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온테크

지 명 원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라온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History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라온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2020's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향한
㈜라온테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라온테크

2020. 05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1.4MW 가스발전소 준공

2010's
2019. 07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가스발전소 건립협약 체결
2018. 07 조달청 종합쇼핑몰 다수공급계약(MAS) 등록
2017. 07 조달우수제품 지정
[싸이클론 집진 및 이중필터 기능의 저매연발전기-제2017108호]

2017. 04 성능인증획득 [싸이클론 매연저감장치가 구비된 발전기]
2016. 12 NET신기술인증획득 [디젤발전기 원심분분리 포집 및 이중필터]
2015. 12 수도권매립지 2.4MW 가스발전시설 준공
2014. 1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라온테크는 국내 발전기 제조 산업의 선도 기업
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친환경 발전기와 효율적인
발전사업 프로젝트 솔루션, 고품질 자재와 향상된
기술을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으로 최고의

소화가스
발전 사업

디젤엔진발전기
(저매연/저소음/병렬운전)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유지보수 사업

2014. 11 강원도 중고기업대상 선정
2013. 12 IR52 장영실상 수상
2013. 09 춘천전력IT산업단지 영업/제조 통합이전
2013. 05 조달우수제품 지정 [무순단에코발전기-제2013002호]
2013. 02 성능인증획득
[무순단 피크제어 및 비상우선 부하연계 운전이 가능한 디젤발전기]

2012. 12 백만불 수출의 탑 선정
2012. 08 NET신기술인증획득
[태양전지 스트링 그룹별 전력추종과 순환 인버팅을 이용한

㈜라온테크는 변함 없는 품질과 서비스를 공급

고효율 태양광 발전기술-제0626호]

하며 고객 만족 유지를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발전기 무순단 고속절체 및 부하 연계기술]

2012. 05 녹색인증획득 [GUI를 이용한 배전반 최적화 관리기술]
2012. 04 조달우수제품 인증획득 [고효율 저전력형 태양광발전장치]
2011. 12 상호변경 [주식회사 라온테크]
2011. 04 조달우수제품 지정 [친환경 저매연, 저소음 발전기-제2011006호]
2011. 02 여성기업 인증 획득

Contents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획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획득

기업 소개

핵심 서비스

업종·면허보유·주요인증 현황

사업영역 소개

02

소화가스 발전사업

07

제·등록증

10

주요 연혁

03

발전기 유지보수 사업

08

주요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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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2009. 11 조달우수제품 지정 [능동형 부스덕트시스템-제2009142호]
2008. 07 초저소음형 방재형 발전기 개발 [60kWe 기준 58db]
2008. 03 특허등록 [디젤엔진 동력발생장치 및 디젤발전기]

핵심 제품

2007. 08 조달우수제품 지정 [고주파예열 디젤발전기-제2007188호]

주요 실적
09

2007. 05 NEP신제품인증 획득 [비상디젤발전기용 고주파예열장치]

싸이클론 저매연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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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론 저소음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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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전력신기술 지정 [히트파이프를 탑재한 터보운전 수배전 제조기술]

병렬운전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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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9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획득

주요 납품 실적

2006. 12 직접생산인증 획득

2004. 12 ㈜부시파워 설립

핵심 제품

핵심 제품

싸이클론 저매연 발전기

싸이클론 저소음 발전기

2단 복합 싸이클론 매연 저감 장치를 탑재하여 매연을 96% 절감하고,
필터 막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는 발전기입니다.

일체형 구조의 밀폐 외함을 사용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한 제품입니다.
건축 소요 면척 축소와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이 최소화되어 경제적이면서 안전한 비상 디젤엔진 발전기입니다.

▶ 750kW 초과용량은 주문제작

우수제품지정증서 (2017108호)

저온상태 매연 포집

▶ 2단 복합 싸이클론 방식의 저온 상태 매연 사전 포집
▶ 기존 촉매 방식의 매연 과다 배출 등의 단점 개선

소음 차단 시설
의무시공 기준 적합

▶ 일체형 구조의 밀폐 외함 사용으로 소음 차단시설 의무시공 적합

▶ 전기실 내 통합설치 가능

필터 교체 주기 연장

▶ 메탈, 세라믹 혼합 필터 사용
▶ 배압으로 인한 출력 저하 현상 해결

건축 소요 면적 축소

▶ 건축 소요 면적 평균 25% 축소로 평당 건축비용 최대 9,000만원 절감 효과
▶ ATS간선 20% 절감
▶ 발전기와 수배전반 종합 관리가 가능하여 관리 효율 증대

유지보수 비용 4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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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교체시기 연장
▶ 유지보수 비용 최대 40% 절감

화재 시 2차 위험에서
안전한 비상 발전기

▶ 글라스울 판넬을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발생 최소화

㈜라온테크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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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품

핵심 서비스

병렬운전 발전기

소화가스 발전사업

2대 이상의 병렬 운전 발전기를 결합하여 부하를 분담해 대응합니다.
실시간 부하추정 지능형 컨트롤러가 현장에 맞는 최적 운전을 설정하여 에너지를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온테크는 발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의 숙련된 인재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발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션을 제안합니다.

부하 변동에 따른
발전운동 최적화

▶ 2대 이상의 병렬운전 발전기를 결합, 실시간 부하추정형 병렬운전 컨트롤러 부착
▶ 부하 변동에 따라 최적의 발전운전으로 전력 공급
▶ 단시간 내 전력 예비율 확보 및 정전 등 사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 예방

▶ 사업 기획에 필요한 사업성 검토, 관련 인허가, 엔지니어링 등 종합 컨설팅 제공

원스톱 사업 컨설팅 제공

▶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링 인력 투입으로 빠른 설계 및 시공 가능
▶ 프로젝트 사업 별 신속 응대

▶ 에너지 최대 50% 절감

고효율 성능

▶ 단독운전(1,000kW) 대비 병렬운전(각 500kW) 시 부하 분담 대응이 양호하여
에너지 효율과 부하 효율성 높음
▶ 교차 정비가 가능하며, 비상 대응 체계 항시 대비 가능

전국 30여 개 유통망
(파트너망)

▶ 초기 시설비 30% 절감

경제성 있는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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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운전발전기(1,000kW) 대비 필요 설치 면적 최대 7% 감소
▶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여 저가 수급이 원활하며, 환율 변동 영향이 없어 유지 관리에 경제성 확보

우수한 품질의 기자재 구비

▶ 설치된 현장 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과 정기 점검으로 사고 예방
▶ 전국 30여 개 파트너망을 통해 유사 시 48시간 내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

▶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은 제품과 기술 적용
▶ 우수한 품질의 부품과 설비 등 설비 신뢰성 향상

㈜라온테크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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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서비스

주요 실적

발전기 유지보수 사업

주요 납품 실적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납품, 수리 및 설치 등 고품질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기술로 높은 만족도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젤발전기군

48
국가기관

라온테크 디젤발전기군 납품 실적현황 (~2020)

▶ 수자원공사

▶ 김포공항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서울병원

▶ LH

▶ 농촌진흥청

▶ 부산항만공사

▶ 공무원연금공단

▶ 법무부

▶ 농협중앙회

▶ 강원도청

▶ 춘천시청

▶ 강남구청

▶ 일본산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립고궁박물관

▶ 수원시청

▶ 부산기상청

▶ 전북도청

▶ 인천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국방품질기술원

▶ 경기도청

▶ 아모레퍼시픽

▶ SG신성건설

▶ 롯데과자

▶ 코스트코주식회사

▶ 한진중공업

▶ 동부건설

▶ 서울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경남대학교

▶ 동국대학교

▶ 공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경북교육청

▶ 경기도용인교육청

▶ 성남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강원도원주교육청 외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외

민간시설

▶ 현대그린푸드 외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Before Service, After Service 제공
▶ 전국 30여 개 유통망(파트너망)을 구비하여 유사 시 탄력적 대응 가능
▶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신속 조치 가능

고객 만족도 관리

교육기관

▶ 전문 A/S 인력 상주
▶ 방문 후 해피콜을 통해 고객 만족 점검 및 서비스 품질 유지
▶ 상세한 A/S 서비스 매뉴얼 구비

A/S
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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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점검, 수리 및 시운전

발전기 배터리 교체 및 점검

발전기 부품(필터, 엔진오일, 부동액) 교체 및 점검

발전기 연료 펌프 오버홀 공사

발전기 컨트롤 판넬 교체 및 점검

ACB/VCB 교체 및 정밀 점검

소화가스발전사업

관공서

라온테크 소화가스발전사업 납품 실적현황 (~202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부산환경공단 외

㈜라온테크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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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보유·주요인증 현황

업종·면허보유·주요인증 현황

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요 인증 현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우수제품지정증서 (2017108호)

기술등급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국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영문)

특허증 (제 10-1583540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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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전기공사업등록증

품질인증지정서 (G265-2017-003)

특허증 (제 10-1846852호)

특허증 (제 10-1167636호)

전기공사업등록증 변경내역

㈜라온테크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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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해오름길 117 (303호)

(주) 라온테크

서울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송파파크하비오 205동 517~518호

TEL : 033-245-8146~8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