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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
21세기 전력산업의 Global Leader 대경기술주식회사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경기술㈜는 전력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기술 중시, 경쟁력 확보라
는 사훈 아래 전 직원이 대동단결하여 기업을 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경기술㈜는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 및 설치 시공과 시운전 등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으로써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화력, 양수발전 및 신재생융복합에너지 설비와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기타 산업 플랜트 분야는 물론 국책 중요 연구
4

과제에 다수 참여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원전해체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경기술㈜는 설계 전문화를 통한 고품질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체계적인 품질활동을 통한 완벽한 제조 및 시공,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력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경기술㈜을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경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영 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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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창조적인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기술 창출을 선도하다

기업정보

COMPANY INFORMATIO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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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0.03	전문감리업 등록
(등록번호 : 2010 - 6260000 - 86 - 22 - 00002)
2010.05	ISO 9001:2008 인증(인증번호 : K101542.01)
2011.03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가동원전 전기설비 설계 용역(안전성 등급 - A등급)
2011.07	한전KPS㈜ 협력업체 등록
계측제어 Q등급/전기 공사(전국)
2011.10	무정전 공사 시공업체등록(인증번호 : 제11 - 17호)
2012.09	지중배전 전문회사 업체 등록
(인증번호 : 제5500 - 2012 - 123)
2012.10	대경기술주식회사 법인등기
2012.1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
(신고번호 : 2012 - 12 - 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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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등록번호 : 제510322호)
2013.01	소방시설업 등록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번호 : 제2013 - 0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번호 : 제2009 - 01호)
2013.04 	대경기술주식회사 신축 및 이전
2013.07	공장 등록
2013.07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등록번호 : 2013113329)
2015.0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증서번호 : 15 - 30)
2015.03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가동원전 전기설비 설계 용역(안전성 등급 - Q등급)
기업명 	대경기술주식회사
설립일	2006. 6. 1  

2006.06 	대경기술 사업자 등록
대경일렉트릭 설계팀 대경기술로 합병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등록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85번길 16 대경기술빌딩

2007.01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업체 등록

주요 인허가	•
 한수원 가동원전 계전설비 설계 용역 “Q”등급
•한수원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정비 용역 “Q”등급
•한수원 조명설비 정비 공사 “A”등급
•ISO 9001:2008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8001:2007)
•전기 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업등록 및 특허 다수보유 등

2007.08	전기공사업등록(제 부산 - 01181호)

주요 사업	•국내외 원자력, 화력, 양수발전, 신재생융복합에너지 설비 공사 및 엔지니어링
•플랜트 전기, 소방, 통신, 계측 설비 공사 및 관련 설비의 제조 및 설치
관계사	㈜KOCEN / ㈜청림전설

2007.12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공사(안전성 등급 - A등급)

2015.03	벤처기업확인(인증번호 : 제 20150203371)
2015.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 확인
(인증번호 : 제150206 - 00478호)
2016.02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원자력발전소 조명설비 정비 공사
(안전성 등급 - A등급)

2008.04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2017.0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 Biz)확인
(인증번호 : 제 R170203 - 01011호)

2009.10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공사(안전성 등급 - Q등급)

2018.0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전기공사업계 및 국가산업발전 기여)

2010.03	전문설계업 1종 등록
(등록번호 : 2010 - 6260000 - 85 - 12 - 00002)

2018.07	㈜코센 자회사 편입
2019.0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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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사훈 및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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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사훈
설계 품질
제고

“
”

기술중시
경쟁력확보

10

직원
상호 존중

고객 신뢰
경영방침

자기 계발

투명 경영
11

조직도
대표이사

기업부설연구소

품질보증실

Q.A

경영
지원실

Q.S

원자력
사업본부

안전보건환경팀

HSE

플랜트
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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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다

인증서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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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허 및
인증 현황

14

•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등록증(전문소방)

• K - OHSMS/OHSAS 18001:200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벤처기업확인서, INNO - BIZ 확인서, Main - Biz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설계업등록증, 감리업등록증

• 한국수력원자력㈜ 가동원전 계전설비 설계 용역 “Q”등급

• 공장등록증명서, 해외건설업 신고증

• 한국수력원자력㈜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정비 용역 “Q”등급

• 특허 - 지중선로 작업 관련 외 다수 보유

• 한국수력원자력㈜ 조명설비 정비 공사 “A”등급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증명서

• KPS 협력업체 등록증(전기 공사/계측제어 원자력 “Q”등급)

• 위생관리용역업 등록증, 근로자파견허가증

• 무정전배전 공사 자격증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통신판매신고증, 가족친화인증서

15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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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허 및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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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ERTIFICATION

주요 면허 및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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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유 현황
• 지중선로 작업을 위한 비접촉 방식의 지중선로 신호패턴 감지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 제10 - 1741471호)
• 다중 센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차 교정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 제10 - 1882384호)
• 커널 회귀 모델을 통하여 시변신호를 검증하는 온라인 검증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 제10 - 1967524호)
• 피망 화기조절판을 구비한 조리용기(특허번호 : 제10 - 2018 - 0138266호)
• 피망 인덕션용 렌지 / 디자인등록증(등록번호 : 제30 - 1000875호)
• 쇼비뇽 조리용 팬 / 디자인등록증(등록번호 : 제30 - 2016 - 0060236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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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USINESS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끊임없이 에너지 기술개발을 확대하다

사업 분야

MAIN BUSINESS

원자력 / 발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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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 해양모듈 사업

22

23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연구시설

화력
발전소

복합
발전소

플랜트
전/계장

플랜트
/해양모듈

국책과제
(연구개발)

수배전반
제작/설치

MA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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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고리1호기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고리3·4호기 및 한빛1·2호기
MCC 차단기반 교체 공사

한울1·2호기 주발전기 및
여자시스템 설비개선 공사

KNPC CFP MAA FAR
E-HOUSE E&I PROJECT

• 고리1호기 내환경 및 내진성능이 검증된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로 교체  (안전설비제어반, 원자로제어반, 터빈
제어반, 경보설비개선 외)

• MCC 차단기(반) 노후화 및 단종에 따라 MCC 차단기
전면 교체

• 주발전기 및 여자시스템 설계 수명 도래 및 부품 단종으로
신규 교체작업

• Compartment 교체를 매 OH시 마다 순차적으로 교체 수행

• 두산중공업(발주처)/설계, 설치, 시공 및 기술지원

• 전력 수/배전, 제어 공급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컨테이너
박스 안에 구비한 컨테이너형 종합 배전 시스템으로
전기/계장 분야 시공 및 설치

24

25

제어봉제어계통(CEDMCS)제어설비
설치 및 시공

TBM(Tunnel Boring Machine)
설계·제작 국산화 기술개발

현대오일뱅크 3000 PPH
CCR MODULE E&I PROJECT

국책과제 연구를 통한
에너지 기술 개발 PROJECT

• 노후화된 기존 제어봉제어계통 설비를 철거하고 이중화
제어기로 구성된 최신 디지털 설비로 전면교체

• 진단면 터널 굴착을 위한 TBM 설계, 제작 원천기술 개발

• CCR(Continuous Catalyst Re-generation) 연속 촉매
재생공정

• 고체 방사성폐기물 저감을 위한 레이저 기반 제염장치 개발

• 신고리1·2호기 / 신월성1·2호기 / 두산중공업(발주처)

• 전기설비 및 전기회로 설계, 제작 국산화
• 주관연구기관 이엠코리아㈜/공동연구기관 대경기술㈜

• UOP LLC/GS 엔텍(발주처)으로 전기/계장 분야 시공 및
설치

• Gas Hydrate기반 원전해체 이동식 모듈형 액체폐기물
처리장치 개발
• 원전 밸브시트 및 디스크용 내마모 표면처리 소재 및
공정개발
• 블록체인 기반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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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다

주요실적

BUSINESS PERFORMANCE

원자력, 화력발전소 및 플랜트
전기/계장 분야 선도 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대경기술㈜는 원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많은 유자격, 플랜트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종합감시설비인
소내주전산기, 주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주제어반 교체 등의 주요 공사와 원자력 발전설비 및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설계 용역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회사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화력, 양수발전 및 신재생융복합에너지 설비 공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경기술㈜는 원자력 계전설비 설계 및 전기패널 정비 용역 안전성등급 유자격을 보유하여 고품질 시공 및 엔지니어링을 통한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 연구과제와 원전해체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 주관사로 새로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체 방사성폐기물 저감을 위한
레이저 기반 제염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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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기술을 리드하는 First Runner

기술개발 프로젝트(대경기술 주관)

• 레이저 에너지를 집속조사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산화 및
오염막을 용발 제염하는 설비
• 연구주관/참여기관 : 대경기술/원자력연구원,
엘에스이앤씨㈜,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
• 연구기간 및 예산 : 2019. 10. 01 ~ 2022. 09. 30 / 20.7억원

품질보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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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및 이행

• 대내외 품질 보증감사 및 품질지도

• 기술개발 및 설계, 공사 업무 등의 품질검사 활동

• 구매관련 품질요건 검토 및 교육훈련 이행

원전해체 이동식 모듈형
액체폐기물 처리장치 개발
• 개스하이드레이트, 마이크로필터 및 이온교환섬유필터
모듈 결합의 폐액 제염 설비
• 연구주관/참여기관 : 대경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엘에스이앤씨㈜, 원자력산업 기술연구조합
• 연구기간 및 예산 : 2020. 05. 01 ~ 2022. 10. 31 / 39.1억원

원전 밸브시트 및 디스크용
내마모 표면처리 소재 및 공정 개발
• 고압밸브 하드페이싱 합금의 고경도 및 코발트 저감 소재를
개발하고 공정 기술개발
• 연구주관/참여기관 : 대경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아대산학협력단, 원자력산업 기술연구조합
• 연구기간 및 예산 : 2020. 10. 01 ~ 2024. 09. 30 / 45.5억원

블록체인 기반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개발
• 원전 해체 중 다양한 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준위별 관리
상태 감시 추적 Tool 개발
• 연구주관/참여기관 : 울산과학기술원/대경기술㈜
• 연구기간 및 예산 : 2020. 04. 01 ~ 2022. 03. 31 / 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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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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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및 플랜트 전기/계장 설계 및 용역 수행

• 원자력, 화력, 양수발전 및 신재생융복합에너지 설비 공사

• 원자력 가동원전 계전설비 설계 유자격(“Q”)으로 고품질 엔지니어링

• 플랜트 전기/제어 모듈 공사 및 E-house 설치 공사

• 소형로(SMR) 및 시험용 원자로 전기/계장 설계 및 용역 수행

• 원자력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정비 용역 유자격(“Q”)으로 고품질 시공

• 국책과제 전기설비 및 전기회로 설계, 제작 국산화

• 수배전반, PLC Panel, Monitoring System 등 제작 및 설치

• 관공서 및 일반 플랜트 전기, 소방, 통신 설계 및 각종 용역 업무 수행

• 관공서 및 빌딩, 지중배전 설비 등 전기, 통신, 소방 공사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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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전/계장)
• 2020년도 제2차 가동원전 일반 설계(계전) 기술 용역

• 경수로원전 CFVS 설치 설계 용역/설계 용역(계장 분야)

• 신고리5·6호기 안전계통 도면/문서 작성 용역

• 고리2호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설계 용역

• 신한울1·2호기 P - CCS/NPCS DCP 6.6차 관련 TLSD,
ILSD 작성 용역 구매

• 신고리5·6호기 안전계통 QVS등급 도면 외주 용역

• 전사 지진데이터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

• 계통도면 설계 및 보호계통 검증시험

• 한빛5·6호기 화재방호계통 전면 개선 전기분야
상세 설계 용역

• 고리2호기 안전정지 케이블 화재방호체 설치 설계 용역
• 교육용 소형원자로 보조계통 설계 용역
• SMART원자로의 NSSS계통 기능블록 다이어그램(FBD) 및
관련 도면 작성
32

• 무주양수1·2호기 갑종보호계전기 보호방식 재설계 용역

• 고리1호기 기기냉각해수펌프실 케이블 화재방호체 설치
설계 용역

• 한울1·2호기 소내접지계통 낙뢰보호설비 성능 평가 용역
• 신한울1·2 공학적 안전설비 - 기기 제어계통 TLSD/ILSD
외주 용역 구매
• 고리2·3·4호기 및 한울1·2호기 노후 변압기 교체 전기분야
상세 설계 용역

33

• 신고리5·6호기 계측제어 분야 상세 설계 용역

• 신한울1호기 VFCR 및 2호기 ILSD 개정 용역

• 울진1·2호기 2차측 실시간 성능 감시용 계측기 설치 설계 용역

• 신고리5·6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공사 설계 용역

• HDC 3000PPH CCR Module Steam Tracing 설계

• 고리1·2호기 터빈건물 조명설비 개선 설계 용역

• 한울·2호기 KRT(소내방사선감시계통) 개선 타당성 검토
기술 용역

• 2015년도 가동원전 일반 설계(전기) 용역

• 한울5·6호기 경보설비 전면 개선 설계 용역

• 고리3·4호기 발전소 경보설비 개선 설계 계측분야 상세
설계 용역

• 울진1·2호기 소내전산기 계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계측 설계

• 계장, 전기설비 규격, 성능 평가 및 공급체인 구축 용역 1식

• 수중추배수 22.9kV 배전선로 설치 설계 용역

• 영광2발 고압전동기 On - Line 감시설비 설치 설계 용역

• 345kV 삼천포 T/P 접속설비 대체 공사 변전종합 설계 용역

• 영광1·2호기 480V 전동기제어반 개선 설계 용역

• 한울1·2호기 격납건물 계측케이블 화재방호체 기술지원 용역

• 한빛5·6호기 유무선 통합 통신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

• 고리2·3·4호기 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개선 설계 용역/
전기인력지원

• 신서천화력 계측제어분야 상세 설계 용역

• 한울1·2호기 소내접지계통 낙뢰보호설비 성능 평가 용역

• 신한울1호기 DCP용 ESF - CCS VDCN, TLSD, ILSD
외주 용역

• 신한울1·2 공학적 안전설비 - 기기 제어계통 TLSD/ILSD
외주 용역 구매

•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 제어패널 지상 이설 설계 용역

• 한울1발 345KV 스위치야드 GIS 대체 후 형상관리 기술 용역

• WEST E - DRILL L/Q

• 고리2호기 소내주전산기 서버장치 개선 설계 용역

•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 종합 설계 용역 전기/계측 분야
설계 용역

• ACG 4.2MW DPP 전계장 설계

• Jordan Research & Training Reactor(JRTR) PJ공사/
전기계측 제어실시 설계 용역
• 고리1~4호기 송수전선로 개선 설계 용역/전기계측 상세
설계 및 토목 기본/상세 설계

• 2012년 가동원전 설계(종합) 하도급 용역(전기/계측분야)
• 월성1호기 ASTS 중수로용 IntEC 입력 용역
• 2011년 가동원전 일반 설계(전기) 용역
• 2012년 전기/계측 외부 설계 기술인력 지원

• 울진3·4호기 주급수펌프터빈 속도제어설비

• 고리1호기 154kV 스위치야드 설비 개선 설계
• 영광1·2호기 FHA(화재위험도분석) 용역
• 고리3·4호기 해수전해 전기설비 개선

• 고리2·3·4호기 발전기교체 및 주전력계통 분석 설계 용역
• 고리1호기 복수탈염설비 제어반 교체 설계 용역(CPP)/전기,
계장 설계 지원
• 고리3·4호기 및 영광1·2호기 주전산기 교체 관련 시공 설계
및 원도수정 용역

BUSINESS PERFORMANCE

원자력 공사 & 설치

|

DAEKYEONG ENGINEERING

플랜트 공사 & 제작

(전/계장)
• 표준원전 NIMS(가동원전원자로종합건전성감시시스템)
교체 공사
• 한빛1·2호기 ECSA 설비개선 공사
• 한빛1발 소내방사선(Q) 감시제어기 교체 및 이설 공사
• 신고리 6호기 RCP용 Terminal Box 공급 및 시공
• 한울1발전소 조명설비 정비 공사
•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2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설비
개선 철거 및 설치(CEDMCS)
• 새울본부 제1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 외곽문 보안설비
설치 공사

• UAE OSSA용 시뮬레이터 건물 및 사무동 신축 통신 공사

• 부산상공회의소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소방)

• [영동#1]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공사 전기 시공

• 울진1발 주터빈 조속기 설치 공사

• 자유시장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소방 공사)

• KAI Whirl Tower 전기 및 배선 공사

• 고리3·4호기 및 한빛1·2호기 DRCS 설비 철거 및 설치
시공 공사

• 345kV 스위치야드 소내전원 분리 공사

• 영동2호기 집진기 개선설비 전기/계장 공사

• 3호기 탈황설비 저압전동기 정비 공사

• 고리1호기 주제어반 개선 추가 공사

• 보령2·3호기 계측제어설비 분해점검 공사

• 아주 - 3540용 고압 트랜스 제작

• 한빛원자력1·2호기 480V AC MCC 교체 공사

• 고리3·4호기 480V MCC 교체 공사

• [영동#2 연료전환] 전기계측제어 공사

• SHINTECH PROJECT E&I MATERIAL SUPPLY

• 신고리5·6호기 부지내 전기 및 보안설비 이설, 철거 공사

• 울진1·2호기 여자기 해체 및 설치 공사

• WWT Final Pond 부상 슬러지 Line 개선 전기작업

• KNPC CFP MAA FAR PROJECT(E - House E&I )

• CV MOV ECSA Assembly For Kori NPP Unit 3 & 4

• 영광1·2호기 노외핵계측(NIS) 교체 공사

• 보령3호기 성능 개선 PJT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 HDC 3000PPH CCR Module 전기/계장 공사

• 울진1호기 345kV 수전전력량계 설치 공사

• 고리4호기 터빈정적 감시설비 개선 공사

• 윤활유 제조공장 전/계장 공사

• Rabigh Skid 전기/계장 공사

• 월성1호기 여자시스템 해체 및 설치 공사

• 울진1·2호기 발전기 교체 공사

• 제1 - 8호기 조명등 및 전기 보조설비 경상정비하도급 공사

• 한울4호기 노내핵계측기(ICI) 교체 공사

• 고리2호기 전해염소설비

• 신인천복합화력 #1 Exciter 개조 공사/#1 Mark Vie
개조 공사

• 한울1·2호기 격납건물 수소감시설비 설치 관련 계전분야
및 화재방호체 시공 보조 공사
34

• [월성#1 발전기 재권선] Generator Diagnosis Monitoring
System
• 한울1·2호기 사용 후 연료저장조(SFP) 안전등급 계측기
교체 공사

• 고리2호기 소내주전산기, OACS 기능통합 공사
• 고리2호기 주제어실 경보설비계통 교체 공사 시공 설계 및
설치 시공
• ASTS 표준/비표준 원전 설치 및 시공(전 발전소)

• TBM 고압케이블 물품공급계약

• 2015년도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지사 고압A 공사

• 슬러리 세미쉴드 D2830 내부 해체 형식 장비 전기설비

• UHV(Upsteam Project for Hygiene and Value
added Products)

• UOP Yaiskiy CCR Module 전기/계장 공사

• UGCC ETHYELENE PLANT PROJECT

• LA MEG - 1 전기 공사(E - House E&I )

• TUNG HSIAO PROJECT RACK용 전계장 설치

• 2017년도 부산울산지역본부 직할 고압A 공사

• 1호기 탈황설비 저압전동기 정비 공사

• BUK - PYEONG THERMAL POWER PLANT AIR
JUNCTION BOX

• UHV PROJECT PLC PANEL 제작

•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건설(전기)소방 공사
• 제4호기 고압전동기 운전표시등 설치 공사
• 7호기 터빈 및 보일러 계측제어 보조설비 정비 공사

• 대경기술㈜ 사옥 신축 공사
• 태안1호기 여자시스템 해체 및 설치 공사
• 보령1·2호기 여자기 해체 및 설치 공사
• APR1400 RCP 시제품 Cable Routing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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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발전

전기 & 제어 모듈

플랜트 전기 & 계장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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