현

장제어기 기능을 유지하면서 원격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며, 2~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상용 펌프

의 이상 발생시 자동으로 예비 펌프가 운전 가능

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설비의 안정성을 가지도

록 하였다.

공인면제품 CE 인증 ABS, DNV, LR, GL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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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생산제품 (SIVACON S8)

Low-Valtage Switchboard 

SIVACON S8

독일 지멘스 기술제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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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증 해외전기공사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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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품질인증

ISO 9001 ISO140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술혁신중소기업 인증서

경영혁신중소기업 인증서 우수단체 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제품표시인증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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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품질인증

성능인증서
(저압배전반)

우수제품지정증서
(계측제어시스템)

성능인증서
(고압배전반)

성능인증서
(전동기제어반)

성능인증서
(통합감시제어가 적용된 내진형 수배전반)

성능인증서
(계측제어시스템)

성능인증서
(청소 알림 기능과 전력 계통 보호 기능을 갖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지정증서
(통합감시가 수반된 자동복귀 내진형 수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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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품질인증

K마크 성능인증서
(저압배전반)

K마크 성능인증서
(전동기제어반)

K마크 성능인증서
(분전반)

Q마크 품질인증서
(태양광발전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수의계약용확인서
(Digital 보호계전기 포함한 Intelligent 배전반 및 MCC반)

K마크 성능인증서
(고압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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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품질인증

제품인증서 (KAS-V CHECK(고압배전반) 제품인증서 (KAS-V CHECK(전동기제어반)

디지털보호계전기공인검수시험면제증 제품인증서 (KAS-VCHECK(저압배전반) 디지털모터보호기CE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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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특허

무인화 경보 및 제어장치 계측(계장 및 원격)제어장치 태양광발전시스템 감시제어장치 태양광발전시스템 비상전원장치

태양광 비상전원스위칭제어회로 제어설비 무인관리시스템 자동복귀내진기능을 가진 배전반 RFID를 이용한 수배전반 안전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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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특허

배전반의 멀티공조시스템 태양광 집광모듈의 고정장치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호방법 및 장치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분산 전원에 사용되는 
단상 전압형 SPWM 인버터 시스템

수처리 시스템의 퍼지추정모델링을 이용한 
제어방법

모선자선 일체형 몰드 부스바를 갖는 분전반

디자인 특허 (태양광 집광패널의 고정장치) 디자인 특허 (펌프용 모터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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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공급자 증명서

5개발전소 공급자증명서
(고압배전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5개발전소 공급자증명서
(INTELLIGENT 전동기제어반)

POSCO건설(주)공급자증명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대우조선해양㈜공급자증명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한국전력공사 공급자증명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현대건설㈜공급자증명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현대엔지니어링㈜공급자증명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SK건설㈜공급자증명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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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공급자 증명서

고용우수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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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Technical partnership (기술제휴)

슈나이더 기술제휴
(NEX 17.5kV Cubicle)

독일 SIEMENS 기술제휴 협약서
(SIVANCON S8)

VACAON INVERTER (판매 및 A/S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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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기타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증명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두산중공업 R- CLASS 인증서강소 기업확인서

두산중공업㈜품질우수협력업체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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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

회원증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회원증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회원증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회원증 한국무역협회회원증 MAS 협회 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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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표창

2015년도 산업포장수상
(2015년 5월 27일)

2014년도 창원시장상 수상
(이달의 경영인상)
(201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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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표창

2014년도 경남도지사상 수상
(제18차 경남중소기업인대회 
경영혁신부문 대상)
(2014년 10월 22일)

2012년 대통령 표창 수상
(제24차 전국중소기업인대회)
(2012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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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표창

2011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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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표창

2014년도 이노비즈 협회장상 수상
(2014년 12월 16일)

2010년 1000만불 수출탑
(2010. 11. 01)

2014년도 성실납세자수상
(2014년 03월 01일)

2013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2013년 10월 11일)

2014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2014년 07월 16일)



(주)나산전기산업은 최고의 첨단 기술 향상을 통해서 산업 시설과 생산성

극대화 및 자동화에 의한 정보 제어 기술로 인간의 미래를 더 풍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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