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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회사개요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한 전력시스템 !
2007년 창립이후 수ㆍ배전반 등 전력시설물 설계 및 제작기술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해 온 상원엔지니어링주식회사는 전력시설물 사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2012년 Global Company Linde Group과 Partnership를 맺고 더욱 안전한
최적의 전력시스템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전력시스템!
이것이 상원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 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투명한 기업이 되고자 항상 노력 중이며 고객과 함께, 구성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상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엔지니어링주식회사

사업내용

제조업

•고·저압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유량계, 계측제어장치,
빌딩제어장치

공사업

방재사업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열감지 튜브형)
•FDT System
•자동소화장치 특허보유
(특허 제10-1170083호)
•가스계 소화설비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기계·전기)
•정보통신공사

SANGWON ENGINEERING

연혁

2007

상원엔지니어링㈜ 법인 설립

2009

공장 등록
전력부문 직접생산증명 발급
(배전반, 분전반, MCC, 제어반)
ISO 9001 인증

2012

연구전담부서 설립
린데코리아 대리점계약 (자동소화장치)
수배전반 자동소화장치 특허 취득 (제10-1170083)

2013

벤처확인기업 인증
INNOBIZ 인증
수배전반 자동소화장치 개발
직접생산증명 발급 (유량계, 계측제어장치)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취득 (제27-301호)
(배전반, 분전반, MCC반, 제어반)
품질인증(Q-Mark)지정 E15-2013-010

2014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 2013260)
(고/저압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2015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대전-00632호)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6

수자원공사 성과공유과제(자동소화장치) 채택
발전 5개사 정비적격기업인증 (수배전반)

조직도
대표이사
연구전담부서

기획본부

영업본부

관리본부

생산본부

기획관리팀

영업1팀

총무팀

설계팀

영업2팀

경리팀

생산팀

영업관리팀

HISTORY
A/S팀

FireDeTec
국내 자동소화장치 시장을 주도할
고성능,친환경 제품
열감지 튜브를 적용한 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된 수/배전반

Detection Tube 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초기화재를 진압하여 방호공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Fire Suppression Solution을
말합니다.
수/배전반 설비는 많은 기기를 조합하고 연결한 설비로 변압기를 비롯하여 여러 기기와 접합부 등에서 발열이 되어
화재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지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수/배전반내 화재에는 무엇보다도 초기 소화시스템 구축이 관건입니다.
열감지 튜브는 기존의 수지 중에서 유일하게 장시간의 노출에도 내성이 강하고, 유연하며, 0.98MPa의 인장강도,
100℃~110℃의 온도에 정확하게 반응하며 열 또는 화염에 의해 생성된 복사 에너지가 Tube와 접촉하면, 최고
온도부에서 파열 발화지점에 방출합니다.
열감지 튜브를 적용한 수배전반은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성능인증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지정 받은 제품입니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FDT SYSTEM)

Valve

•동작(화재, 소화약제 누기)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화 재시 2차 발화 방지를 위한
주전원 차단, 로컬 및 원격 경보,
SMS 전송

Cylinder
(소화약제)
열감지 Tube

튜브의 내부 압력에 따른 파열 온도

Tube내 충전압력으로
파열온도를 조정할 수 있음

5 Seconds
소규모화재발생

화재발생부터
진압까지
소요시간

10 Seconds
열감지Tube 파열,
소화약제 방출
화재진압시작

15 Seconds
화재진압완료

자사의 생산제품의 우수성

01
02
03

Space- Saving       
구조가 간단 소형화, 경량화

친환경 약제사용         
친환경 규제 강화

별도의 전원 불필요

04
05
06

Cost- Cut       

Sensor Type 대비 40% 절감

유지관리의 편리함     
오동작 우려가 적음

Advantages

친환경 약제

Novec 1230

독성이 낮고 소화효율이 높으며 가장 친환경적으로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약제

가스계소화설비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방출후 잔유물이 남지 않아 수계 소화설비(스프링
클러소화설비등)로 진압시 수손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방호 구역에 설치하는 비교적 고가의
방호대상물을 방호하는 설비입니다.

Environmental Properties of Halon 1301 and Alternatives

주1)

Ozone Depletion
Potential(ODP)

주2)

Global Warmig
Potential(GWP)

주3)

Atmospheric
Life Time(years)

주4)

SNAP(Yes/No)

주1) 오존층파괴지수
주3) 대기 중 잔류기간

주2) 지구온난화지수
주4) EPA의 오존층파괴물질 규제프로그램

친환경 약제의 우수성

사용 후
새로운 소화액으로
교환이 간편

실린더에 직접 또는
펌프를 이용하여
리필가능

쉽게 수송이 가능
(항공기 수송 가능)

증기압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저장 중 폭발
위험이 없다

친환경 약제의 특징
무색·투명한 용액			

높은 유전률

높은 밀도(기화 시 13.65kg/㎥)		

물에 불용성

낮은 점도				

높은 절연률

상온에서 액체상태			

독성이 없다

낮은 기화열		

비전도성 물질

		

Direct System(DLP) 자재 구성도

자동소화장치 세부구조 및 기능
구분

타사제품

감지부

화재감지기, 수신부,
배관이 별도 필요
(다중경로)

소화약제 방출부

글라스벌브 헤드 Type

상원엔지니어링

열감지튜브 Type
(감지/방출부 겸용)

개선효과
- 추가 조작전원 설치
불필요
- 정전시에도 동작 가능
- 오동작 최소화
- 외력에 의한 파손방지

발화점과 이격거리

0.5~2m이상
(수배전반 상부 설치)

0.1m 이내
(발화점 직접 소화)

- 튜브의 절연성 특성으로
분배전반 내부 근접
설치 가능
- 발화점 직접 소화
- 초기소화로 피해 최소화

주전원 차단기능

미적용

감지부와 연동하여
주전원 차단

- 2차 발화 방지

설치 적용성

EPS/TPS의 피트공간

전분야에 적용가능

- 설치공간의 제한성 해제

감시기능

현장 알람기능

현장/원격 알람기능

- One-stop으로 동작하여
무인 감시체계 구축/
신속한 화재대응 가능

모니터링 기능

다중연동형(복잡)

단순 일체형

- 감지/방출 등 상황파악
및 신속한 대응 용이

사용약재

HFC-227ea, HFC-23

3M社 NOVEC-1230

- 대기중 잔류기간 최소
온난화지수 최소
높은 절연율

감지방법

이융성금속 유리벌브형

열감지 튜브형

시스템연동성

시스템 연동성 無

- 압력스위치를 통한
- 중앙관제 및 외부시스템 연계 가능

- 기존설비와의 유연성
중앙시스템과의 연동성

주요자재의 검증성

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 KFI형식승인
- UL, FM APPROVAL 보유

- 고객에 대한 신뢰성 향상

- 동작온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적용 확장성

배전반 및 제어부 - 전산 캐비넷, 배전반, 컴퓨터 서버함, 데이터 처리장치, cable tray

산업용 기계 장비 - EDM 설비, CNC 설비, 선반, 용접 설비 등

대형 기계 및 차량 - 불도져, 지게차, 각종 차량 내부

실험용 기계 - 화학약품 저장소, 연소 실험 장치 등

수·배전반 -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MCC제어반, 분전반
성능인증제품 지정 (제27-301호), 우수제품 지정 (제2013260호)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열감지 튜브형)

친환경 소화기 (Novec 1230)

인증서 취득 현황

우수제품지정증서
(폐쇄형 배전반, MCC, 분전반)

성능인증서
(고·저압배전반, MCC, 분전반)

Q-마크

INNO-BIZ

정비적격기업 인증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특허증
특허번호(제10- 1170083호)

여성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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