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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델코코는 2000년 2월설립이후배전선로개폐기및차단기용탱크,외함,베이스,제어함,

메커니즘등관련내.외장부품을생산하고있습니다.

경영시스템은 ISO 9001/품질 및 ISO 14001/환경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당사에서 생산

되는제품은국내전기기기제조업체와상호협력하에국내는물론해외유수산업시설에

최상의제품을공급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최상의 품질보증과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위해

전임직원은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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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2000년 02월 05일창립일

김 영 수대표자

사업장

임직원

생산품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301 (금당리 2번지)

Tel : 031-357-3474,  Fax : 031-357-2844

75명

배전선로용개폐기및차단기용메카니즘, 탱크, 외함, 

제어함등관련내.외장부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장치외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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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3,377py) /  사무동(902㎡/273py),공장동(3,078㎡/931py)



회사연혁

2000. 02 도헌전기정밀 설립

2008. 03 델코코사명변경

03 가스(SF6 GAS )절연부하개폐기 메카니즘 개발 및 생산개시

09 수출용 RMU 메카니즘개발및생산개시

2009. 07 일진전기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가공용)용 메카니즘 공급

10 일진전기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용 메카니즘 공급

12 일진전기 TPC(대만전력청) RMU용 CB 메카니즘공급

2010. 07        품질.환경(ISO 9001 & ISO 14001) 경영시스템인증(GS인증원)

08 기업부설기술연구소설립

10 경기도화성시비봉면양노공장이전

10        주식회사델코코법인전환

10 이엔테크놀러지 PEDEEE(시리아배전청) RMU용 CB 메카니즘공급

11 벤처기업등록(기술보증기금)

2011. 01 부품.소재전문기업등록(지식경제부)

03 신성산전 KEPCO 리크로져(REC) 공급

06 신성산전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6 중원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7 광명전기 KEPCO 진공차단기(VCB) 공급

07 에스얜에스 KEPCO 가스절연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공급

08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메카니즘,본체외개발및생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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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1. 09 에스얜에스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가공용) 공급

10 특허제10-1079791호등록(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조작기)

11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등록(중소기업청)

12 이엔테크놀러지 TPC(대만전력청) RMU용 CB 메카니즘공급

2012. 04 보성파워텍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가공용) 공급

05 보성파워텍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5 특허등록제10-1148171호(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조작기)

07 중원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10 중원 KEPCO 진공차단기(VCB) 공급

11 동우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2013. 03 동양이이씨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4 광명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12 동우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2014. 06 보국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07 디자인등록제 30-0755042호(차단기용마그네틱액추에이터)

10 제룡전기 KEPCO 단로기용 3단조작기 공급

11 동방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2015. 01 진광이앤씨 KEPCO 단로기용 3단조작기 공급

03 중원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5 진광전기해외전력청가스절연 부하개폐기(PGS)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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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5. 05 진광이앤씨해외전력청 리크로져(REC) 공급

05 진광이앤씨 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7 중원해외전력청 리크로져(REC) 공급

08 정인시스템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9 광명전기 PLN(인도네시아전력청) 가스절연부하개폐기(PGS) 공급

09 쌍용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11 동우전기 KORAIL 철도용개폐기공급

2016. 01 쌍용전기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 공급

02 중원 KEPCO 리크로져(REC) 공급

04 정인시스템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08 경기도화성시마도면금당공장확장이전

10 디자인등록제 30-0876874호(차단기용액추에이터) 

11 가스절연부하개폐기(25.8kV 무정전공사용) 개발출시

11 전진씨에스엠가스절연부하개폐기(무정전공사용) 공급

2017. 03 동우전기 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3 신성산전홍콩전력청가스절연부하개폐기(PGS) 공급
03 가스절연리클로져(15kV REC) 개발
05 에스얜에스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05 가스절연리클로져(25.8kV REC) 개발
12      이우티이씨 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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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8. 01 디티알 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공급

03 디투엔지니어링인도 INE 가스절연리클로져(15kV REC) 공급

06 이우티이씨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06 진광이앤씨 PEA(태국전력청) 가스절연부하개폐기(PGS) 공급

07 더베스트 PEA(태국전력청) 가스절연부하개폐기(PGS) 공급

09 디투엔지니어링 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ECO-부하개폐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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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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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기술연구소

관리부 생산부

도장팀용접팀

총괄임원

생산기술부

조립팀가공팀

영업부

경리팀총무팀 구매팀

품질관리부



사업분야

개폐기,차단기,RMU용메카니즘

및 외함,탱크등

개폐기,차단기,RMU용완조립품

및 반조립품등

개폐기,차단기, 

RMU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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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No. 제품명 생산품목 비고

1 에폭시몰드 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외함, 탱크, 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2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외함, 탱크, 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3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탱크, 제어함, 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4 가스절연 부하개폐기(PGS) 탱크, 제어함, 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단자형, 몰드콘형

5 가스절연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탱크, 제어함, 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6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외함, 탱크, 제어함, 메카니즘외

7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차단기,단로기(3-Position) 용메카니즘외

8 다회로차단기 (RMU) 외함, 탱크, 제어함, 차단기, 주회로부및접지부외

9 폴리머리크로져(REC) 마그네틱엑추에이터(PMA) 및프레임외

10 가스리크로져(REC) 탱크,제어함,마그네틱엑추에이터(PMA),베리어외

11 자동절체개폐기(ATS) 케이스,메카니즘및주요부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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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25.8kV, 600A,12.5kA, 60Hz

3~4 회로

특허제10-1079791

생산제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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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1

탱크 (GAS PAD, EPOXY PAD 3~4회로)

전면

내부

후면

3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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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1

외함 (GAS PAD, EPOXY PAD 3~4 회로)

내부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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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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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GAS PAD, EPOXY PAD 3~4 회로)

3회로

4회로

4회로



본체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25.8kV, 600A,12.5kA, 60Hz

3~4 회로

생산제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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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 / ECO-부하개폐기)

25.8kV, 630A,12.5kA, 60Hz

특허제10-1148171 

본체,자동및수동메카니즘외

생산제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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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3

탱크 (ECO-TANK)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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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3

제어함 (PGS, ECO, REC-제어함)

내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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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부하개폐기 (PGS) : 단자형
12~36kV, 400/630A

16kA, 50/60Hz

본체, 메카니즘외

생산제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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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4

가스절연부하개폐기 (PGS) : 몰드콘형
12~36kV, 400/630A

16kA, 50/60Hz

본체, 메카니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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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4

탱크류 (PGS, RECLOSER)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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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4

- 22 -

가스절연부하개폐기 (PGS) : 씨리콘 / 단자형
15kV, 630A, 12.5kA, 50Hz



생산제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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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부하개폐기 (PGS) : 자기 / 몰드콘형
24kV, 630A,12.5kA, 50Hz



생산제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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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고장구간자동개폐기 (ASS)

25.8kV, 400A, 12.5kA, 60Hz

본체및 메카니즘외

Puffer Ass’y



자동부하전환개폐기 (ALTS)

25.8kV, 630A, 12.5kA, 60Hz

본체, 메카니즘외

생산제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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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개폐장치 (GIS)

25.8kV, 630/2000 A

25kA, 60Hz

차단기,단로기 (3-Position)용메카니즘외

생산제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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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로차단기 (RMU)

12~24kV, 630A

12.5~20kA, 50Hz

본체, 차단기, 주회로부및접지샤프트부외

생산제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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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리클로져 (REC)

25.8kV, 630A,12.5kA, 60Hz

마그네틱엑추에이터(PMA)  및 프레임외

생산제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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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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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리클로져(REC)

- 15kV, 630A

- 25.8kV, 630A

- 38kV, 630A



생산제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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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격

정격전압 25.8kV

정격전류 200A 

정격투입전류 32.5kA(peak), 5회

단시간전류 12.5kA(rms), 1초

충격파내전압 125kV(1.2×50㎲)

상용주파내전압 40kV(1분간)

직류내전압 78kV(15분간)

최소부분방전

소멸전압
19kV

개폐기중량 55㎏

25.8kV 가스절연부하개폐기
(무정전공사용)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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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저절단기

TRUMPF 5kW

(TruLaser 3030)

H.K 4kW

(FL 3015)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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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곡기

INWANG 130톤 AMADA 35톤



보유설비

3. 머시닝센터및 CNC선반

머시닝센터

CNC선반 : 2대

태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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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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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부스 열풍건조로

(액체)

4. 도장라인 (분체)



보유설비

5. 몰드콘본딩기

붓싱

몰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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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딩기 : 2대



보유설비

6. 몰드콘소성로

내부

흑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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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로 (1600W x 2000H x 2500D)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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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레스및용접기

AC/DC 용접기
505AD : 2대

DC TIG 용접기
500A : 8대

DC TIG 용접기
300A : 5대

CO2 용접기
350CP : 5대

CS프레스(삼성 150톤)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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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설비

내전압시험기
(75kV 300mA 22.5kVA)

단상전류발생기(800A 

10V 8kV         A)
전류 / 전압발생기

(800A / 20kV)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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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전압발생시험기 부분방전 (PD) 시험기

8. 시험설비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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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가스누설검출기
(Q-200)

차단기동작특성분석기

SF6 가스분석기

8. 시험설비

온도기록계 (20CH)

차단기동작특성분석기

경도계(Rockwell)



납품현황

No. 사용자 고객사 제품명 개시일

1 한국전력공사(KEPCO)
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용

자동 및 수동 메카니즘
2009년 07월

2 한국전력공사(KEPCO)
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용

자동 및 수동 메카니즘
2009년 10월

3 대만전력청(TPC)
다회로차단기(RMU)용

CB 및주요부품외
2009년 12월

4 한국전력공사(KEPCO) 리크로저(REC) 메카니즘 2011년 03월

5 시리아전력청(PEDEEE) 다회로차단기(RMU)용 CB 2010년 10월

6 대만전력청(TPC)
다회로차단기(RMU)용

CB 및주요부품외
2011년 12월

7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외
201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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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No. 사용자 고객사 제품명 개시일

8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 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2012년 11월

9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외
2013년 12월

10 철도청(KORAIL) 철도용부하개폐기 2015년 11월

11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지중용) 2017년 03월

12 한국전력공사(KEPCO) 리크로저(REC) 2011년 03월

13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 외 2011년 06월

14 홍콩전력청 가스절연부하개폐기 (PGS)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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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No. 사용자 고객사 제품명 개시일

15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 2011년 06월

16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외
2012년 07얼

17 한국전력공사(KEPCO) 진공차단기(VCB) 2012년 10월

18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2015년 03월

19 해외전력청 리크로저(REC) 2015년 07월

20 한국전력공사(KEPCO) 리크로저(REC) 2016년 02월

21 한국전력공사(KEPCO) 진공차단기(VCB) 2011년 07월

22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외 2013년 04월

23 인도내시아전력청(PLN) 가스절연부하개폐기 (PGS) 201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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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No. 사용자 고객사 제품명 개시일

24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SS) 2011년 07월

25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 외 2011년 09월

26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2017년 05월

27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 2012년 04월

28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지중용) 외 2012년 05월

29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외
2014년 06월

30 한국전력공사(KEPCO) 단로기용 3단조작기외 2014년 10월

31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2014년 11월

32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2015년 09월

33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2016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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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No. 사용자 고객사 제품명 개시일

34 한국전력공사(KEPCO) 단로기용 3단조작기외 2015년 01월

35 해외유수전력청 가스절연 부하개폐기(가공용) 외 2015년 05월

36 해외유수전력청 리크로저(REC) 외 2015년 05월

37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2015년 05월

38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무정전공사용) 2016년 11월

39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2015년 08월

40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외
2016년 04월

41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2017년 12월

42 한국전력공사(KEPCO)
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Eco-부하개폐기) 외
2018년 06월

43 한국전력공사(KEPCO)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2018년 01월

44 해외전력(인도/INE) 가스리크로저(REC) 2018년 03월

45 해외전력청(태국/PEA)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가공용) 2018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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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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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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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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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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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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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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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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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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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301 (금당리 2번지)

Tel : 031-357-3474,  Fax : 031-357-2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