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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한국유수압

  회사 소개

설립 이후 각종 가스 및 유체의 테스트 장비를 제작, 공급해오며 초고압 분야의 압력제어와 

관련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청정에너지로

써 무한대의 대체에너지로 각 광 받는 수소에 적용하여 각 산업에 여러 제품을 공급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미국의 압력제어 전문회사인 HASKEL 및 BUTECH 사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수소에 최적화된 H-Drive 수소부스터와 수소 전용 밸브 등을 이용, 사회적 이슈인 수소충전

소에 사용되는 유압식 왕복동 수소부스터 패키지 및 수소연료전지 충전을 위한 수소부스터 

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에 적용 완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밀도가 낮은 수소의 특성을 고려

한 전용 Seal이 적용된 에어구동 수소부스터 유니트를 디자인 및 구성하여 수소를 통한 충

전, 내압 및 기밀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최대 1,000bar까지 수소의 승압

이 가능하며, 에어구동 타입으로 전기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에어라인이나 콤프레셔를 이

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구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수소는 많은 부분에서 실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소제품과 그에 따른 부품들의 수소테스트 역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수소에 적합한 밸브 및 피팅의 사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당사는 

압력제어 시스템 장비의 공급 경험을 통해 더욱 간단한 수소테스트,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

소 충전 패키지 등 미래 수소 사회 진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

입니다.

제품 소개

유압식 왕복동 수소부스터 패키지

- 수소가스 전용으로 설계

- 최대 1000bar 압축 가능

- 최소의 에너지 사용을 위한 고효율 설계

- 국내 수소충전소 적용 완료

에어구동 수소부스터 유니트

- 수소가스 테스트에 최적화 모델

- 전기가 필요치 않는 에어구동 방식

- 최대 1000bar 테스트 가능

 수소부스터 유니트

- 최대 1380bar (1/4“~1“)

- 수소전용 니들밸브(316SS Stem), 체크밸브(316SS Poppet)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37
대표자명. 설철수    TEL.051-832-1100    Fax.051-832-1110
E-mail.enpos@co.kr    홈페이지.www.enpos21.com

Korea Hydraulic Co.,Ltd

  Company profile

we have been manufacturing and supplying various gas and fluid test equipments and 
have been recognized for our in-depth knowledge related to pressure control in super 
high pressure field. We have accumulated substantial experience on different applications 
in many industries, including Hydrogen gas transfer and pressurization. We are proud to 
be one of the domestic agents of HASKEL and BUTECH, a USA origin company with strong 
expertise in high-pressure, liquid and gas transfer and pressurization solutions H-Drive, 
Haskel’s new generation of hydraulically driven gas boosters, is designed to safely handle a 
wide range of critical, high-pressure gas compression and transfer needs, at high rates and 
pressures for the most demanding of applications. H-drive is designed with materials which 
are compatible with Hydrogen application. With its high efficiency design for minimum 
energy consumption, it can be easily installed as a package form with power pack, heat 
exchanger, etc. H-Drive’s modular design makes it easily configurable for varying needs.  
Besides H-Drive, we designed and constructed pneumatic-driven hydrogen booster with 
seal materia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low density hydrogen, which is 
ideal for charging, pressure and airtightness testing with Hydrogen. This product is capable 
of boosting hydrogen up to 1,000 bar, and can be driven by compressed air from airline or 
compressor without electricity. Hydrogen is already applied in many areas as our society 
continues to look for clean alternative energy. Therefore, hydrogen testing of various 
hydrogen products and their components is an essential process, and the use of valves and 
fittings suitable for hydrogen will also be necessary. Through our experience in the supply of 
pressure control system equipment,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future hydrogen society through introducing simpler hydrogen testing system, as well as 
safe and efficient hydrogen charging package.

Export product

Hydraulic driven H2 booster package
 -Designed for hydrogen gas only
- Up to 1000bar compressible
- High efficiency design for minimum energy use
- Domestic hydrogen filling station applied
Air driven H2 booster unit
- Optimized model for hydrogen gas test
- Air-driven method that does not require electricity
- Up to 1000bar test available
High pressure valves and fittings for H2
- Up to 1380bar (1/4 "~ 1")
- Hydrogen Needle Valve(316SS Stem), Check Valve(316SS Poppet)

37, Noksansandan 289-ro, Gang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051-832-1100    Fax.051-832-1110
E-mail.enpos@co.kr    Website.www.enpo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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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회사 소개

STX중공업은 4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젤엔진, 선박용 기자재 생산

은 물론 다양한 핵심소재 및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서 발

전, 화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미래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SOFC)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현재, 국내 업계 최초로 건물용 SOFC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에 합격하였으며(KGS AB 

934, 제18-27-001호), SOFC 시스템 기술에 대하여, 녹색기술인증(GT-18-00490)을 획득

하였습니다. 자체 고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중형 및 대형 연료전

지 시스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품 소개

■ encube [1kW SOFC 시스템]

◉ 국내 최초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 934) 합격

◉ “SOFC 발전 시스템 설계, 제작 및 운전 제어기술” 부분

•녹색기술인증 획득 (GT-18-00490)

◉ 당사 제품 생산 및 개발 능력

  • BOP 핵심부품 설계 및 제작

  • SOFC 시스템 엔지니어링 / 평가

◉ 제품 상세정보

  • 출력 : 1.0 ~ 1.2kW

  • 전기변환효율 (AC, LHV) ≥ 45%

  • 총 효율 ≥ 85%

  • 연료 : 도시가스 (13A)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3(호산동)
대표자명. 정태화    TEL.053-772-6024    Fax.053-722-6799
E-mail.dooha@onestx.com     홈페이지.www.stxhi.co.kr

STX중공업㈜ STX Heavy Industrie
Co.,Ltd

  Company profile

STX Heavy Industries produces and sells a variety of core materials and equipment, as 

well as diesel engines and marine equipment, based on its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for more than 40 years. Also for sustainable management, from 2010, we have 

been pushing ahead with SOFC(Solid Oxied Fuel Cell) System business for a part of future 

technology. Now, we passed SOFC system(for buildings) safety verification (KGS AB 934) 

for the first company in korea and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GT-18-00490) 

for "SOFC Power Generation System". we plan to expand SOFC business area to medium 

and large scales based on our original technology and continuous development and 

investment.

533, Dalseo-daero,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TEL.053-772-6024    Fax.053-722-6799
E-mail.dooha@onestx.com    Website.www.stxhi.co.kr

Export product

encube [1kW SOFC System]
 - Passed facilities, technical and inspection standards for gas use fuel cell manufactur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KGS AB 934)
 -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SOFC Power Generation System Design,
    Fabrication and Operation Control Technology" part (GT-18-00490)
 - Ability to produce and develop our products
  • BOP core parts design and production
  • SOFC Systems Engineering / Evaluation
 - Product Specification
  • Electrical power [kW] : 1.0 ~ 1.2
  • Electrical Efficiency (AC,LHV) ≥ 45%
  • Cogeneration efficiency ≥ 85% Fuel : CITY GAS(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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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회사 소개

SOFC 산업화 포럼은 2015년 8월 25일 발족하여, 18개의 정회원사가 SOFC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단순한 학술적 정보 교

류에 그치지 않고 전무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산업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SOFC 산업화 포럼은 SOFC 기술의 신속한 산업화 도모, SOFC와 관려한 대

내외 호라동의 공동 기획 및 수행 및 대회활동 (정부/기업/고객)을 위한 대화 채널의 일원화

를 목적으로, SOFC 기술의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제품 소개

정회원사 현황 (제4기)

STX중공업, 경동나비엔, 미코, 유니온머티리얼, EG, 한글라스, 한국광유, H&POWER, 신

넥앤테크, 케이세라셀, 삼전순약공업, LTC, 지필로스, 씨엔아이, 푸른기술에너지, P&P에

너지텍, 두산, 이노윌

향후계획

회원간 정보교환 및 발전을 위한 협력

SOFC관련 정책, 법, 제도 연구 및 제안

SOFC 기술 개발, 기술 동향 정보 조사, 분석 및 보급

SOFC 관련 세미나, 워크샵, 연수 및 각종 행사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연대 사업 추진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33
대표자명. 이동원    TEL.053-722-6715    Fax.053-722-6799
E-mail.dollby@onestx.com   홈페이지.blog.naver.com/sofc_forum

SOFC산업화포럼 SOFC

  Company profile

The SOFC Commercialization Forum WAS established on August25,2015,we have 18 regular 

members. 

Through regular meetings, we will try not only to make academic information exchanges 

but also to draw out substantial results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Forum is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SOFC technology,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activities related to SOFC, and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channels for external 

activities (government/enterprise/customers).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SOFC technology.

533, Dalseo-daero,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TEL.053-722-6715    Fax.053-722-6799
E-mail.dollby@onestx.co    Website.blog.naver.com/sofc_forum

Export product

Members 
STX Heavy Industries, KD NAVIEN, MiCo, Union Materials Co., EG, HANGLAS, Hankook Kwang-
Yu, HnPower, SYN NECH&TECH, Kceracell, SAMCHUN PURE CHEMICAL, LTC, G-Philos, CNI 
Pureuntek Energy, P&P Energytech, DOOSAN, INNOWILL 

Plans 
- Information exchange among members of the forum and cooperation for development 
- Research and proposal of SOFC relates policies, laws, institutions
- SOFC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rend information 
- SOFC relates seminars, workshops, training and various events
-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overseas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Promo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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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피엔피
에너지텍㈜ 

  회사 소개

피엔피에너지텍(주)은 종합엔지니링 솔루션 회사로서 2004년 설립 이후부터 국내 유수

의 대기업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왔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들 뿐 아니라 KIST, RIST, KIER 등 많은 연구기관들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으로는 산업용 평가/검사장비, 연료전지(PEMFC, 

MCFC, SOFC)평가/검사장비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의 수소사회의 신사업으로 독자적인 SOFC 모듈스택 및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중이며 

2019년에는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품 소개

피엔피에너지텍(주)의 1kW SOFC 시스템인 PP300T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1kW 스택이 적

용되어 스택 모듈화를 통해 대용량 시스템 제작이 가능합니다. 연료전지분야에서 유수 대

기업들과 개발하였던 오랜 경험과 선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계최초의 부품기

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신뢰성과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연료전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산업용 평가/검사장비는 현재까지 300건 이상 고객맞춤형으로 납품되어 기술의 창

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86번길 202
대표자명. 이용현    TEL.042-932-7731    Fax.042-932-7732
E-mail.aaa@pnpenergy.co.kr    홈페이지.www.pnpenergy.com

PP300T 1KW PEMFC Test StationSOFC Test Station

P&P Energytech

  Company profile

P&P Energytech is the leading engineering solution provider and since its 2004 

establishment, has been a important partner of Korean top companies in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ur main customers are many large corporations in Korea and 

many R&D institutes like KIST, RIST, KIER, etc and, also, we are continuously growing with 

recognition of our technological excellency. Main products are industrial test/inspection 

equipments and fuel cell(PEMFC, MCFC, SOFC) test/inspection equipments manufactured 

for customers' various needs. Currently, P&P Energytech is developing unique SOFC module 

stacks and systems as a new business of future hydrogen society and will start sales of them 

from 2019.

Export product

P&P Energytech‘s PP300T is a 1kW SOFC system that contains self- developed 1kW stack and 

can be built as higher capacity systems by SOFC module stacks. This system uses various 

world-first technology in components and has superior reliability and duability thanks to 

leading technology and long-term development experience with large leading companies. 

In addition, test/inspection equipments in fuel cell field and various industrial fields are 

delivered for more than 300 customized cases and highly recognized in creativity and 

excellence in its technology.

100, Gongdan-ro, An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031 – 8056 - 5500    Fax.031 – 8056 - 5518
E-mail.salea_sofc@mico.kr    Website.www.mico.kr

5kW MCFC Test Station Arc Furnace for
Ferro-Silicon Production

Cell_Interconnect
Imag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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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미코

  회사 소개

1996년 창립한 미코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주요 고부가가치인 세라믹 소재, 부품을 생산하

는 세라믹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및 관련 산업에 있어서 전문성과 특화된 위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최초로 세라믹 ESC 개발 및 AlN Heater 국산화 성공과 양산 개시, 다양

한 첨단 세라믹 소재 (Al2O3 AlN, Y2O3) 등의 개발과 산업 적용에 힘을 쓰고 있으며, 2018년 

오랜 기간 축적된 각종 세라믹 기술을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개발하였습

니다. 미코는 SOFC 소재, 스택 및 시스템까지 개발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SOFC 스택

 -DC출력 : >1kW(40셀), >2.5kW(80셀)

 -셀타입 : 평판형

 -동작온도 : 750℃

 -발전효율 : >50%(LHV)

 -열화율 : <0.5%/kh(수소기준)

SOFC 시스템

 -AC출력 : >2kW

 -발전효율 : >45%(LHV)

 -열효율 : >40%

 -연료 : H2, CH4, NG, Biogas, 등

SOFC는 세라믹 기술 기반의 연료전지로서 동작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시 발전용으로서 기

저부하 담당에 적합하다. 수소, 메탄, NG, Biogas 등 사용연료가 다양하고, 시스템 구성이 간

단하여 양산시 경제성 확보 용이하다. 작은 설치면적 및 적은 소음으로 수요자 인근에서 

발전이 가능하고, 고품질의 열 제공도 가능하다. SOFC는 친환경 고효율 분산발전 시장의 

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경기도 안성시 공단로 100 (신모산동)
대표자명. 최성학    TEL.031 – 8056 - 5500    Fax.031 – 8056 - 5518
E-mail.salea_sofc@mico.kr    홈페이지.www.mico.kr

MiCo.,Ltd.

  Company profile

MiCo was founded in Feb. 1996 and is a global engineering company with expertise in 

ceramic heaters, advanced ceramic materials, components and coatings based on mainly 

Al2O3, AlN, and Y2O3 in Korea. By utilizing the existing ceramic process and equipment 

technology, we have developed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planar SOFC cells, stacks 

and systems for commercialization. Solid oxide fuel cells (SOFCs) are one of the most 

expected new energy technologies in the stationary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market. 

In addition, various advantages like the utilization of city gas as a fuel, small footprint and 

low noise can make it possible for SOFC to be best distributed generation and high quality 

heat supply near consumers. MiCo is currently preparing SOFC products for household 

and small buildings. We have a plan to enter the market with the products after receiving 

domestic gas safety certification within this year.

Export product

SOFC Stack
 -DC power : >1kW (40-cell), >2.5kW (80-cell)
 -Cell type : Planar
 -Operating temperature : 700~800℃

 -Power efficiency : >50%(LHV)
 -Degradation rate : <0.5%/kh(H2)

SOFC System
 -AC power : >2kW
 -Power efficiency : >45%(LHV)
 -Total efficiency : >85%
 -Fuel : H2, CH4, NG, Biogas, etc.

Solid oxide fuel cells (SOFCs) are one of the most expected new energy technologies in the 
stationary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market. Generally, it shows high power generation 
efficiency without using an expensive catalyst because of high operating temperature over 
700℃. In addition, various advantages like the utilization of city gas as a fuel, small footprint 

and low noise can make it possible for SOFC to be best distributed generation and high 
quality heat supply near consumers. SOFC will be the game changer of eco-friendly and 
highly efficient new energy markets.

100, Gongdan-ro, An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031 – 8056 - 5500    Fax.031 – 8056 - 5518
E-mail.salea_sofc@mico.kr    Website.www.m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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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자동차 배기시스템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업체

제품 소개

수소연료전지용 센서류, 

이동형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휴대용 파워팩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82(효문동)
대표자명. 최순철    TEL.031-219-9875    Fax.031-216-7831
E-mail.hcnoh@sjku.co.kr    홈페이지.www.sjku.co.kr

세종공업 ㈜ 
EXHAUST SYS' GROUP

Sejong Industrial

  Company profile

Exhaust System and FCEV Components Manufacturing Company

Export product

Sensors for FCEV, 
Portable Fuelcell System,
Metal Bipolar plate,
Portable Power Pack

82, Hyoja-ro, Buk-gu, Ulsan, Republic of Korea
TEL.031-219-9875    Fax.031-216-7831
E-mail.hcnoh@sjku.co.kr    Website.www.sjk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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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태광후지킨은 반도체 & FPD산업, R&D Clean Room 배관 제조 라인에 소요되는 

재료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산화 개발 성공을 필두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

하기 위해 투자와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인 원자력, 화력 발전, 플랜트, 해양 산업 분야를 위해 현대화된 공

장 자동화 시스템과 정형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Ultra High Purity Products

반도체 장비 산업, FPD 사업에 적용되는 고청정의 Valve, Fitting, Regulator, Gas 

Filter, IGS 등을 반도체 전용 재료로 정밀 가공 및 첨단 전해 연마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IGS개발에 성공하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

체, LG DISPLAY 등 기타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산 제품에 비해 우수한 성능임이 입증 되어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통해 세

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연구력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General Industrial Products

원자력/화력/수력발전 산업, 석유화학, 해양산업, 조선산업에 적용 되는 유체의 이송 및 제어

에 사용 되는 Fitting, Valve 등을 자체설비 시스템을 갖추어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전력산업기술에서 요구되는 품질 보증 자격으로 KEPIC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원

자력 품질규격 ASME 규격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엄격한 품질 규격과 품질 향상에 노력 

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제품 공급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Natural Gas Vessels Products

천연가스, 수소용 산업에 적용 되는 압축저장 용기(Compressed Pressure Vessels)Type 4 

Cylinder Tank 및 CNG Valve, Fitting 사업을 시작하여 천연가스차량 부품 분야에 영역을 확

장하고 있습니다. CNG, 수소, 드론 분야까지 제품 군을 갖추었으며 전 공정 자체 제작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NG용 Tube Skid(Cascade)를 자체 개발하여 천연가스 수송

용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미지역 자동차용 고압연료탱크 인증(ANSI NGV2-2007)외 

ISO11439, ISO 11119-3, ECE R 110 등 을 획득하여 그 성능을 인정 받았습니다. 복합소재 

제조업체로써 전세계에서 NGV용 Type 4 고압용기 및 밸브를 통시에 공급 가능한 유일한 

Total Solution업체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88번길 7
대표자명. 김영호    TEL.051-970-6700    Fax.051-831-1215
E-mail.sct1215@tk-fujikin.com    홈페이지.www.tk-fujikin.com

태광후지킨㈜ TK-Fujikin Co.,Ltd

  Company profile

TK-FUJIKIN has been supplying Fittings, valves, regulators, gas filters, gas sticks and 

IGS (Integrated Gas System) of the gas panel through localization of UHP fittings in 

Semiconductor and FPD applications.

In addition, we have established a complete line-up for NGV, UHP & GI gas piping materials 

up to the compression fittings, valves, and canisters(bubbler type), Type 4 Cylinder for 

customized products, and TK-FUJIKIN has strengthened our position and high quality 

management system together with providing the diversified product range since 

ownership was changed by FUJIKIN in 2009. 

TK-FUJIKIN will be renewal again as the parts specialized company globally by providing the 

total solution on gas piping materials together with customer’s growth in future.

7, Noksansandan 261-ro 88beon-gil, Gang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051-970-6700    Fax.051-831-1215
E-mail.sct1215@tk-fujikin.com    Website.www.tk-fuji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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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기업 경동나비엔의 생각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1978년 창립 

이래 콘덴싱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기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

며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이자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차세대 녹색 에

너지 기술 혁신에 일조하고, 미래 세대에 보다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동나비엔

의 굳은 의지가 담긴 노력이었습니다.

기술 진보로 지구의 온도를 낮춥니다

보일러 산업의 리더 경동나비엔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

니다. 그 결과 1988년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콘덴싱보일러를 필두로 세계 최고의 열효율을 

자랑하는 콘덴싱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왔고, 이러한 기술 경동의 자부심이 미래

의 차세대·친환경 에너지 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합니다

생활환경 창조기업 경동나비엔의 꿈은 다릅니다. 보일러는 내수 제품이라는 생각의 틀을 

깨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26년 동안 부동의 업계 수출 1위의 성과를 거두며 세계

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동나비엔은 고객이 

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열효율과 품질을 겸비한 제품을 생산하고, 차세대 녹색 에너지 기

기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

션 기업’으로 더 힘차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제품 소개

HYBRIGEN SF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형 에너지 활용 기기로, 가정에서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이용하여 난방과 온수는 물론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SOFC 시스템입니다. 90% 

이상의 총 효율로 약 700W 의 전기를 분산 발전으로 생산하며 이때 발생되는 약 800W 이

상의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난방이나 온수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m-CHP 종류에

는 연료전지 (PEMFC, SOFC), 스털링엔진(외연기관), 가스엔진(내연기관) 등이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신관 2~7층
대표자명. 손연호    TEL.02-3016-1938    Fax.02-3016-1919
 홈페이지.www.kdnavien.co.kr

㈜경동나비엔 KDNAVIEN Co.,Ltd

  Company profile

Practices Social Contribution Through Businesses
Since the beginning in 1978 we have continually strived to become a company that repays
customers for their loyalty and contributes to society by concentrating all our efforts on 
developing eco-friendly and high-efficiency energy equipment based on condensing 
technology. As Korea is an energy deficit nation, and one of the top countries responsibl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KD Navien has demonstrated a strong will to contribute 
to innovation in developing green energy technologies in order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Lowers the Earth’s Temperature Through Advancement in Technology
The goal for KD Navien, the leader in the boiler industry, differs from that of others. We 
have endeavored to produce high efficiency, eco-friendly energy equipment that can 
reduce fossil fuel consumption in this resource deficit nation. Thanks to our efforts, KD 
Navien launched Asia’s first condensing boiler in 1988. Since then we have led the market, 
launching condensing technologies with the worlds’ highest efficiency. Our passion 
for technology drives us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products for future 
generations.

Creates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s a provider of better living environments, KD Navien’s dream stands out from the rest. 
Breaking the conventional idea that boiler business is only for the domestic market, we 
ventured out into the world. As a result, we have led boiler exports in Korea for 26 years, 
becoming a brand that represents Korea and is valued by customers all around the world. 
By continuously making products that have the best thermal efficiency and quality in the 
world, and by making efforts to develop next generation green energy devices, KD Navien 
will continue its journey of becoming the global leader of energy solutions for better living 
environments.

Export product

The HYBRIGEN SF is a future-oriented energy utilization device that simultaneously 
generates heat and electricity. It is a high-efficiency SOFC system that can generate 
electricity as well as heating and hot water by using natural gas as fuel at home.

 The total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s more than 90%, and 700W of electricity is 
produced by dispersed power generation. The heat energy of 800W or more generated at 
this time can be reused as heating or hot water without throwing away.

 There are fuel cells(PEMFC, SOFC), Stirling engines(external combustion engine), and gas 
engines(internal combustion engine) in our m-CHP range

22,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3016-1938    Fax.02-3016-1919
E-mail.sct1215@tk-fujikin.com    Website.www.kdnavi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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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카이스트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세계 Top-Class의 수소연료전지 기

술력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는 디젤, 가솔린, 도시가스 등의 다양한 연료를 수소로 개질하는 

소형 연료개질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료 개질뿐만 아니라 개질에 필요한 촉매부

터 반응기, 탈황기, 평가장치까지 모든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질기 및 

주변기술을 확장하여, 3kW급 SOFC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

사인 ㈜소나무를 통해 다양한 해외협력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용량 수소 개질기(일본 오사카 

가스 엔지니어링 - HYSERVE Series), 모듈형 조립식 블록밸브(프랑스 Alcrys)등 수소충전소 

관련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수소생산장비 / 연료전지 / 수소충전소 관련

-연료개질기 (도시가스, LPG, 가솔린, 디젤) 생산

- 탈황기 생산

- 연료전지 (SOFC) 시스템 제조

- 개질기 및 연료전지 엔지니어링 종합 서비스 (평가장치 제작 및 평가)

- 3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 On-site 수소충전소용 대용량 개질기

   (일본 Osaka Gas Engineering - Hyserve series)

- 수소충전소용 모듈형 조립식 밸브 (프랑스 Alcrys)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9-4160
대표자명. 강인용    TEL.042-350-7330    Fax.042-350-7332
E-mail.chryu@hnpower.co.kr    홈페이지.www.hnpower.co.kr

에이치앤파워㈜ 

가솔린 개질기 도시가스 개질기개질기,촉매,연료전지 평가장치

HN Power Co.,Ltd.

  Company profile

HnPower, Inc.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KAIST's superior technology in 2009 and 

has accumulated world top-class hydrogen fuel cell technology. We are focusing on 

small-sized fuel reformers that convert various fuels such as diesel, gasoline, and city gas 

into hydrogen. In addition to fuel reforming, we have all the related technologies, from 

catalysts for reforming to reactors, desulfurization and evaluation devices. Recently, we have 

developed a 3kW SOFC system by expanding the reformer and surrounding technologies, 

and are about to launch. We also have solutions for hydrogen stations such as large capacity 

hydrogen reformer(HYSERVE Series - Osaka Gas Engineering Co., Ltd.) and modular block 

valve (Alcrys in France) by constructing various overseas cooperation infrastructure through 

subsidiary Sonamu, Inc.

Export product

Hydrogen generator / Fuel cell / Hydrogen station
- Production of fuel reformer (city gas, LPG, gasoline, diesel)
- Production of desulfurizer
- Manufacturing of fuel cell system (3kW SOFC system)
- Comprehensive service of reformer and fuel cell engineering (evaliation)
- Large capacity reformer for on-site hydrogen station
  (Japan, Osaka Gas Engineering - Hyserve series)
- Modular block valves for hydrogen station (France, Alcrys)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042-350-7330    Fax.042-350-7332
E-mail.chryu@hnpower.co.kr    Website.www.hn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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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워는 배터리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장 시스템 제작,  전동스쿠터, 전동지게

차, 전동 청소차,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등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저

장 및 (UPS, u-GRID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인 연료전지에 대해 다

양한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리고 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

을 보유하고 있으며, DMFC 스택 및 시스템 제작에 관한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외 42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독립형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품명 : PROM-Gen)은 가스를 개

질하는 방식이 아닌 메탄올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리튬-폴리머 배터리

(LiPB)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 안전성이 뛰어나며,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PROM-Gen의 응용분야로는 이동통신 중계기, 외딴지역, 산간지역 및 전력

을 요하지만 전력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독립전원 및 Grid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전력공급기로서, 가정용 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재난 통계시

스템, 산불 감시 시스템, 캠핑 트레일러, 군 통신 중계기, 방송 차량, Data Center, 

요트 등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12
대표자명. 고병욱    TEL.063-262-0522    Fax.063-262-0525
E-mail.sales@propower.co.kr   홈페이지.www.propower.co.kr

㈜프로파워

PROM-Gen DM200 PROM-Gen DM1000 PROM-Gen DM1500

PRO-POWER

  Company profile

PRO-POWER, which was founded in 1994, specializes in battery producing battery packs 

applications of lithium secondary batteries.  PRO-POWER are researching and developing 

various battery packs from mobile devices such as cell phones, MP3 Players, PDA, Blue Tooth 

to electric bicycles, electric scooters and NEV cars. Besides PRO-POWER are researching 

and developing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fuel cells, secondary battery & fuel cell 

Hybrid System, BoP (Balance of Plant) Control System. PRO-POWER try to be an initiative 

company for the better tomorrow by developing the responsive energy storage system 

and by producing not only high efficient but also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for the 

advent of hydrogen fuel cell area.

212, Wanjusandan 6-ro, Bongdong-eup, Wanju_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TEL.063-262-0522    Fax.063-262-0525
E-mail.sales@propower.co.kr    Website.www.propower.co.kr

PROM-Gen DM1500
탑재 물류운반차

PROM-Gen PM5000
탑재 물류운반차

Export product

PROM-GenTM DM1000 is an extended run back up power fuel cell hybrid system 
combining 1kW Direct Methanol Fuel Cell & 1kWh Lithium Polymer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This can be widely applied for telecommunications towers, remoter sites or other 
installations that require dependable backup power for the long run.
PROM-GenTM DM200 is the ideal solution to supply power to electronics in remote area. It 
enables consumers to use lamp, tablet pc, video camera and refrigerator easily, and extends 
military operation time of soldiers by charging th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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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일진복합소재는 첨단복합재료 제품의 설계·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으로서 환경문제로 주

목받고 있는 수소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저장용 복합재료 고압용기를 개발하여 제

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수소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700bar 초경량 복합재료 수소탱크를 개발하여, 유

럽인증(EC-79) 및 글로벌 인증(UN/ECE R134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10

월에는 세계최초로 일본 KHK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수

소전기차 최신 모델에도 제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대표자명. 김기현    TEL.063-263-1700    Fax.063-261-2500
E-mail.sungsoo.hong@iljin.com    홈페이지.www.composite.co.kr

일진복합소재㈜ ILJIN Composites

  Company profile

ILJIN Composites a specialized company in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high-tech composite materials, have successfully developed and manufactured ultra-light 

composite high pressure tank for fuel storage.  Ultra-light composite hige pressure tank 

for fuel storage is a core part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spotlight for environmental issues.

97-46, Wanjusandan 5-ro, Bongdong-eup, Wanju_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TEL.063-263-1700    Fax.063-261-2500
E-mail.sungsoo.hong@iljin.com    Website.www.composite.co.kr

Export product

ILJIN Composites developed 700bar Ultra light composite Hydrogen tank, and already 
acquired European certificates(EC-79) and Global certificates(UN/ECE R 134). Also we will 
acquire Japanese certificates KHK in Oct 2018. In addition Our hydrogen tank is applied new 
model of Hyundai motors Hydrogen electric vehicle.



강원테크노파크

광신기계공업㈜

바스텍 코리아

㈜대흥라디에터

이화전기공업㈜

이엠솔루션㈜

제이엔케이히터㈜

㈜엘켐텍

㈜엠티에프씨

두산퓨얼셀

한국가스안전공사

동진쎄미켐

boo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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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산업용 압축기 및 CNG & 수소 충전소용 압축기 전문업체

제품 소개

석유 화학 및 산업전반에 필요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24
대표자명. 권환주    TEL.055-589-8101    Fax.055-589-8020
E-mail.jjw7171@kwangshin.co.kr   홈페이지.www.kwangshin.com

광신기계공업㈜ KwangShin Machinery
Co.,Ltd

  Company profile

Professional Compressor system manufacturer of industrial & CNG & Hydrogen filling system 

124, Ogok-ro, Chirwon-eup, Haman-gun,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055-589-8101    Fax..055-589-8020
E-mail.jjw7171@kwangshin.co.kr    Website.www.kwangshin.com

Export product

Compressor for Petrochemical & whole industry include H2 fi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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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동진쎄미켐은 Fuelcell MEA 그리고 semiconductor 및 flat-panel display 산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photoresists, bottom ARC, top coat, CMP slurry, colored 

resists, , organic insulator, Polyimid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군으

로 태양전지용 전극 페이스트, thinner, stripper, developer, rinsing solution 그리고 

etchants를 제공합니다.

제품 소개

동진쎄미켐은 여러 분야에 사용 가능한 MEA 기술에 대해 14년간 개발하였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e advantages of MEA design, catalyst materials and process 

technology

건물용, 가정용 MEA / 고온형 MEA / 수송용 MEA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
대표자명. 이부섭    TEL.031-353-6340    Fax.031-353-6481
E-mail.zhum@dongjin.com 홈페이지.www.dongjin.com

㈜ 동진쎄미켐 

  Company profile

Dongjin Semichem offers Fuelcell MEA, photoresists, bottom ARC, top coat,, CMP 

slurry, colored resists, organic insulator, and Polyimid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miconductor and the flat-panel display industry. Our product line includes Solar paste for 

c-Si solar cell, thinner, stripper, developer, rinsing solution and etchants

644, Baekbeom-ro,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031-353-6340    Fax.031-353-6481    
E-mail.zhum@dongjin.com     Website.www.dongjin.com

Dongjin
Semichem Co.,Ltd

Export product

Dongjin Semichem has been developing MEA technology above 14 years for various 
applications. Dongjin Semichem has the advantages of MEA design, catalyst materials and 
proces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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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는 믿음.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창조적 연구 활동으로 사업 기회 선점, 해양은 자원의 보고로서 영원히 보존해

야 할 터전이라는 사실 인식에서 미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달려온 지 벌써 16년 째입니다. 

우리 미래사회의 일상적 모습이 될 수소스테이션,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의 융복합시스템인 

그린빌리지, 에너지 자립섬, 수소타운, 해양 생태환경 교란 방지를 위한 선박 평형수 살균처

리장치, 그리고 지구 토양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물 및 유기농 산업 폐기물 처리장치

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미래를 위한 솔루션들입니다.

제품 소개

1.수소스테이션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 채택

하고 있는 수전해 방식 수소스테이션 상용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선도적 위치에 있습

니다. 

2.그린홈/그린빌리지(P2G)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어려운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 둔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그

린 빌리지입니다. 3.에코크로브를 활용하여 유기성폐기물을 분해 감량하고 폐기물 슬러지 

종류에 따라 고형화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활용하는 등 자연순환 시스템을 구축하

였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남산동)
대표자명. 강삼수    TEL.055-239-9000    Fax.055-239-9010
E-mail.ems2016@yesems.co.kr   홈페이지.www.yesems.co.kr

이엠솔루션㈜ EM Korea Co.,Ltd.

  Company profile

We are looking forward to preoccupy in environmental business through creative research 

activity and also to protect the environment. We have set a goal and being aware of future 

vison by realizing tha the sea is a rich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and it has to be 

preserved eternally. Hydrogen fueling station, convergence of new renewable energy, and 

convergence of hydrogen system are used in green village, energy Self-reliance Island, and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to protect the marine ecological system from destruction or 

disturbance, These are going to be the figure of our future daily lives, Additionally, organic 

and industrial waste decomposers are our suggesting solutions to prevent earth and marine 

pollution.

767, Ungnam-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TEL.055-239-9000    Fax.055-239-9010
E-mail.ems2016@yesems.co.kr    Website.www.yesems.co.kr

Export product

1.Hydrogen Fueling Station is EMS tries to be in a leading position in development and 
supply of the water electrolysis type commercialized hydrogen station which america, 
europe,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dopt. 

2.Green Home/(P2G) was the stored hydrogen can be transformed to electric power 
through fuel cell system when natural energy source is restricted, and the power will be 
supplied to house. 3.Eco Crobe was designed using eco friendly scientific technology and 
bio microbiological technology to decompose organ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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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JNK는 1998년에 대림엔지니어링의 산업용 가열로 사업부가 분리 독립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설계/제작 업체입니다. 산업용 가열로 및 대형 개질기 설계/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수소충전소 및 관련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컴팩트화 된 천연가스 개

질 수소제조장치를 국가 R&D 사업의 지원으로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온사이트형 수소충전

소 구축사업 및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질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JNK의 천연가스 개질 수소제조장치는 250 및 500 kg/day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청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401호
대표자명. 김방희    TEL.02-2026-4250    Fax.02-2026-2706
E-mail.hscho@jnkheaters.co.kr   홈페이지.www.jnkheaters.co.kr

제이엔케이히터㈜ JNK Heaters Co.,Ltd.

  Company profile

JNK Heaters was established in 1998 as an independent industrial fired heater division of 

Daelim Engineering. It is the only industrial fired heater design/manufacturer in Korea. 

Based on our experience in desig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al fired heater and large 

scale of reformer, we have developed compact natural gas steam reforming hydrogen 

production system applicable to on-site hydrogen refilling station and related industries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R&D projects, We are promoting the on-site hydrogen refilling 

station construction  and the biogas refining and upgrading as new businesses.

168,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2026-4250    Fax.02-2026-2706
E-mail.hscho@jnkheaters.co.kr    Website.www.jnkheaters.co.kr

Export product

JNK's natural gas steam reforming production system can produce 250 and
500 kg/day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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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전기분해기술을 응용한  제품틀을  개발 및  제작하고  있는  주식회사 엘캠텍은  2002년부

터 수소사회를 위해  수전해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수전해  기술

을  위한  다수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지난 2016 년 미국  애너지성  자료에 수전

해  분야  Global players  중  하나로  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제품 소개

PEM 수진해  장치

물과 전기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전원과의 연계능력이 우수하여 향후 국내 신재생애너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57
대표자명. 문상봉    TEL.02-3402-7980    Fax.02-3402-7999
E-mail.sales@elchemtech.com

㈜엘캠텍 Elchemtech Co.,Ltd.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2002, Elchemtech Co., Ltd has been developing PEM water electrolysis to 

bring Hydrogen society to Korea. Due to the effort, Elchemtech was able to gain many 

patents and original technology for water electrolysis, and was selected as one of mail 

players of water electrolysis by DOE in 2016

57, Magokjungang 8-ro 3-gil,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3402-7980    Fax.02-3402-7999    E-mail.sales@elchemtech.com

Export product

PEM water electrolysis uses only water and electricity to produce Hydrogen, Therefore, it 
does not use caustics to produce Hydrogen, nor produces NOx and SOx PEM electrolysis is 
very suitable for integration of regenerative energy, so we are hop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regenerative energ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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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엠티에프씨는 다년간의 연료전지 설계-제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전문가들

로 구성된 회사로서, 연료전지 발전소 엔지니어링 및 O&M 기술을 보유하고, 연료전지와 재

생에너지원, 연료전지와 전통발전원들의 융복합을 통해 초고효율 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

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엠티에프씨는 SOFC 라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기술

을 바탕으로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과 국가 3대 전략 분야인 수소경제의 튼실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Global Fuel Cell Company가 되고자 합니다

제품 소개

㈜엠티에프씨는 출력변동이 가능하고 용량 증설이 용이하며 열병합이 가능한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제품은 30kW, 150kW, 480kW의 제

품(Stand alone)이며, 마이크로 그리드, 가상발전소(VPP), 스마트팜, EV/FCV 스테이션, 

P2G 등의 적용이 가능한 폭넓은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미건테크노월드1차 312-1호
대표자명. 이태원    TEL.042-933-0714    Fax.042-934-0713
E-mail.fci0327@fcikorea.com

㈜ 엠티에프씨 MTFC Co.,Ltd.

  Company profile

MTFC Co., Ltd. is a company with many experts who have years of outstanding experiences 

and performances in fuel cell design and manufacturing. MTFC’s goals are constructing 

and operating ultimately efficient power plant using the fuel cell plant engineering, O&M 

technology and the hybrid of fuel cell and conventional power generation plants.

MTFC aims to become the top class global fuel cell company,  and a solid engine for the 

hydrogen economy and the government's 3020 energy policy.

199,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042-933-0714    Fax.042-934-0713    E-mail.fci0327@fcikorea.com

Export product

MTFC owns the SOFC technology with output power fluctuation, easy expansion of  
capacity and cogeneration power. The main products are 30kW, 150kW and 480kW 
systemss (Stand alone), with a wide range of hybrid systems such as Micro-grids, Virtual 
Power Plants(VPP), Smart Farms, EV/FCV Stations and P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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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에프씨아이는 201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SOLODpower SpA(이태리)와의 협약을 통해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스스템을 국산화하고 한국형 대형제품을 이용한 연료전지 발

전 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인프라 및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효율 육상 SOFC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특시 선박 전기추진용 연료전지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운영을 주관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제품 소개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시스템 (BlueGEN-K)

현재까지 출시관 SOFC상용 시스템 중 출력변동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BlueGEN-K의 혁신적인 연료전지기술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제품내에서 수소

를 직접 생산하고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제어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며, 다중병렬한 통합 

연료전지 모듈은 최고의 효율성과 유지 보구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BlueGEN-K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전효율(>60%), 발전이용률(98%)을 가지고 있으

며, 운전내구성(MTBFO, Mean Time Between Failure Outage)이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BlueGEN-K는 원격운전, 자동운전이 인터넷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가진단 기

능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미건테크노월드1차 312-1호
대표자명. 이태원    TEL.042-933-0714    Fax.042-934-0713
E-mail.fci0327@fcikorea.com

㈜ 에프씨아이 FCI Co.,Ltd.

  Company profile

FCI Co., Ltd. was established in March 2018. Since FCI has signed the business agreement 
with SOLIDpower, FCI has been localizing SOLIDpower’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Solid 
Oxide Fuel Cell (SOFC) systems and speeding up the R&D for the Koreanized large-scale 
power generation systems.
FCI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mass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 FCI is pursuing to develop not only highly efficient SOFC 
systems for land uses, but also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marine uses, especially the fuel 
cell hybrid electric propulsion for vessels, eventually becoming a specialized company to 
develop, manufacture, supply and execute O & M regarding various and versatile fuel cell 
products.

199,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042-933-0714    Fax.042-934-0713    E-mail.fci0327@fcikorea.com

Export product

BlueGEN-K is a micro CHP  which is the only commercially available SOFC system with 
the output power fluctuation. With FCI’s innovative fuel cell technology, BlueGEN-K  uses 
natural gas as fuel to produce hydrogen directly  and electricity which can be controlled 
by electrochemical reactions. The multiple integrated fuel cell modules deliver maximum 
efficiency with ease of maintenance.
BlueGEN-K has the highest power efficiency (>60%) and power utilization (98%) in the 
world and the highest availability (MTBFO, Mean Time Between Failure Outage).
BlueGEN-K’s remote and automated operation is performed by internet connection, and its 
innovation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ith self-diagnostic function and 
AI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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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회사 소개

(주)두산 퓨얼셀은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적인 기술과 제품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선

도해온 미국의 CEP사와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사업을 선도해온 퓨얼셀파워를 ‘14년 합병

하여 새롭게 출범한 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연료전지는 연소반응 없이 연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에너

지 공급기기로 규모에 관계없이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발전용부터 주택용까지 다양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신에너지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형인 600W급 부터 중대형 제

품인 440kW까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국내시장에서는 주택 연료전지 보급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발맞추어 대형 발전소에 연

료전지 보급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도 원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업용 

건물, 공장, 데이터 센터, 병원, 대학 등에 공급하여 정전시에도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 275(을지로6가)
대표자명. 동현수    TEL.02-3398-3816   Fax.02-3398-3858
E-mail.mireyoon@doosan.com    홈페이지. www.doosanfuelcell.com

두산퓨얼셀 Doosan Fuel Cell

  Company profile

Doosan Fuel Cell was established in 2014 when Doosan Corporation made two strategic 

initiatives in the fuel cell market – acquiring the assets of ClearEdge Power, a fuel cell 

technology leader in the United States, and merging with Fuel Cell Power, a residential fuel 

cell leader in Korea. The acquisition of these two companies led to the formation of the 

Doosan Fuel Cell Group.

275, Jangchungda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3398-3816    Fax.02-3398-3858    
E-mail.mireyoon@doosan.com     Website.www.doosanfuelcell.com

Export product

Fuel cells generate electricity and heat through an electrochemical process with no 
combustion or moving parts. This simplicity of operation yields high-efficiency, ultra-low 
emissions and exceptional reliability. Doosan manufactures and markets high-performance 
fuel cell solutions that provide combined cooling, heat and power (CCHP). In the United 
States we will continue to focus on providing cost competitive, clean, reliable energy 
solutions for customers who need secure uninterrupted power, even during blackouts, 
for their commercial buildings, industrial plants, data centers, hospitals, and universities. 
In Korea we will continue to produce compact fuel cells for residential use, while 
strengthening our position in the large power generation sector, in line with government 
policy on renewable energy provisions. Doosan Fuel Cell will lead the effort in reversing 
the current trend of resource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both byproducts of, and 
challenges faced by, traditional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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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회사 소개

30년간 가스 관련 기자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안전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가스+안전+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괄공급시스템 운여을 목표

로 가스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초저온탱크, 열교환기 및  Tank 제작. LPG용기-자동차충전시설, NH3 저장 및

공급장치등 Plant 분야에서 선도적인 업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65번지
대표자명. 죄병절    TEL.055-312-5501    Fax.051-326-3061
E-mail.sales@msgas.co.kr 홈페이지. www.mseng.msgas.co.kr

㈜ MS이엔지

  Company profile

-

165, Hakjang-dong, Sasang-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055-312-5501    Fax.051-326-3061    
E-mail.sales@msgas.co.kr     Website.www.mseng.msgas.co.kr

MS ENG Co.,Ltd

Export 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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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회사 소개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계장용 Fittings & Valves 전문 기업인 디케이

락은 자사 브랜드인 DK-Lok으로 조선ㆍ해양, 원자력 및 수력 화력 발전은 물론 석유 

ㆍ정유ㆍ화학, CNG & NGV, 반도체 장비 등 전방 산업에 걸쳐 전체 매출의 60% 이상

을 전세계 46개국 80여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생산설

비 투자를 비롯해 신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세계 각국 고객의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

공 중인 준비된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피팅

배관을 수평ㆍ수직 등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로 도구나 장비 없이 손쉽게 배관을 연결

해 유체 이송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유체의 종류, 온도 및 압력에 제한성이 거의 없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파이프 배관이 아닌 튜브를 사용함으로

써 경비 절감, 작업 및 취급 용이성, 관리의 효율성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밸브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여닫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배관시스템 구성시 필수 제품

이며 Shut-off, 방향 전환, 역류 방지, 고압 보호 등의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고압가

스뿐만 아니라 유 ∙ 공압 등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7
대표자명. 노은식    TEL.055-338-0114    Fax.055-901-0146
E-mail.hslee@dklok.com 홈페이지. www.dklok.com

디케이락 ㈜

  Company profile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basis for growth through continued product facility 
investment,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R&D, towar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Owing to the offshore plant era, we are recording growth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sales volume.  Technically, we are second at the global level and first at the 
national level, to have acquired the certification of ASMEN, NPT, NS STAMP. 
Moreover, we have received product certification and testing from global certification 
agencies, which are such classified institutions as LR, GL, ABS, DNV, RWTUV, NK, and KR. 
Hence, we are able to ensure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 that meet 
the product quality needs of global high tech industry customers.
Our priority will be, above all, to achieve the highest product quality and technical capacity 
to meet the product quality needs of our customers, to contribute to value creation for 
our customers, and thereby ensure mutual development and become the world's best 
company in the Fitting & Valve design and Manufacturing industry.

7, Golden root-ro 129beon-gil,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055-338-0114    Fax.055-901-0146    
E-mail.hslee@dklok.com     Website.www.dklok.com

DK-LOK Co.,Ltd

Export product

Fitting 
Tube fitting onnects a tube section to another tube, pipe, hose or tube components(e.g. 
valves)

Valve
Valve is regulates the flow of a medium (liquid or gas) or pressure within a flu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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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회사 소개

독일 레오닉 社는 질량 유량계를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레오닉코리아 당사는 

1995년부터 국내에 레오닉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 했습니다.  질량 유량계는 유체의 

흐름을 질량 단위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정밀한 계측기로 화학, Oil&Gas, 중공업, 자동

차, 식음료,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

며 빠른 서비스를 위하여 대전, 대산, 울산, 여수 등 산업단지에 대리점을 두고 협업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동반자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

레오닉 질량 유량계

코리올리스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기체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내부 센서

를 오메가 형태로 제작하고, 가운데에 Mass bar 와 Torsion rod 를 설치하여 외부의 

노이즈 및 진동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이고 탁월한 측정을 가능하게 설계 하였습니

다. 또 다른 장점으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1/4~12인

치까지 제조 가능하며 유량 측정 범위는 1g/min~1,500 t/h 까지 입니다. 재질은 기

본 316SS Ti 이며, Tantalum, Hastelloy C, Monel, Inconel, Super Duplex 등 다양

한 재질로 제조 가능합니다. 모델에 따라 최대 압력은 1,600 Bar 이며, 온도 적용 범

위는 -200 ~ +400 deg 입니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Nozzle, breakaway 

coupling, receptacle, hose 등도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7
대표자명. 노은식    TEL.055-338-0114    Fax.055-901-0146
E-mail.hslee@dklok.com 홈페이지. www.dklok.com

㈜ 레오닉코리아

  Company profile

-

7, Golden root-ro 129beon-gil,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055-338-0114    Fax.055-901-0146    
E-mail.hslee@dklok.com     Website.www.dklok.com

RheonIk Korea Co.,Ltd

Export 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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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회사 소개

기준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MERI가 앞장서겠습니다.

[연구소비전] 

기준 혁신으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MERI

[사업목표]

(Best) 세계 최고의 안전·환경분야 정책·기준 개발

(Most) 세계 제일의 안전·환경분야 정책·기준 전문가 육성

(Only) 세계 유일의 안전·환경분야 정책·기준 연구기관 도약 

제품 소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 융복합스테이션 위험성 연구(수소충전소기준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방폭구역 설정방법 실증 및 방폭전기기기 유지관리 성능검증 기술개발 용역”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최적화 기준마련 연구”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소량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111, 509호(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대표자명. 채중근    TEL.02-868-6108    Fax.02-6918-4056
E-mail.chaegmeri.co.kr 홈페이지. www.meri.co.kr

㈜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Company profile

MERI will take the lead in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pany through
standard management.
[Vision]
MERI to create state and enterprise profits with standards innovation
[Goals]
(Best) Development of the world’s best safety and environment policy standards
(Most) Developing the world’s foremost policy standards experts on safety and environment
(Only) The world’s only policy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on safety and environment

5 Floor ,111, Digital-ro 26-gil,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868-6108    Fax.02-6918-4056    
E-mail.chaegmeri.co.kr     Website.www.meri.co.kr

Mirae Energy-Code

Export product

“Risk assessment and study of hydrogen fusion complex station”
“Development of verification method for area classification and explosion-proof
electrical equipment”
“Study on the optimization criteria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Establish small scale standards and management plan for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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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회사 소개

이화전기는 산업 전분야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전원 공급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56년 회사 설립 이후, 당사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비롯하여 변압기, 

정류기, 주파수변환기 등 다양한 장비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국제적 기업입니다. 

이화전기는 뛰어난 제품기술에 바탕을 둔 제품 생산으로 높은 신뢰성과 고품질로 국

내외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화전기의 기업이념은 고객에게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고객의 요구와 기대

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화전기의 모든 제품은 국제 품질 표준인 ISO9001과 다양한 

국제적 표준기준을 통해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디지털방식 UPS는 최상의 동작

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요한 산업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고 있

습니다. 이화전기는 전력전자산업에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연

구 및 개발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1978년 연구소 설립 이래 40년 이상 연구개발 투자

를 지속해 왔으며 혁신적 기술로 전원장비에 있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력변환장치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

니다. 당사 기술연구소의 비전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가

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술연구소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화전기는 항상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한 합리적 가격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 같은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기술 개

발, 기술의 선도,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개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6 석호빌딩 7층
대표자명. 윤상돈    TEL.02-3440-0200    Fax.02-3440-0202
E-mail.sales@et21.com   홈페이지.www.eti21.com

이화전기공업㈜

  Company profile

EHWA Technologies Information provides power protection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EHWA was founded in 1956, and has been one of the global leaders in 
designing, manufacturing, and marketing of power protection equipments including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Transformer, Rectifier, and Computer-related software and 
other various equipments.
EHWA has earned great reputations from their customers locally and globally through 
their high-reliability and qualified products which are manufactured by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The mission of EHWA is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solutions and solve real world problems.
All EHWA products are ISO9001 certified and complied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EHWA Digital UPS Series is one of the best performing and most reliable system 
providing power protection for mission-critical industrial equipments.
EHWA is committed to conduct its business with fulfilling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and 
improving global environments. EHWA promises to listen to all customers` requirements 
and offers products to enhance customers` benefit. 
EHWA is always willing to serve all customers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EHWA has devoted themselves to the R&D’ activities in order to remain competitive and 
ensure stable growth in the power supply market. 
For more than 40 years, EHWA has brought major new innovation to the power equipments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and investing more than 3% of total revenues to the R&D 
Center. 
EHWA now has a wide range of power supplies which suits the needs of all their 
customers’nationwide.
EHWA’ R&D Center concentrates their main vision towards creating values that promote 
the interest of customers’technical innovation. Base upon the outstanding state-of-the-art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R&D Center, EHWA has always provided their customers with 
the best quality and reasonable price to increase customers’satisfaction.

EHWA Technologies
Information
7 Floor, 746, Nonhyeo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3440-0200    Fax.2-3440-0202
E-mail.sales@et21.com    Website.www.eti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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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화성(주)은 1974 년 9 월에 설립되어 첨단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에 바탕

을 둔 자동차 및 가정용 고무 및 플라스틱 부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

이 새로운 재료 및 방법 개발, 제품 품질 개선, 기술 개발 및 풍부한 투자를 통해 변화 

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 분야의 연료 전지 분야에 연구 개발을 집중 해 왔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미래의 새로운 기업 환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유하로 154-9
대표자명. 임경식, 성락제    TEL.055-313-1800    Fax.055-313-1177
E-mail.karlotte84@dahs.co.kr 홈페이지. www.dahs.co.kr

㈜ 동아화성

제품 소개

고온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 특성 

   고온, 고농도의 산에 내구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150~180℃

   정도의 고온에서 구동가능한 연료전지 스택

· 활용방안

   고온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산발전에 활용

· 활용방안

   저온 고분자 연료전지보다 시스템이 간단하고 고온의 열을 활용할수 있어 저온 고분자

   연료전지 시장을 공유하며 미래의 산업으로 발전 가능함

수소전기자동차용 흡기호스택

· 특성 

   수소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공기가 이동되는 통로. Mass Blow 공법으로

   TPV(Thermoplastic Vulcanisates)을 이용하여 제작한 호스로 -60 ~ 135℃의 응용 가능한

   제품임

· 활용방안

   수소전기차용 배관

· 활용방안

   유해한 배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것임

  Company profile

Dong-A Hwa Sung Co., Ltd.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74 and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rubber and plastic parts for automotive and homeappliances based on high 
technology and ceaseless effort and challenge. We have been constantly changing through 
new material and method development, improvement for product quali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generous investment. Also we have been concentrating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 fuel cell related in fields as a future industry. We are challenging for the 
new corporate environment of the future with the best technology and the best quality.

DONG-A HWA-SUNG
Co.,Ltd
154-9, Yuha-ro, Gimhae-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055-313-1800    Fax.055-313-1177    
E-mail.karlotte84@dahs.co.kr    Website.www.dahs.co.kr

Export product

High Temperature FuelCell Stack
· Characteristic
  A fuel cell stack capable of operating at temperatures between 150 and 180°C using parts
  that are durable in high temperature and high concentration acid.
· Utilization Plan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system for
  distributed generation
· Future Prospect and Vision
  The system is simpler than Low  and the hot heat can be utilized. It shares the market with
   A and can evolve into a future industry.

Air Intake Hose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s
· Characteristic
  It is used as a passageway to supply air to Hydrogen Fuel Cell Vehicles.This product is
  made using TPV(Thermoplastic Vulcanisates) resin using Mass Blow method. It is available
  at temperatures between -60 and 135°C.
· Utilization Plan
  Hose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
· Future Prospect and Vision
  Thi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s with no harmful
  emissions, helping to solv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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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991년 창립이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와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의 충전 시 필요한 충전 노즐을 

제작하는 독일의 WEH GmbH Gas Technology회사와 Leak Test에 사용하는 Quick 

Connector를 제작하는 WEH GmbH Verbindungstechnik 회사의 한국 단독 대리점

으로서, Nozzle, BreakAway, 고압 호스 및 Quick Connector등 관련제품을 수입 , 판

매 그리고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전소에서 필수품인 충전 Nozzle 및 관

련 제품을 주력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의 기계 가공 제품의 완성 

단계에 필수 과정인 Leak Test에 필요한 각종 Quick Connector와 냉난방 공조기기

의 제작 후 Leak 검사단계 및 냉매 주입에 필요한 각종 Quick Connector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수소자동차 및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 관련 제품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15-326 (시흥동,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대표자명. 노해현    TEL.02-891-5725    Fax.02-893-2801
E-mail.ngvfcv@paran.com 홈페이지. www.weh.com

허스텍

  Company prof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1,we HUSTEC INC. have been working with WEH GmbH Gas 
Technology, which manufactures filling nozzles for filling hydrogen gas and compressed 
natural gas used as fuel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FCEV) and natural gas vehicle(NGV) 
and we have been working with WEH GmbH Verbindungstechnik which manufactures 
Quick Connectors.
We specialize in importing, selling and repairing related products such as Nozzle, 
BreakAway, High Pressure Hose for the hydrogen refueling stations and Quick Connector for 
the leak test.

97, Siheung-dae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02-891-5725    Fax.02-893-2801    
E-mail.ngvfcv@paran.com     Website.www.weh.com

Hustec INC.

Export product

Related products for the Hydrogen & CNG Refue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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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산업(주)는 1990년에 설립하여 해상용과 육상용 고압공기압축기 및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범한산업(주)는 최고의 설계와 생산 및 고객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

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탐구하여, 정확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합니다. 범한산업(주)은 귀사의 압축공기

시스템과 연료전지시스템 관련하여 귀사의 곁에서 귀사를 조력할 경쟁력 있는 파트

너가 될 것입니다.

제품 소개

국내 최초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범한산업의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5kW 출력의 수소타입 또는 도시가스 타입이 있습니다. 건물에 공급

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35%이상 에너지효울로 발전 가능하며 1.5시간내 시동가

능한 시스템입니다. 

수소/공기용 연료전지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분야 글로벌 리

딩 파워셀과 협력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신뢰성의 1-100kW급의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대표자명. 정영식    TEL.055-224-0500    Fax.055-251-6071
E-mail.sales@bumhan.com 홈페이지. www.bumhan.com

범한산업㈜

  Company profile

Bumhan Co.,Ltd. founded in 1990 han produced the high pressure air compressors and fuel 
cell in both marine and overland fields.
Bumhan always dedicates to total increase of customer satisfaction with unsurpassed 
design, manufacture and customer service. Bumhan always find out what our customers 
really need first, analyzing their requirements to ensure that we offer correct and complete 
solutions. With Bumhan Industries, you can have a competent partner by your side 
supporting you throughout your whole value chain related with commissioning of the air-
compressed system and fuel cell system.

61, Jayumuyeok 4-gil, Masanhoe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TEL.02-891-5725    Fax.02-893-2801    
E-mail.ngvfcv@paran.com     Website.www.weh.com

Bumhan Industries
Co.,Ltd

Export product

Bumhan's fuel cell products based on technology of fuel cell development for submarines !
Fuel cell systems for building power application There are system operated with pure 
hydrogen or natural gas fuel. The system can generate power of 5kW class using natural gas 
fuel and show energy efficiency more than 35% with start up time less than 1.5hour 
Hydrogen/air fuel cells 1-100kW class fuel cell stack and system provided by cooperation 
with Powercell which is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field of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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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는 1989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설립된 연료전지 전

문 기업입니다. 고 에너지 리튬 배터리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된 발라

드 리서치를 전신으로 하여, 2008년 기업명을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로 변경하였습니

다.  발라드는 PEM 연료전지 및 전력 시스템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글로벌 리더로

서, PEM 연료전지 제품의 디자인, 개발, 생산, 판매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발라드의 연료전지는 교통수단 (버스, 트럭, 열차 및 선박), 휴대용 전력, 물류 운영,

과 백업 전력에 응용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이전, 라이센스, 지적재산권 

및 다양한 연료전지 어플리케이션의 지식 라이센싱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캐

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럽, 미국, 중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제품 소개

발라드사의 제품은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하게 응용가능한 연료전지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라드사의 대표적인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전지 스택 

2. 연료전지 모듈 – 대중교통수단에 응용 (버스, 경전철 및 상업용 트릭 등) 

3. 연료전지 시스템 – 백업 전력 시스템 

4. 전력 관리 시스템 

E-mail.Norman.Chor@ballard.com

발라드 파워 시스템

  Company profile

Ballard Power Systems Inc. was a British Columbia company incorporated in 1989. The 
original predecessor to Ballard was founded in 1979 under the name Ballard Research Inc.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igh energy lithium batteries. Ballard changed its 
name to Ballard Power systems Inc in 2008. 
Ballard is recognized as a world leader in PEM fuel cell and power system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Its principal business is the design, development, manufacture, sale 
and service of PEM fuel cell products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focusing on its power 
product markets of Heavy-Duty Motive (bus, truck, rail and marine applications), Portable 
Power, Material Handing and Backup Power, as well as the delivery of the Technology 
Solutions, including engineering services, technology transfer, and the license and sale of 
its extensive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and fundamental knowledge for a variety of fuel 
cell applications.

E-mail.Norman.Chor@ballard.com

Ballard Power systems 

Export product

Ballard’s product offering provides for a cost effective and flexible set of fuel cell power 
solutions. Ballard provides products in four distinct product classes: 
1. Fuel cell Stacks 
2. Fuel cell modules for public transit systems- buses, light rail and for commercial trucks 
3. Fuel cell systems - Backup Power Systems 
4. Pow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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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오 테크놀로지사는 H2PEMFC 핵심 부품 기술 및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

니다. (현재 파일럿 규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위치한 블루 오 테크놀로지사

는 나 나노기술 전문기업으로, 청정 에너지 및 환경 에너지 산업에 응용될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나노기술 연구를 통해, 연료전지 촉매제와 가공 방식에 관한 PCT 특허

를 취득했습니다

제품 소개

H2PEMFC 어플리케이션과 기타 연료전지 기술에 이상적인 플레이트 형태의 나노촉

매제 기술

E-mail.hruan@blue-otechnology.com

블루 오 테크놀로지

  Company profile

Blue-O Technology is a H2PEMFC core components technology and products developer 
and manufacturer (at a pilot scale currently) 
Blue-O Technology INC is a nanotechnology company incorporated by Hanson Ruan.  He 
has a great vision to develop multiple applications across several industries including clean 
energy, clean environment, and advanced wound management.  
 Through last eight years pioneering and deepening his nanotechnology, Hanson has 
developed three main technological products, which resulted a PCT patent filing IP related 
to novel fuel cell catalysts and the process method; an advanced oxidation process for 
water treatment that is total green with ultra-low processing cost.   
Hanson's vision for Blue-O Technology is to utilize various investments and funding 
including government supports, private investment, and angel investment to build a 
successful high-tech company with clean technology.  Hanson focuses more on quality and 
potential benefits of the technologies for a greener and cleaner planet.  

E-mail.hruan@blue-otechnology.com

Blue-O Technology  

Export product

Plate Shaped Nanocatalysts Technology that is ideal for H2 PEMFC application and other 
fuel cel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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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세계적인 통합 품질보증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연구소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약 4,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프로세스, 시스

템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텍과 일해왔으며, 인터텍의 보증, 검사, 감사 

및 인증 솔루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인터텍의 글로벌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기업의 운영, 서플라이 체인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을 분별하고, 줄여줍니다. 

[검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품질, 안전, 지속가능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고, 뛰어 넘는 방법

을 평가해 줍니다.  

[감사] 

기업의 원재료, 제품과 자산의 사양, 가치 그리고 안전을 확인해 줍니다.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신뢰받는 외부내부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E-mail.sunny.minhas@intertek.com

인터넥

  Company profile

ntertek is a leading Total Quality Assurance provider to industries worldwide. Our network 
of more than 1,000 laboratories and offices and over 43,000 people in more than 100 
countries, delivers innovative and bespoke Assurance,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olutions for our customers’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For more than 130 years, 
companies around the world have depended on Intertek to help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ir products, processes and systems.

Intertek can sharpen your competitive edge 
• With reliable testing and certification for faster regulatory approval 
• Through rapid, efficient entry to virtually any market in the world 
• With Total Quality Assurance across your supply chain 
• Through innovative leadership in meeting 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s 
• By reducing cost and minimizing health, safety, and security risks 
• By becoming a TRUSTED BRAND  

E-mail.sunny.minhas@intertek.com

InterTek

Export product

[Assurance]
Enabling you to identify and mitigate the intrinsic risk in your operations, supply chains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Testing]
Evaluating how your products and services meet and exceed quality, safety, sustain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Inspection] 
Validating the specification, value and safety of your raw materials, products and assets. 
[Certification]
Formally confirming that your products and services meet all trusted external and internal 
standards. 



73

C-9

  회사 소개

하이드로제닉스사는 산업용 및 상업용 수소 생산, 수소 연료전지, MW급 에너지 저

장 솔루션 디자인, 제조, 구축, 설치 분야 글로벌 리더입니다. 하이드로제닉스의 글로

벌 리더쉽은 우수한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직원, 엔지니어,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 깨끗한 에너지 

미래로의 향하는 글로벌 전력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제닉스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가공 및 충전소에 필요한 PEM과 알카라인 수소 발전기 

· 도심 버스, 상업용 차량, 유틸리티 차량, 전기 적재트럭과 같은 전기 차량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 

· 독립 전력발전소, 열출력 (critical power) 및 UPS ( 무정전전원 장치) 시스템을 위한

   수소연료 설치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 및 수송 기술인 P2G (Power to Gas)  기술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 본사를 둔 하이드로제닉스는 독일, 벨기에, 미국에 제

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지사 및 수소 실치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하

이드로제닉스는NASDAQ (HYGS) 과  TSX (HYG)  상장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산업용 수소 전력기]

실내설치 , 실외설치 , 전력소 솔루션 , 산업용 수소 서비스 및 유지보수 

[수소 에너지 저장 솔루션 ]

P2G (Power to Gas) ,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전력 시스템 ]

수소전기기차 , 수소전기버스 , 수소차량내 전력공급 , 군용, 우주항공 및 선박시설 

하이드로제닉스의 연료전지전력 모듈은 설치가 쉬운 수소젼력시스템을 찾는 OEM에게 견

고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통합이 용이/높은 내구성/탁월한 성능/견고한 기술력/유틸리티 스케일의 솔루션/멀티 메가

와트 스케일 솔루션/ 높은 내구성/ 다이나믹하고 융통성있는 솔루션 제공 

E-mail.akneisz@hydrogenics.com

하이드로제닉스

  Company profile

Hydrogenics is the worldwide leader in designing, manufacturing, building and install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Hydrogen generation, Hydrogen fuel cells and MW-scale energy 
storage solutions. While our leadership comes from our technology, our success is the result 
of one essential ingredient – the human one. It’s our people, our engineers, our experts who 
are accelerating a global “power shift” to a cleaner energy future.

We offer world leading expertise for a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 PEM and alkaline Hydrogen generators for Industrial processes and Fueling stations
• Hydrogen fuel cells for electric vehicles, such as urban transit buses, commercial fleets,
  utility vehicles and electric lift trucks
• Fuel cell installations for freestanding electrical power plants, critical power and UPS
  system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Power-to-Gas” the world’s most innovative way to store and transport energy

Hydrogenics’ location is in Mississauga, Canada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located in 
Germany, Belgium and United States. We have other corporate and sales offices, and 
Hydrogen installations, operating in sever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ydrogenics 
Corporation is a publicly listed company on the NASDAQ (HYGS) and the TSX (HYG).

E-mail.akneisz@hydrogenics.com

Hydrogenics  

Export product

Industrial Hydrogen Generators 
Indoor Installation, Outdoor Installation, Power Plant Solutions, 
Industrial Hydrogen Service & Maintenance 

Hydrogen Energy Storage Solutions 
Power-To-Gas , Hydrogen Fueling Stations 

Fuel Cell Power Systems 
Hydrail: Hydrogen Powered Trains , Hydrogen Powered buses , Hydrogen Mobility Power,
Defence, Aerospace and Marine, Stationary & Stand-by Power 

Our fuel cell power modules offer a robust and flexible platform for OEMs looking for an 
easy-to-install hydrogen power system. 
Easy installation/High durability/Superior performance/Robust technology/Utility scale 
solution/Multi-megawatt Platform/High durability/Dynamic &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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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인 분위기에서 2세가 경영하는PDC Machines는 ISO 9001:2015을 획득하였

습니다. 대체에너지 수소 충전소, 석유화학, 오일/가스, 특수가스, 전력, 제약, 반도체, 

식음료, 연구개발, 일반산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 다이어프램 콤퓨레셔를 공급하고 있

습니다. 저희는 초기 계획/설계 단계서부터 소비자에 알맞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책임

지고 공급하며, 전세계에 공급된 콤퓨레셔에 대하여 after sales support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제품 소개

수소충전소 시장에서 전세계적으로 선두 주자인PDC Machines는 대체에너지에 대

하여 완벽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위한 충전 시스

템에 350여대의 콤퓨레셔를 선두주자로서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가 늘고 

있습니다. 700bar 수소충전소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PDC는, 승용차, 트럭, 

버스등을 위한 단독 수소충전서부터 대규모 상업용 충전소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콤퓨레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수소 압축기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

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통합 시스템 또는 개별 부분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SimpleFuelTM 는 하루에 10kg을 생산, 압축, 저장, 충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장치

입니다. 수소 연료 5kg는 개질기 승용차(FCEV)가 300에서 360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PDC Machines

TEL.010-2521-1632       E-mail.m.lee@pdcmachines.com

  Company profile

PDC Machines, a second-generation fami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is an ISO 
9001:2015 certified company.  We provide diaphragm gas compressors for alternative 
energy/hydrogen re-fueling stations, chemical and petrochemical, oil and gas, specialty 
gas, power generation, pharmaceutical, semi-conductor, food and beve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general industrial requirements world-wide. We work 
closely with our clients from the design phase to commissioning and beyond including 
unparalleled after sales support for compressor installations world-wide.

PDC Machines

Export product

PDC Machines is the World’s Leading Compressors Manufacturer for Hydrogen Refueling 
Stations.
We specialize in providing complete solutions for alternative energy applications. We are the 
#1 supplier of gas compressors for automobiles, bus and material handling fueling market 
with nearly 350 compressor installations worldwide and still counting.
We offer an extensive line of compression systems to meet an array of applications ranging 
from singe sites to full scale commercial stations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s and trucks. 
PDC also has the most 700 bar compression experience in hydrogen vehicle fueling 
applications. 
With decades of experience in hydrogen compression system integration PDC is the 
preferred source for component integration and systems packaging for hydrogen station 
fueling applications.
SimpleFuel™ is designed as an on-site small-scale hydrogen generation, compression, 
storage and dispensing home-fleet refueling appliance capable of delivering up to 10 kg/
day of hydrogen to fuel cell powered automotive and material handling vehicles. 5 kg of 
hydrogen fuel is enough to fill one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for 300-360 miles.

TEL.010-2521-1632       E-mail.m.lee@pdcmachi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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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 Austrade)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는 호주의 무역 및 교육, 관광산업,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

하기 위해 설립된 호주정부 기관입니다.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는 글로벌 네트

워크를 통해 호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호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호주 교육부분의 해

외 시장 마케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호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에서의 투자기회를 찾아 성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호주의 다양한 산업 부분에 관한 관련 자료 제공 

· 적합한 호주 수출업체의 소개, 관계수립 및 개발 

· 가치 있는 투자 프로젝트 탐색 및 전략적 제휴파트너 개발

TEL.010-9062-5085

주한호주대사관

  Company profile

The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 Austrade – contributes to Australia’s 
economic prosperity by helping Australian businesses, education institutions, tourism 
operators, governments and citizens as they:
• develop international markets and promote international education
• win produ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 strengthen Australia’s tourism industry 
• seek consular and passport services. 

Austrade leverages the deep commercial knowledge and relationships of our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tworks, and the badge of government, to deliver value for our clients and 
investors. We:
• connect export-ready Australian businesses to overseas opportunities and work with them
  to achieve commercial outcomes
• win produ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 promote Australian capability internationally
• work with priority industry sectors to drive sustained long-term growth of Australian
  exports
• reduce the time, cost and risk for our clients 
• provide authoritative commercial insights and information to help clients to make
  informed business decisions
• inform and influence policy to support positive trade and investment outcomes
•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for exporters through programs like the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scheme
• support Australia’s regional exporters through the TradeStart network
• contribute to economic diplomacy and protect the welfare of Australians abroad through
  timely, responsive consular and passport services in specific locations.

TEL.010-9062-5085

Australia Unlimited / 
Woodsid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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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简介

福建雪人股份有限公司创建于2000年3月，于2011年12月在中国深圳证券

交易所上市（公司股票代码：002639），公司注册资本6.7亿元人民币，是

一家以压缩机为核心，集工业、商业冷冻、冷藏及其成套制冷、制冰系统的

研发、设计、制造、销售、工程安装、售后服务于一体的高新技术企业。公

司总部坐落于中国福建省闽江口工业区，现有滨海、里仁2个厂区，总占地

330余亩，职工1500多人，其中科技人员300多人

-

중국관 (CHFCE)

  Company profile

Fujian Snowman Co., Ltd. was founded in March 2000, in December 2011 listed on the 
Shenzhen Stock Exchange in China (company stock code: 002639), the company registered 
capital of 670 million Yuan, is a compressor as the core, set the industry, Commercial 
refrigeration, refrigeration and complete sets of refrigeration, ice system development, 
design, manufacture, sales, engineering installation, after-sales service in one of the high-
tech enterprises. The company is headquartered in Fujian Province, Fujian Minjiangkou 
Industrial Zone, the existing coastal, Li Ren 2 plant, the total area of 330 acres, more than 
700 workers, of which more than 1500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

CHFCE
Fujian Snowman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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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Sandvik 그룹은 전 세계 130개국 약 43,000명이 일하고 있는 글로벌 하이테크놀로

지 기업입니다. 그 중 Sandvik Materials Technology는 선진 스테인리스강, 특수합

금, 금속 및 세라믹 발열재료, 소팅 시스템 등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유수의 제조 업체입니다.

제품 소개

Sandvik Sanergy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기판 코일 표면에, 전도성 물질을 Roll to Roll 방식으로 진공 증

착한 제품입니다.  연료전지용 금속 세퍼레이터, 인터커넥터용 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전도성 물질을 이미 코팅한 상태이므로, 프레스 가공만 하고, 매번 코팅하는 과

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막의 특징 

얇고 균일하며 불순물이 극히 적음. 

밀착성이 우수하므로, 프레스 성형이 가능. 

연료전지 부품 재료에 적합한 코팅물질 (전도성, 내열성 등)． 

폐액·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건식 코팅 프로세스.

연료전지 부품 재료 제조시의 메리트 

기존 세퍼레이터 및 인터커넥터 제조는, 코팅하지 않은 기판을 프레스한 후 전도성 물

질을 매번 도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SANDVIK SANERGY는, 각종 전도성 물질이 이미 코팅 된 상태이므로, 코일 형태 그

대로, 연속 프레스 가공만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판과 코팅 종류 및 용도 예

SANDVIK SANERGY LT 316L : 316L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기판, 카본코팅 –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PEFC)용

SANDVIK SANERGY HT 441 : 441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기판, 코발트+희토류 원

소 코팅 –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SOFC)용

E-mail.Hakan.holmberg@sandvik.com / Jimin.lee@sandvik.com

샌드빅

  Company profile

Sandvik Group
Sandvik is a high-tech and global engineering group offer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enhance customer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safety. We hold world-leading positions in 
selected areas – tools and tooling systems for metal cutting; equipment and tools, service 
and technical solutions for the min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products in advanced 
stainless steels and special alloys as well as products for industrial heating. In 2017, the 
Group had approximately 43,000 employees and sales of 91 billion SEK in more than 150 
countries within continuing operations

E-mail.Hakan.holmberg@sandvik.com / Jimin.lee@sandvik.com

Sandvik Materials
Technology

Export product
The fuel cell market is in an early stage of commercialisation with a clear targe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 future sustainable energy system. With a mass production phase, soon 
to be entered an increasing focus is put on developing a robust and effective supply chain, 
not least within automotive industry. Being a repeated unit bipolar plate production is 
a current challenge both from productivity and cost point of view and more productive 
solutions within the supply chain are looked for. Sandvik offers the product group Sandvik 
Sanergy™ for a cost-effective production of bipolar plates for fuel cell stacks. Our solution is 
to supply pre-coated coils for PEFC and SOFC fuel cells. By having the coils already coated, 
prior to stamping and subsequent processing of the plates, eliminates downstream coating 
operations with the associated extra cost and administration needed for handling individual 
plates. The Sandvik offer is the combination of substrate material and tailor made coating 
in one product. Due to our knowledge in both stainless steel and coatings Sandvik is an 
excellent partner from the design to mass production of plates. We also have in-house 
stamping and testing facilities that ensures a high and even quality of our material against 
customer specification.

Products
Sandvik Sanergy™ LT is a pre-coated material characterised by very low 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ICR) and chemical stability in fuel cell environment. The material shows good 
formability and is suitable for different forming techniques. The substrate material can be 
selected from different austenitic steel grades such as ASTM 304L or ASTM 316L. Other 
substrate materials can be offered upon request. The product can be ordered with one 
(single) side coating or two (double) side coating depending on the bipolar plate design.
The material is slit to customer width and can be supplied in different thickness depending 
on customer requirements. Sandvik Sanergy™ HT is a pre-coated material characterised by 
very low Chromium evaporation rate in SOFC environment. Due to chemical stability, the 
material maintains low Area Specific Resistance (ASR) over service time. The material shows 
good formability and is suitable for different forming techniques. The substrate material can 
be selected from different ferritic steel grades such as ASTM 441 or higher alloyed grades. 
The product can be ordered with one (single) side coating or two (double) side coating 
depending on the bipolar plate design. If requested, different coatings may be applied on 
anode and cathode side of the material. The material is slit to customer width and can be 
supplied in different thickness depending on customer requirements

Service
Sandvik can provide in-depth knowledge in testing and material characterisation of fuel cell 
material. This makes Sandvik to a good project partner in development phases as well as in 
a runn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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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퓨얼셀은 1989년부터 국내 가정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연

료전지 셀스택(PEM type), 연료변환기, 시스템 통합설계 및 제어 등 연료전지 핵심분

야의 독자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국내최초로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설비

인증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가정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다가오는 시장의 수요

를 예측하여 제품을 개발 및 기존 제품을 개선시키며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실로 2017년 9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개인발전사업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제품 소개

에스퓨얼셀은 용도에 따라 건물용 연료전지(PEMFC) 및 발전용 연료전지(PAF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는 발전용량에따라 1kW급~10kW급까지 있으

며, NG(도시가스), HG(수소가스), PG(LPG)로 3가지 연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스

퓨얼셀의 건물용 연료전지는 무듈형(개질기모듈, 발전모듈, 열저장 모듈)으로 설계되

어 이동이 쉽고 설치가 간ㄹ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렬로 결합하여 최소의 면적

으로 최대30kW까지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합식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LPG를 

연료료 사용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스퓨얼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

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도서 지역 및 농촌지역)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

는 유일한 연료전지 제품입니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100kW급이 있으며 NG(도시가스), HG(수소가스), 바이오 가스로 

3가지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소 사용시 발전효율 48%의 고효율 발전 시스템이

며 15년의 필드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제품입니다. 에스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

스템은 국내/외의 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 중급 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개

인 발전사업에 적합하며 운전 시 소음이 작아 도심의 상가, 주거지역 실외 및 실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546, 3층
대표자명. 전희권    TEL.070-4613-4900    Fax.070-4613-4999
E-mail.sales@s-fuelcell.com      홈페이지. www.s-fuelcell.com

에스퓨얼셀 ㈜

  Company profile

Since 1989, S-Fuelcell has been lea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el cells for 
households and buildings, and secured unique technologies in fuel cell core fields such as 
fuel cell stack(PEM type). fuel processor. integrated design and control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5kW class building fuel cell facility certification was obtained 
from Korea Energy Agency in 2014. Since then, S-Fuelcell has entered the fuel cell market 
for household and building uses. With constant efforts on developing and improving 
products based on the estimation of demand have made S-Fuelcell be competitive in the 
fuel cell market. S-Fuelcell entered the business for fuel cell power generation in 2016, an in 
September 2017, first individual fuel cell power generation business has began.

546, Dunchon-dae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070-4613-4900    Fax.070-4613-4999    
E-mail.sales@s-fuelcell.com     Website.www.s-fuelcell.com

S-Fuelcell Co.,Ltd

Export product

S-Fuelcell has PEMFC fuel cell systems and PAFC system for building use and power 
generation. Fuel cells for building use can be varied from 1 kW to 10 kW depending on the 
demanded capacity and three types of fuel such as NG (city gas), HG(hydrogen gas) and PG 
(LPG) can be used. Some types of fuel cell systems for building use are designed as modular 
type(Reformer module, Power generation module, Heat storage module), so they can be 
easily moved and installed. Also each product can be connected up to 30kW and minimize 
installation area. Fuel cell systems which require LPG as fuel are the sole products provided 
by S-Fuelcell. These products are useful for areas where the city gas is not supplied (in 
islands and rural areas).
Fuel cell system for power generation has 100kW for its capacity, and it can be operated 
by three kinds of fuel as NG (city gas), HG (hydrogen gas), It is a highly efficient power 
generation system with 48% power generation efficient when using hydrogen. It is a 
proven product tested with 15 years of field test. The fuel cell system provided by S-Fuelcell 
for power generation is suitable for small scale individual power generation because of its 
smaller size compared to other domestic / overseas products. It can be installed in the city 
center, outdoors, indoors, and indoors due to less noise dur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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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1967년 대동도금공업으로 시작한 주식회사 보림은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도 경

영혁신과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차체 및 서스펜션, 스티어링 부분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

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상 품질최상, 기술최고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

을 통해 무한경쟁의 시장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보

림테크(현가장치)설립, 2010년 보림-원주(조향장치)설립, 2014년 보림파워텍(연료

전지) 설립, 2015년 보림 SLT(현가장치)설립 등의 많은 투자와 발전을 통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해 직원 직무교육, 대학과

의 산학협력, 기술교류회 등으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물론 고객사에게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연료전지는 수소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미래의 환경친화적 신에너

지로써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하여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고효율의 무공해 발전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

장산업의 대표적인 제품으로써 휴대전원용, 자동차용, 가정용, 발전용까지 모든 발전

장치에 응용됩니다.

전북 익산시 보석로 2길 35
대표자명. 이형섭    TEL.063-838-4401    Fax.063-838-4408
E-mail.choi-sa@blpower.co.kr      홈페이지. bolimtech.com

㈜ 보림테크

  Company profile

Beginning with the Daedong Plating Industry in 1967, Borim Co., Ltd. is manufacturing 
automobile parts, suspension and steering parts with the best competitiveness by 
maintaining management innovation, cost reduc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a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area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field to produce fuel cells for residential 
buildings. Based on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always being the best quality and the 
best in technology, we have been able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of infinite 
competition through bold challenge and innovation of our employees. As a result, we have 
invested a lot of time and effort in establishing Borim Tech (Suspension System) in 2004, 
Borim-Wonju (Steering System) in 2010, Borim Powertec (Fuel Cell) in 2014 and Borim SLT 
We have made a leap forward as a sound and mature company.
In addition, we are constantly striving to provide the best quality and perfect service to our 
clients, as well as investing to enhance our employees' competencies through employee 
job train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technology exchange 
meetings.

546, Dunchon-dae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070-4613-4900    Fax.070-4613-4999    
E-mail.sales@s-fuelcell.com     Website.www.s-fuelcell.com

Bolim Tech Co.,Ltd

Export product

Fuel cell is a new environmentally friendly new energy that generates electrical energy 
from hydrogen energy. It is a highly efficient, non-pollution power generation device 
that converts the chemical energy of hydrogen and oxygen into electrical energy by 
electrochemical reaction. In addition, it is a representative product of the low-carbon green 
growth industry, and it is applied to all generation devices from mobile power, automobile, 
household, and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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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넥스컴스는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한 주역들이 뜻을모아 설립한 차세대 

Composites & System Application 전문회사입니다. 십 수년간의 다양한 개발 경험

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 우주 자동차 분야는 물론 LCD/반도체 장비용 복

합재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과 

연료전지 분야를 접목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고객의 Needs를 찾아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소개

수소연료전지 드론

- 탑재중량 20kg, 1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무인기

- 12m/sec 풍속하에서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무인기

- 350bar 충진이 가능한 초경량 수소 용기 탑재

- 연료전지 및 무인기의 안전윤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지상통제시스템 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309-26
대표자명. 주치홍    TEL.042-936-8866    Fax.042-936-8668
E-mail.hslee@nexcoms.com      홈페이지. www.nexcoms.com

㈜ 넥스컴스

  Company profile

NEXCOMS is a specialized company for next generation
composites & systems application which is founded by major people who are advanced 
leaders in the area of aerospace and the universe.
We are recognized by worldwide major companies in composite area for the LCD/
Semiconductor equipments, aerospace, the universe, automobile industries and 
architecture which is based on superior technologies and various developed experiences 
for over ten year.
We will always be a real partner by investigating customers' needs without staying in 
customers' satisfaction.

309-26,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042-936-8866    Fax.042-936-8668    
E-mail.hslee@nexcoms.com     Website.www.nexcoms.com

NEXCOMS Co.,Ltd

Export product

PEMFC Drone
-Hydrogen fuel cell drone capable of payload 20kg, 1 hour flight
-9kW ultra-light active PEMFC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of 350 bar ultra light Tank filling Hydrogen
-Monitoring & ground control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fuel cell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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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주식회사 지스는(Joint Industrial Standard)는 ‘산업 표준이 되는 용접구조물 생산을 

통한 수소관련 시장으로의 공급’ 이라는 목표로 2017년에 설립된 용접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레이저 용접 기술 및 고기능의 용접전문가 등을 기반으로 사용

자 운전조건에 최적화된 연료변환장치, 열교환기 등 다양한 용접구조물의 설계 및 제

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금속가공기술을 활용한 부품 생산을 

통해 수소 관련 시장으로의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제품 소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용 연료변환장치

- 사용자 맞춤형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

- 기타 용접 구조물

㈜ 지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82-20 ㈜지스
대표자명. 김인호    TEL.042-719-7525    Fax.042-719-7526
E-mail.jis1@jis1.kr      홈페이지. www.jis1.kr

  Company profile

Since 2017, JIS(joint of industrial standard) which is a welding engineering company is 
aiming to supply to the hydrogen-related market through the production of welding 
structure which is an industry standard. Based on unique laser welding technology and 
high-performance welding specialists, we have prov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solutions for welding structures such like a variety of reformer, heat exchangers, etc. 
optimized for your customized conditions. Likewise, we have provided the production of 
parts to the hydrogen-related market through specialized metal processing technology.

JIS Co.,Ltd

Export product

-PEMFC Reformer
-Customizing Pressure vessel and Heat exchanger
-Welding structure design and manufacture

282-20, Munji-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042-719-7525    Fax.042-719-7526    
E-mail.jis1@jis1.kr     Website.www.ji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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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씨에이치피테크는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관련된 R&D에서 연료전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씨에이치피테크는 국내 연료전지관련 선도 기업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프로젝

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연료처리장치,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연료전지시

스템 열을 이용한 배열이용기기, 온수저장모듈 등 연료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연료처리장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씨에이치피테크는 국내 프로젝트를 통해 고효율, 소형의 연료처리장치를 개발하였

으며, 개발된 연료처리장치 이외에 연료전지시스템에 적합한 연료처리장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

[연료처리장치] 5kW급 PEMFC 시스템용 연료처리장치

특징

Process : Steam reforming / Fuel : Natural gas / Power : 5 kWe / Efficiency : ~ 77 %

Component : Burner, SR reactor, Shift reactor, Heat exchanger, Prox reactor 

(option), Desulfurizer (option) / Size (ΦⅹH) : 380 ⅹ 1100 mm

성능

H2 : 77~78 %, CH4 : 1~2%, CO : 0.5%

[연료전지시스템 효율 평가장치] 연료전지시스템 모니터링 및 효율평가

특징

- Data Acquisition (Hot water flow rate, temperature / Electricity power

  / Efficiency, quantity of heat / Long term durability & performance graph

- User friendly (Auto program / Remote monitoring / 

   Equipment specification , size, etc)

- Concept ( Available for PEMFC , SOFC syste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B동  1019호
대표자명. 조근용    TEL.031-450-0633    Fax.031-450-0630
E-mail.info@chptech.co.kr     홈페이지. www.chptech.co.kr

㈜ 씨에이치피테크

  Company profile

CHPtech, Inc. is consistently performing many projects, interacting with the leading 
companies in domestic Fuel Cell. We have manufactured diverse systems related to Fuel 
Cell including test/evaluation system, heat recovery/hot water storage module, hot water 
utilization module, etc. The technical staffs of CHPtech have various experiences in Fuel 
Cell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n domestic and foreign. Two patents have been held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Fuel Cell, and application for the patents in Fuel 
Processor is pending. CHPtech not only has developed and demonstrated compact & high 
efficiency reformer through domestic projects but also can produce a suitable reformer for 
different Fuel Cell systems.

282, Hakui-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782, Republic of Korea
TEL.031-450-0633    Fax.031-450-0630    
E-mail.info@chptech.co.kr     Website.www.chptech.co.kr

CHPtech, Lnc.

Export product

[Integrated Fuel Processor]   5kWe Reformer for PEMFC system
Specifications
Process : Steam reforming / Fuel : Natural gas / Power : 5 kWe / Efficiency : ~ 77 % / 
Component : Burner, SR reactor, Shift reactor, Heat exchanger, Prox reactor (option) / 
Desulfurizer (option) / Size (ΦxH) : 380 x 1100 mm
Performance
H2 : 77~78 %, CH4 : 1~2%, CO : 0.5%

[Fuel cell system test equipment]   
Fuel cell system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pecifications
Data Acquisition  / Hot water flow rate, temperature / Electricity power / 
Efficiency, quantity of heat / Long term durability & performance graph
User friendly
Auto program / Remote monitoring / Equipment specification , size, etc
Concept
Available for PEMFC , SOF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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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화석연료 소비의 확대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 공통의 주요 과제

가 된 것이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자연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이산화탄소의 회수·저장 기술의 도입이 시대적 과제로 대

두되고 있습니다.  수소의 각종 자연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로부터 보전이 가능한 2

차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수소에너지 경제 사회의 진입이 빠르게 현실화 되어가고 있

습니다. 수소의 대량 도입이 가능한 수소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많은 과제

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소시장 경제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변

혁이 필요하므로 산·학·연·관의 연대로서 문제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수소관련 전후방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수소 산업이 조기에 

발전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Infra를 구축하여 수소에너지의 도입·보급에 공헌

하며, 해외단체 및 학회 등과도 상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인 폭넓은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TP 기술혁신B-102호
대표자명. 장봉재    TEL.052-277-9812    Fax.052-277-9814
E-mail.iwantyi@naver.com      홈페이지. www.h2.or.kr

(사)한국수소산업협회

  Company profile

-

1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TEL.052-277-9812   Fax.052-277-9814    
E-mail.iwantyi@naver.com     Website.www.h2.or.kr

Korea Hydrogen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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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경인계측시스템㈜는 2001년 유량계 제조 및 유통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우수한 해

외 제품을 국내에 소개 및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제품 개발과 생산을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계측기기의 국산화

에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량계 외 컨트롤밸브, 플로우컴퓨터, 배치

컨트롤러 등 유체 측정에 관계된 다양한 계측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에서의 경험 많은 엔지니어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철저한 사후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

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제품 소개

코리올리스 질량유량계 - 액체 및 가스의 유량을 무게단위로 계량하는 유량계로 정밀도가 

매우 우수하고 유체의 밀도 및 온도 측정도 동시에 가능한 유량계 입니다. 석유화학, 항공우

주산업, 자동차산업, 해양산업등 정밀측정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응용 되고 있습니다. 특

히, 고압(최대 1050bar)의 유체측정이 가능하여 항공우주산업에서의 고압의 가스측정 및 

수소자동차의 연료측정 및 충전설비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습니다.

MFM/MFC, Thermal Mass Flowmeter/Flow Controller - 가스의 유량측정 및 유량조

절용 계측기로 소형 연료전지, 반도체 공정의 크린가스 측정 및 조절, 바이오/제약산업 및 화

학산업에서의 원료의 비율제어 및 혼합등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목

적으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유량계 - 전도성이 있는 액체 측정용 유량계로 일반 산업의 HVAC, 수처리산업 기타 환

경산업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유량계 중 하나 입니다.

열식질량유량계 - 가스 측정 시 온도 및 압력센서 없이 질량으로 측정하는 유량계로 반도체

나 디스플레이산업 등에서 크린가스의 측정, HVAC산업의 공기량 측정 등에 적용됩니다.

볼텍스 유량계 - 저점도 액체, 가스 및 스팀의 유량을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특화된 제품으로

는, 온도 및 압력이 유량계 몸체에 내장되어 있고 플로우컴퓨터 기능의 변환장치가 하나의 

몸체로 구성되어 가스 및 스팀의 질량유량을 측정하여 스팀생산 및 사용회사에서 계량용으

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인계측시스템 ㈜

-

  Company profile

Kyongin Instruments & System Co., Ltd. was established in 2001 as a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company of flow meter. By introducing and supplying excellent foreign 
products to Korea, we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quality and productivity of domestic 
industry. At present, we are devoting our efforts to the localization of quality measuring 
instruments through our own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addition, we 
handle various measuring instruments related to fluid measurement such as flowmeter 
control valve, flow computer, batch controller and so on. Throughourexperiencedengineersi
nvariouskindsofindustries,ourcompanywillsupplygoodqualityproductswithgoodpriceandwil
ldoourbesttosatisfycustomerswiththoroughafter-salesservice.

Kyoungin Instruments
& System

Export product

Coriolis mass flowmeter - A flowmeter that measures the mass flow rate of liquid and 
gas in units of weight. It is very accurate and can measure the density and temperature of 
the fluid at the same time. Petrochemical, aerospace, automotive, and marine industries. 
Especially, it is possible to measure high pressure (maximum 1050 bar) fluid, and it is 
developed and operated as a product suitable for measurement of high pressure gas in the 
aerospace industry and fuel measuring and charging equipment of hydrogen vehicle.

MFM / MFC, Thermal Mass Flowmeter / Flow Controller - Measurement and regulation 
of flow rate of gas, measurement and control of clean gas in semiconductor process, control 
and mixing ratio of raw materials in bio / pharmaceutical industry and chemical industry 
Has been used in applications such as. It is also widely used for general research purposes.

Magnetic flowmeter -  This flowmeter measures the flow rate of a conductive fluid, which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flowmeters for general industrial HVAC, water treatment and 
other environmental industries.

Thermal Mass flowmeter - This is a mass flowmeter that measures the gas mass without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sensors. It i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clean gas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and for measuring the air mass in the HVAC industry.

Vortex Flowmeter - This product measures the flow rate of liquid, gas and steam at low 
viscosity. Specialized products include temperature and pressure built into the flowmeter 
body, and the flowmeter function conversion unit is composed of a single body, which 
measures the mass flow rate of gas and steam and is used in the production and use of 
steam by th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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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은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수소에너

지 확산 및 수소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기관 및 업체의 창구 역할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대한민국의 세계 수소산업 선도를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비전
- 수소전기차 보급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도

- CO2 발생이 없는 청정수소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전환

역할
- 정부 정책 및 법 개정 지원

- 민간주도의 수소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

- 시장 중심의 친환경 수소기술 개발 및 상업화 촉진

- 국제표준주도와 국제협력, 홍보

- 수소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실증 검증

주요핵심사업
- 수소에너지 확산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 수소,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 민간주도의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경제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수소지식기반 확산관련 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수소전기차 관련 사업에 관한 기획 및 조사활동

- 국내 수소,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통계,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정부 정책, 법개정에 관한 사항

실별업무분야
[정책기획지원실] -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기반구축지원실] - 원활한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보급과 수소전기차에 필요한 수소의

수요, 공급 관리 지원

[기술개발지원실] - 민간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상용화 수준의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수소 기술 및 가격 달성 지원

[대외협력지원실] - 대국민 안전홍보, 기술표준, 국제협력 및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수출 지원

H2 KOREA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5 대륭테크노타운 17차 602-603호
대표자명. 신재행    TEL.02-3402-7450    Fax.02-3402-7449
E-mail.h2korea@h2korea.or.kr      홈페이지. h2korea.or.kr

  Company profile

-

H2 KOREA

1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TEL.052-277-9812   Fax.052-277-9814    
E-mail.iwantyi@naver.com     Website.www.h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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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저희 주식회사 동일브레이징은 1985년 설립된 이래 브레이징사업의 선두업체로 냉

동기 및 보일러의 핵심 부품인 브레이징판형열교환기, 스테인레스 스틸 온수분배기, 

니켈브레이징의 주 열교환기 등의 생산을 시작으로 티타늄, 스테인레스, 동, 탄소강 

등의 소재를  동종, 이종간에 접합하는 고정밀의 브레이징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양

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국내 연료전지분야 

열회수계계통에 특수형으로 개발된 판형열교환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로

도 저희 동일브레이징은 브레이징판형열교환기의 세계화의 추세에 발을 맞추어 각종 

신냉매의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제품의 내구성 향상에 전력을 쏟아 회사의 존폐를 걸

고 임하고 있으며, 당사 임직원 모두가 고객의 말씀이 우선인 가장 경쟁력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 

급탕 분배기 

주열교환기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75-1
대표자명. 장봉재    TEL.032-674-5251    Fax.032-678-7211
E-mail.david.jung@dibr.co.kr      홈페이지. www.dibr.co.kr

㈜ 동일브레이징

  Company profile

For the same brazing We Ltd. 1985 since its establishment as a leading provider of business 
brazing of refrigeration and boilers Brazed plate heat exchanger, a core component, stainless 
steel hot water dispensers, brazing of nickel Primers such as heat exchangers to produce 
week, titanium, stainless steel, copper, carbon steel materials, such as Homogeneous, high-
precision bonding between two kinds of brazing technology of production system using 
the systematic Shower. In particular, we are very interested in the fuel cell business and 
are supplying specially developed plate heat exchanger parts to the heat recovery system 
of the domestic fuel cell sector. Our future as a brazed plate heat exchangers of the same 
brazing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in step Various sinnaengmaeui certification was 
completed, the pouring of product durability on the power of the company's survival 
Working under, and all of our employees comes first word of the customers the most 
competitive companies We'll do our best to.

#75-1, Dodang-Dong, Wonmi-Gu, Buchun-Si, Gyeonggi-Do, Korea
TEL.032-674-5251    Fax.032-678-7211  
E-mail.david.jung@dibr.co.kr     Website.www.dibr.co.kr

Dongil Brazing Co.,Ltd

Export product

BRAZE PLATE HEAT EXCHANGER
HOT WATER DISTRIBUTER
MAIN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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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비나텍은 카본소재에 대한 연구와 나노 복합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용 솔

루션과 환경 필터용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

연료전지 담지체 : 연료전지 촉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3nm 이하의 작은 촉매 입

자가 필요하며, 촉매만으로는 필요한 작은 입자를 형성할 수 없고, 촉매를 담지체 위

에 분산시킴으로써 작은 입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비나텍 연료전지 담지체는 CNF 

또는 결정성 카본블랙 제품으로서 카본 부식에 의한 촉매 수명 단축을 최소화 하는 제

품입니다.

연료전지 촉매 :　비나텍 연료전지 촉매는 백금을 사용하며, 2.5~3.0 nm 입자로 형

성되어, 반응면적이 넓고 부식에 강한 제품으로서,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과 수명 유지

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연료전지 MEA : 비나텍 연료전지 MEA는 100nm 이하의 전극 기공 제어 기술을 적

용하여, 생성된 물의 배출이 원활한 제품으로서,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과 수명 유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슈퍼캐패시터 : Hy-Cap은 활성탄소 표면에 전하를 물리적으로 흡착하고 탈착함으로

써,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높은 전류를 순간적 또는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소자입니다. Hy-Cap은 친환경적으로 가공된 활성탄소를 이용

하며, 높은 출력 밀도 그리고 장수명을 가집니다.

비나텍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대표자명. 성도경    TEL.063-715-3020    Fax.063-715-3021
E-mail.david.jung@dibr.co.kr      홈페이지. www.dibr.co.kr

  Company profile

VINATech has been committed to pursuing research in the area of carbon materials and 
development of nano-composite technologies. We have developed efficient solutions for 
fuel cells and environmental filters.

VINATech Co.,Ltd

Export product

Fuelcell Catalyst Support : VINATech is the only producer in the world of catalyst support 
and catalysts for fuel cells
and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All of these products are based on the company's 
patented CNF materials technology

Fuelcell Catalyst : VINATech’s fuel cell catalysts are made of platinum, forming 2.5 to 3.0 nm 
particles that are characterized by broad reaction areas an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They are suitable for applications that improve fuel cells' performance and life cycle.

Fuelcell MEA : VINATech's fuel cell MEA features excellent performance in discharging 
generated water, aided by our less-than 100 nm electrode porosity controlling technology. 
This product is suitable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d life cycle of fuel cells.

Super Capacitor : Hy-Cap is an energy storage device that stores instantly a large volume 
of electric energy and supplies instantly or continuously higher current, by the mechanism 
of absorbing and de-absorbing electric charge. Hy-Cap’s are made of activated carbons 
,processed in an eco-friendly method, which features higher power, density and longer life.

#75-1, Dodang-Dong, Wonmi-Gu, Buchun-Si, Gyeonggi-Do, Korea
TEL.032-674-5251    Fax.032-678-7211  
E-mail.david.jung@dibr.co.kr     Website.www.dib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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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당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독일의 Maximator Gmbh의 한국법인으로서 수소 

가스부스터, 수소 밸브류(V.F.T), 펌프, 에어증압기, Tester machine 등에 대해 인정받

으며 국내의 엔지니어링 회사 및 수요를 원하시는 곳에 공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밸브엑츄에이터(수소)

수소부스터

수소컴프레샤

에어 승압기

각종 고압 Fitting

밸브류

Test machine 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A-506
대표자명. 허순형    TEL.031-732-1931    Fax.031-732-1932
E-mail.shh@maximatorkorea.co.kr      홈페이지. www.maximatorkorea.co.kr

멕시메이터코리아 ㈜

  Company profile

The company started as a supplier to the Central German potash mining industry and has 
developed into a high-quality system supplier. Owing to the performance capabilities and 
longevity of its products MAXIMATOR has been among the market leaders in high-pressure 
equipment for more than 40 years. 
The MAXIMATOR GmbH, headquartered in Nordhausen, employs more than 400 qualified 
and reliable employees who guarantee top performance in product manufacture and 
service provision. Schmidt, Kranz & Co GmbH acts as holding company of MAXIMATOR. 
With sales offices throughout Germany and worldwide partner companies, Maximator is 
available to its customers as a specialist in the field of high-pressure and testing technology, 
hydraulics and pneumatics, and guarantees individual system solutions within a very short 
time. 
MAXIMATOR develops, designs and manufactures components, such as valves, tubing, 
fittings, air driven high pressure pumps and gas boosters, pressure vessels, as well as 
complex systems such as Autofrettage Machines, pressure fatigue test systems and systems 
for gas and water assisted molding technologies. 
Our efficient service department carries out erec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ponents and systems manufactured by MAXIMATOR. 
At the development and service center in the Nordhausen plant, MAXIMATOR also offers 
customer-oriented services such as pressure, burst pressure and pressure fatigue testing as 
well as autofrettage of components. 
Our work is based on a verified and certified quality management system (DIN EN ISO 
9001) - the fundamental asset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technolog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mplex systems. 

#75-1, Dodang-Dong, Wonmi-Gu, Buchun-Si, Gyeonggi-Do, Korea
TEL.032-674-5251    Fax.032-678-7211  
E-mail.david.jung@dibr.co.kr     Website.www.dibr.co.kr

MAXIMATORKOREA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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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그린파워는 작고 가벼우며, 에너지밀도가 높고 동시에 장시간 작동이 가능한 연료

전지용 수소발생기와 수소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

소발생기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우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 한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연료전지용 수소발생기의 상용화에 매

진하여 왔습니다. 저희 수소발생기술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이며, 고체연료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소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켜면 바로 고순도

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방식과는 달리 수소를 고압으

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

며 고체연료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고온이나 저온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전천후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3월에는 NATO 구호용 

배터리팩 차량의 보조전원용으로 200W급 연료전지 구동형 발전기를 수출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Boeing사로부터 군사용 고고도 무인항공기용 1kW급 수소발생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출하여 왔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

책과제인 스마트 무인항 공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군 방산

프로젝트인 ‘근력증강 로봇(Wearable Exoskeleton Suit)용 차세대 전원’과제를 수주

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휴그린파워는 앞으로도 연료전지용 수소발생기의 상용화

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

제품의 특성: 고객의 사양에 따라 주문생산도 가능(~5kW)
ㆍ주변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소형화, 경량화

ㆍ에너지밀도가 높고, 장시간 작동 가능

ㆍ안정적인 수소공급 및 저장

ㆍ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가능(스위치 ON/OFF방식)

ㆍ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발생기술로 기존 촉매방식과는 달리 주기적 촉매

    교환에 따른 내구성 문제가 없음

ㆍ연료카트리지 방식으로 연료소모 시 프린터 카트리지처럼 간단하게 연료교환 및

    바로 재가동 가능

ㆍ기존 압축수소, 액화수소, 기타 수소발생방식과 달리 고압으로수소를 저장하지

   않고 고체연료 상태로 보관

    -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안전관리자 필요 없음

    - 고온,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

    - 높은 수소저장밀도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49, 1030호(화정동, 유탑유블레스)
대표자명. 강신왕    TEL.062-369-3301    Fax.070-8899-3301
E-mail.kang@hugreenpower.com     홈페이지. www.hugreenpower.com

휴그린파워 ㈜

  Company profile

Hugreen Power is a company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hydrogen generators for fuel 
cells and other hydrogen supply applications, which are compact, lightweight with high 
energy density and long operating time. We have been commit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hydrogen generators for fuel cells, and other hydrogen supply applications under the 
business objective, “We produce the smallest, lightest and highest energy density product 
in the world” Our hydrogen generating technology is unique and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well-known technologies used by others to produce compressed hydrogen, liquefied 
hydrogen, etc.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is that we extract hydrogen without using 
a catalyst and you can store it in a solid fuel state and produce high purity hydrogen 
immediately by turning on the switch whenever you need it. We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many large projects using our technology and our spirit of perfection recognized by 
our business partners. We first shipped 200W class fuel-cell powered generators to NATO 
for use as an auxiliary power supply for their relief battery pack vehicles in March 2014, 
and 1kW class hydrogen generator to Boeing for use in their military purpose high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in September 2014. In 2017, we performed a national 
assignment entitled “Smart UAV Project” jointly with the Korean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an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we received a project from the Korean Army and are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power supply for “Wearable Exoskeleton Suit”. We, Hugreen 
Power, promise that we will do our utmost to continue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hydrogen generators for fuel cells. Thank you.

349, Naebang-ro, Seo-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062-369-3301    Fax.070-8899-3301  
E-mail.kang@hugreenpower.com     Website.www.hugreenpower.com

Hugreen Power

Export product

Product Features: Product customization is available (~5kW)
ㆍCompact and lightweight by integrating peripheral devices into one body
ㆍHigh-energy-density and long operating time
ㆍStable hydrogen supply and storage
ㆍEasy and simple to operate (simply switch on/off )
ㆍOur proprietary technology is used to generate hydrogen without using a catalyst and
   causes no stability problems unlike conventional hydrogen generators in which periodic
   catalyst exchanges are required.
ㆍDesigned to use a fuel cartridge so that you can easily replace it with a new one and
   restart operations immediately like you change a printer cartridge when the fuel is
   consumed.
ㆍUnlike conventional compressed hydrogen, liquefied hydrogen and other existing types
   of generating hydrogen technologies which must be stored at high pressure,
   our hydrogen is stored in a solid state fuel.
   - No risk of explosion, so no safety manager required
   - Stable operation at both high and low temperatures
   - High hydrogen storag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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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움산업(주)는 2014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 벤처기업으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통해 소형 수소 액화기 및 경량 액화 수소 저장탱

크에 대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품 소개

현대자동차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으로 수소연료전지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한 이동식 수소스테이션을 개발하여 2018년 세계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하이

리움산업이 개발한 무인항공기용 연료전지파워팩은 액화수소를 이용하여 기존 기튬

배터리 또는 고압 수소 가스를 사용하는 드론에 비해 장시간 체공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3동 
대표자명. 김서영    TEL.:02-1670-0609    Fax.070-4762-4010
E-mail.dronepark@hylium-industries.com      홈페이지. www.hylium-industries.com

하이리움산업 ㈜

  Company profile

Hylium Industries, Inc. established in 2014 is a venture company spinning off from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We have developed creative technologies on compact 
hydrogen liquefaction and ultra light liquid hydrogen storage through R&D programs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032-674-5251    Fax.062-974-9330
E-mail.tgkang@ccei.kr     Website.ccei.creativekorea.or.kr/gwangju

Hylium-Industries 

Export product

With our liquid hydrogen technologies, world's first mobile hydrogen refueling station 
(mHRS) han been successfully developed and demonstrated in 2018, collaborating with 
Gwangju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and Hyundai Motor Company to proliferate 
hydrogen fuel cell vehicles.

Hylium Industries, Inc. has also developed a fuel cell power pack for drones using liquid 
hydrogen. Thanks to higher energy density at liquid phase of hydrogen, the drones (UAV: 
Unmanned Area Vehicle) can keep longer flight endurance compares with the existing Li-
battery or power pack with high pressure hydroge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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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크리에이션(주)는 수소 연료전지용 카본복합소재분리판과 에너지 저장장치

인 ESS (ENERGY STORAGE SYSTEM)의 RFB용 카본복합소재집전체 연구개발로 미

래의 꿈과 비전, 가치실현을 위해 최고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창조적인 회사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보다 새롭고 보다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제품의 실현

을 통해, 최고의 제품&마케팅기업으로 성장 하고자 합니다.

제품 소개

저희 회사는 임직원의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하여 카본복합소재분리

판을 보다 저렴하고 고성능으로 대량생산 하는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7, 나동2호 
대표자명. 서준택    TEL.062-942-9556   Fax.062-942-9557
E-mail.sljhty705@daum.net

에이스크리에이션㈜

  Company profile

ACE CREATION CO., INC. is a creative company specialized in R&D of hydrogen fuel cell-only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and RFB-only carbon composite current collector, which is 
ESS (ENERGY STORAGE SYSTEM), striving for realizing future dream, vision and value. With 
continuous passion and spirit of challenge, our company intends to be the best product & 
marketing business, based on fresher and more differentiated ideas and products.

7, Cheomdanventure so-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062-942-9556    Fax.062-942-9557
E-mail.sljhty705@daum.net

Ace Creation

Export product

Our company has a unique technology that churns out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by 
cheaper price and high efficiency, based on many years of field experiences of the staff for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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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락은 201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담당분야는 산업용 안전시스템(피팅 및 밸

브 풀림방지 제품, 수소센서)분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피팅 및 밸

브용 투명 락 디바이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지난 40년간 미국 Swagelok 사

에서 독점하고 있던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더불어 산업시설용 디지털 

풍속계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아날로그풍속계가 가지고 있던 불필

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된 상품으로서 산업시설의 관리측면에

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

용 수소탐지 누출킷 및 제품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품 소개

1)Name : 수소누출탐지장비

2)성능:

 -감지범위: 4%↓

 -응답시간: 1s↓

 -정확도 : 0.1%↓

 -작동온도: -40~+90º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사업화2동 101호 (테크노파크)
대표자명. 김정남    TEL.062-973-6889   Fax.062-602-7618
E-mail.ssollock@naver.com     홈페이지.www.ssollock.co.kr

㈜ 쏠락

  Company profile

Our company is established in December 2013, Major field is industrial safety 
system(product for inhibiting fitting & valve release, hydrogen sensor). 
Currently, we sell transparent lock device for fitting & valve to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this product is improved version which solved problem of the device that had been 
monopolized by Co. Swagelok, America for 40 years.
In addition, we are now developing digital anemometer for industrial facilities, This product 
removed unnecessary factors used in analog anemometer and increased convenience for 
users, It is expected to show great impact on industrial facility management. Recently, we 
are on developing hydrogen sensor for hydrogen fuel electrical automobile and charging 
station and hydrogen sensing exposure kit product using hydrogen sensor.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062-973-6889    Fax.062-602-7618
E-mail.ssollock@naver.com    Website.www.ssollock.co.kr

Safety Solution Lock

Export product

1) Name : Hydrogen leak detection
2) Sepcifiaction :
 - Sense range: 4%↓
 - Response time: 1s↓
 - Accuracy : 0.1%↓
 - Operating temperature: -40~+90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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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엑스는 소형전자빔장치를 이용한 신소재개발의 선두기업으로서 녹색성장에 

발맞춰 환경, 에너지, 나노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는 회

사입니다. 연료전지용 촉매(Pt/C, PtNi/C, PtCo/C 등), 인쇄전자용 나노입자, 은(Ag), 

금(Au)나노입자 등을 개발하였으며 축적된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R&D기업으로 거

듭나겠습니다.

제품 소개

1) RTXPC : PEMFC용 촉매로써 입자의 크기 및 Pt의 함량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 Sample name / Platinum content

- RTXPC50 / 48-51 wt%

- RTXPC40 / 38-41 wt%

- RTXPC30 / 28-31 wt%

- RTXPC20 / 18-21 wt%

2) RTXDC : DMFC용 촉매로써 입자의 크기 및 Pt, Ru의 함량을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 Sample name / Platinum content

- RTXDC50 / 48-51 wt%

- RTXDC65 / 63-66 wt%

- RTXDC75 / 73-76 wt%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7
대표자명. 조형근    TEL.042-863-9380   Fax.042-863-9381
E-mail.hgcho@korens.com

㈜ 알티엑스

  Company profile

RTX is devoted to be leading R&D company based on these accumulated technology. 
RTX developed fuel cell metal nano particle catalyst(Pt/C, PtRu/C, PtCo/C), Core-Shell type 
printed electronics nano particle and metal nano particle(Pd, Ni). RTX places a valu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nsidering the coexistence of human & nature and fair & 
clean ethical management. RTX will make a constant effort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be respected company.

167,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042-863-9380    Fax.042-863-9381
E-mail.hgcho@korens.com

Radiation Technology
Excellence

Export product

2) RTXPC
# Sample name / Platinum content
- RTXPC50 / 48-51 wt%
- RTXPC40 / 38-41 wt%
- RTXPC30 / 28-31 wt%
- RTXPC20 / 18-21 wt%
2) RTXDC
# Sample name / Platinum content
- RTXDC50 / 48-51 wt%
- RTXDC65 / 63-66 wt%
- RTXDC75 / 73-7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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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300선정,제441 연구소기업, 한국전력 상생협력기업 신에너지 산업 관련 

전력변환기 시스템 개발 제조 전문 업체이며 소형이동형 전원으로 사용할 수있는 

ESS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으로 수소차에서 공급되는 수소나 포터블수소공급기로부

터 제공되는 수소를 이용하여 300W급 PEMFC를 구동제어하며 200W급Li-lon전지

를 충방전저에하는 하이드브리드 연료전지파워팩을 개발을 함

제품 소개

수소BOP시스템(소형 이동형에 적합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를 구동하여 

공급되는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BOP 컨트롤러 제품) 하이브리드 수소파

워팩(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차나 수소 공급기로부터 받은 수소를 이

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DC 및AC전원공급 제품)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연구동 312,313호
대표자명. 김명준     TEL.010-9729-8539     Fax.062-975-7200
E-mail.pidaki@naver.com

㈜ 엠텍정보기술

  Company profile

K-Global 300 Selec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 manufacturer 
of power converter systems related to the new energy industry The ESS-type hybrid power 
pack, which can be used as a small mobile power source, drives 300W PEMFC and controls 
200W battery Li-lon battery using hydrogen supplied from hydrogen or portable hydrogen 
supply.

226,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010-9729-8539    Fax.062-975-7200
E-mail.pidaki@naver.com

M Tech Information
Technology

Export product

Hydrogen BOP System(BOP controller product that can generate electricity using hydrogen 
supplied by operating a high-molecular electrolyte fuel cell [PEMFC] suitable for small 
movements) Hydrogen PowerPack(DC and AC power supply products of the user's choice 
using hydrogen from hydrogen car or hydrogen supplier using hybrid hydrogen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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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오버플러스 파워는 2017년 6월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H-ESS (수소기반 에

너지저장장치)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창출되는 잉여전

력을 이용하여 수전해장치를 통해 수소를 제작하여 화학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

하는 개념입니다.

제품 소개

저희 제품은 컨버터 와 수전해 장치 기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잉여전력 형태를 파악

하여 최적화된 컨버터를 통하여 수전해기에 전달하여 수소를 제작하는 플랫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23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08호
대표자명. 정수호     TEL.062-974-9512     Fax.062-974-9512
E-mail.:suho jung@gmail.com

㈜ 오버플러스파워

  Company profile

Overplus Power Co., Ltd. was established in 2017 and is a start-up corporate that focuses 
on H-ESS (Hydrogen based energy storage system). We are based on a concept where we 
utilize surplus power from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or solar to generate hydrogen 
via water electrolysis.

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062-974-9512    Fax.062-974-9512
E-mail.suho jung@gmail.com

Overplus Power

Export product

Our products are based in DC/DC converters and water electrolysis systems. Surplus power 
from wind or solar system are well understood by us and via converters the power is 
transferred to water electrolysis system to generate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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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는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컴프레서를 국내

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75 공작기계 개발 및 생산과 함께 신일기계 공

업사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GTC는 1980년대 Reciprocating Oil-free Compressor 

및 Dryer 의 개발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GTC는 2007년 CNG Compressor 개

발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하고 석유화학 공정에 쓰이는 각종 대용량 Gas 

Compressor 의 개발 및 생산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TC의 

노력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ISO 9001, 14001, OHSAS 

18001, 5대 발전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 INNO-BIZ 인증, ASME ‘S’ and ‘U’ Stamp 인증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인증을 

통해 Reciprocating Compressor 분야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

고 있습니다. GTC는 Gas Compressor 기본 설계 시 API 618 Code를 적용하여 최

적화된 기계 설계를 통한 신뢰성 및 내구성 향상, 최고의 효율성, 사용하기 쉬운 설

계, 저소음과 저진동의 Reciprocating Gas Compressor를 비롯하여 Dryer, Storage 

Vessel & Compressor Wear Parts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GTC는 지

속적인 R&D 투자,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24,000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H2 고압 Gas Compressor 및 CNG Compressor, Diaphragm 

Compressor 등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대표자명. 이원진     TEL.055-587-4570     Fax.055-587-3330
E-mail.gtccoltd@daum.net     홈페이지. www.gascomp.kr

㈜ 지티씨

  Company profile

GTC has supplied the compressors of world’s best quality to domestic and oversea 
customers based on the creative and innovative technology. First started its business as 
Shinil machine industry along with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machinery in 1975, 
started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eciprocating oil-free compressor and Dryer 
in the 1980’s. GTC arranged new business opportunity by developing CNG Compressor in 
2007 and preparing the second leap with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various big 
scaled Gas compressors which are used for the process of petro chemistry. These efforts 
by GTC have acquired various certifications which include ISO9001, 14001, OHSAS18001, 
ASME ‘S’ and ‘U’ stamp certification, we are developing as a company which breathes with 
the world in the field of reciprocating compressor.  GTC has produced and supplied Dryer, 
Storage Vessel & Compressor Wear Parts including reciprocating Gas compressor with 
reliability, durability improvement, the best efficiency, easy-to-use design, low noise and 
low vibration through the optimized machine design by applying API618 Code for the 
basic design of Gas compressor We are grown up to be a global company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such as CNG compressor, Hydraulic compressor and High 
pressure hydrogen gas compressor of which Korea’s first 24,000 hours continuous operation 
is available based on continued R&D investment and innovative thinking and technology 
for the future.

22, Changwon-daero 18beon-gil,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TEL.055-587-4570    Fax.055-587-3330
E-mail.gtccoltd@daum.net     Website.www.gascomp.kr

GTC Co.,Ltd

Export product

Structure & Teatures
• Can be compressed up to 1,000 barg.
• Produce clean compressed gas without injecting lubricant in the cylinder
• Compact and optimized design, it takes up less space and easy maintenance and repair
• Minimal vibration and noise, no foundation
• Extended component life with very slow & smooth piston speed and low abrasion loss
• High cooling efficiency by water cooled type heat exchanger
• Variable stroke upon customer’s requirement

Applications
• Hydrogen Fueling Station
• CNG Fueling Station
•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제품 소개

구조 및 특징
· 최종 압력 1,000 barg. 까지 압축 가능

· 실린더 내부에 윤활유를 주입하지 않는 완전 무급유식 압축으로 청정한 압축 가스 

생산
· 컴팩트한 최적의 설계로 공간을 작게 차지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 

· 진동이 매우 적어 소음이 작고 기초없이 설치 가능

· 피스톤 왕복 속도가 매우 느려 동작이 부드럽고, 마모량이 적어 부품 수명 증가

· 수냉식 열교환기 적용으로 냉각 효과가 높음

· 고객 요구에 따른 Stroke 변경이 용이

적용 분야
· 수소 충전 스테이션

· CNG 충전 스테이션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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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LINC+사업단(차세대에너지솔루션 ICC)

제품 소개

Double-Pancake Coil (DPC) (DPC 코일)

초전도 자석을 조립하기 위해 1G 또는 2G 고온 초전도선(HTS)으로 만들어진 이중

팬케이크 코일이 사용됨.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HTS) Power Cable (초전도 전력 케이블)

고온 초전도케이블은 궁극적으로 낮은 손실, 조밀한 구조, 대용량의 장점을 가지고

또한 환경 친화적이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대표자명. 박경훈     TEL.055-213-2916     Fax.055-213-2909
홈페이지. lincplus.changwon.ac.kr/

창원대학교 LINC+사업단

  Company profile

Changwon National Univ. LINC+

20, Changwondaehak-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TEL.055-213-2916    Fax.055-213-2909
 Website.lincplus.changwon.ac.k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LINCPLUS

Export product

Double-Pancake Coil (DPC)
Double-pancake coils which made of 1G or 2G HTS wires are used to assembly the 
superconducting magnets that are widely used in power applications and biomedical 
devices such HTS DC Reactor, SMES, NMR, MRI, etc.,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HTS) Power Cable 
HTS power cables which made of the HTS wire have large capacity, high-efficiency and 
low-cost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able. They are also known as environmentally 
friendly c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