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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 준 

특허 제 10-1591372호 (디젤발전기의 밴드히터를 이용한 동체 내부 습기 제거장치) 

특허 제 10-1278727호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전류 제어회로) 

특허 제 10-1278729호 (파워서플라이를 이용하여 회전자 전류를 제어하는 동기발전기) 

성능인증획득 : 중소기업청 제 15-1505호(파워서플라이를 이용하여 회전자 전류를 제어하는 동기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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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A/S 망 

• 1996.  12      민성기업(민성발전기) 설립(발전기 임대 서비스) 

• 2000.  06      광명공장 이전  

• 2000.  08      발전기셋트 생산라인 구축(월 생산능력 100대)  

• 2000.  08      신모델(발전기셋트) 설계/개발  

• 2001.  11      해양오염방지조합(상용500kW급, DC용접발전기 500A)납품 

• 2002.  01      수출용 디젤엔진 발전기 신모델 설계/개발 

• 2002.  01      디젤엔진 발전기 셋트 수출(러시아, 중국, 앙골라, 기타 동남아) 

• 2005.  11      화성 본사/공장 이전  

• 2005.  11      민성발전파워㈜ 상호변경 

• 2006.  03      전국 판매 및 A/S망 구축 

• 2007.  04      GAS 발전기 연료시스템 개발착수 

• 2007.  07      ISO 9001/KSA9001인증획득 

• 2008 . 06      파워코리아 주식회사 상호변경  

• 2008.  07      ISO 14001인증 획득 

• 2008.  07      리엑타 부하시험설비 구축 

• 2008.  08      실용신안 (제0303211호)획득  

 



• 2009. 09 호주해외수출 500kW 10대

• 2011. 06 일본해외수출(Nikon 11대, 메이지 1대,스미토모 4대) 고압병렬6600V납품

• 2012. 12 본사공장확장이전(현주소)

• 2014. 12 조달청나라장터등록

• 2015. 02 연구전담부서신설

• 2015. 03 일본해외수출 200kW 15대 / 500kW(방음형) 1대고압병렬 6600V 납품

• 2016. 02 특허획득 (제10-1591372호) -디젤발전기의밴드히터를이용한동체내부습기제거장치

• 2016. 07 INNO-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

• 2016. 08 저항부하설비증설(2000kW)

• 2016. 10 특허획득 (제10-1278728호) -동기발전기의회전자전류제어회로

• 2016. 10 특허획득 (제10-1278729호) –파워서플라이를이용하여회전자전류를제어하는동기발전기

• 2016. 12 NICE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획득

• 2017. 02 성능인증획득(중소기업청제15-1505호) -파워서플라이를이용하여회전자전류를제어하는

동기발전기

• 2017. 07 조달우수신청중(조달청) –파워서플라이를이용하여회전자전류를제어하는동기발전기

• 2018. 01 디자인등록제 30-0941228 호 –엔진발전기
• 2018. 02 일본해외수출방음형500kW /고압 6600volt  5대납품

• 2018. 07 일본해외수출방음형1000kW /고압 6600volt 1대, 방음형850kW /고압병렬 6600volt 4대납품

• 2018.11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사업선정 [중소번체기업부] 한국토지주택공사납품

• 2019. 01 전기공사업등록[제경기-05519호] 

• 2019. 06 디자인특허획득[제30-1012903호]

• 2019. 07 INNO-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연장

• 2019. 11 파워코리아㈜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제 2019115458호]

• 2020. 02 입본해외수출연속200kw/ 고압 6,660V, 저소음방음형 5대납품

• 2020. 09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 2021. 03 단체표준제품인증서획득 [제2021-003호]

• 2021. 06 우주단체표준제품확인서획득[제2021-003호]





기업부설연구소 





20여년의 















파워서플라이를 이용하여 회전자
전류를 제어하는 동기발전기

▪특허 : 10-1278729호(특허청)
▪특허 : 10-1278728호(특허청)
▪성능인증 :  제15-1505호(중소기업청
▪조달우수 :  우수제품 신청 중(조달청

별치형

고조파및비선형부하에강한
초정밀전압제어 ,회전자 전류 제어 발전기

회전자

중소기업청)
청)

탑재형

특허제품

본사전경

PK



PK



PK











화물차(단축) 

5t 

그외비계장비일체 





●사업자등록증



● 전기공사업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INNO-BIZ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서



●성능인증서



●단체표준제품인증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G-PASS 인증서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디자인 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원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ISO9001



●ISO9001



●ISO9001



●ISO9001





●전기공업협동조합회원증



●크린사업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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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교차로 진출 - 화성시청방면 – 한미약품에서 500M 위치 

화성시청방면 – 한미약품에서 500M 위치 

화성시청방면 – 한미약품에서 500M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