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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의 토털 솔루션 제공

원리솔루션은 어떤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왔나?

원리솔루션은 2005년 말 전력 및 전력품질 감시 분야

에 뛰어들었고, 2008년부터 발전소 보호반 제작 공급을 

하였다. 이후 전력 계통의 전기안전(Electrical Safety) 

및 에너지 관리 진단사업을 추가하였고, 전기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개선 설비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토털 솔

루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원리솔루션은 새로운 전기 트렌드인 신재

생에너지 및 전력품질 안정을 위한 Off-Line 고압 

UPS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진출하였고, 국

내 무정전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첨단빌딩, 반도체공

취재 / 이충훈 기자

수학이나 과학에 원리가 숨어있듯 전력품질에도 

아하! 하고 무릎을 칠만한 원리가 숨어있다. 

2005년 설립한 원리솔루션(www.wonlee.co.kr / 대표 : 이원홍)은 

고객만족과 신뢰, 그리고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작지만 강한 회사다. 고객의 안정적인 에너지 및 전력품질 

관리를 위한 토털 솔루션 전문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원리솔루션의 최고의 기술력과 전력품질 관리의 

비결은 어디서 나오나? 

원리에 숨어있는 
전력품질 관리의 비결

-  모든 행동에 대해 기본을 지키고,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원리솔루션

 회 사 명 : 원리솔루션㈜
 대 표 자 : 이 원 홍
 사업 분야 :  전력품질 및 전기안전 솔루션
 주력 제품 :  전력계측기/전력품질계측기, 분기회로감시장치, 

절연감시장치/누전감시장치, 고조파필터,  
Off-line UPS, ESS, 발전소 보호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39-12
 연 락 처 : 02-577-7898
 홈페이지 : www.wonlee.co.kr
 이 메 일 : ewlee@wonlee.co.kr

이원홍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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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디스플레이공장, 병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사업

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13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체 기술력 확보하는 등 기술개발 연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3가지 사업 분야에  

다양한 레퍼런스 창출

원리솔루션은 고객의 전력 계통의 신뢰도 향상 및 비

용절감에 필요한 전기 및 전력품질 계측기기, 에너지 및 

전기품질 개선 설비, 에너지 및 전기품질 진단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하며 3가지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레퍼

런스를 창출하고 있다. 

첫 번째, 전력품질 감시 및 개선 분야(전력 및 전기

품질 감시 기기 및 감시시스템 구축, 최첨단 기술의 능

동형/수동형 고조파 필터, 무효전력보상장치, 에너지 및 

전기품질 진단 업무, 통합 에너지 및 전기품질감시시스

템)다.

전력 및 전력품질 감시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 기기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다. 최근에

는 한전데이터센터 분기회로감시장치 및 NH농협 데이

터센터의 분기회로감시장치, 전력품질감시 시스템 등을 

공급하였다.  

두 번째, 전기안전 분야(전력계통의 안전을 위한 절

연/누전감시 기기 및 시스템 공급)다. 

전기안전(Electricl Safety) 분야에서는 많은 선박/

Offshore 고부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기기를 공급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 여러 공장 및 다양한 특수 

분야의 전력계통에 적용되는 기기를 공급한다. 최근에

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 분야인 ESS 계통의 전기안

전 감시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알제리

의 4개 발전소 프로젝트에 최첨단 기술의 절연고장위

치감시시스템(Insulation Fault Location system)을 

공급하였다. 

세 번째, 계통보호 분야(계통보호를 위한 발전소/변전

소의 각종 보호반, Motor Bus Transfer System)다.

그리고 UPS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압 Off-

Line UPS 시스템을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에 공급

하여 계통의 무정전보호 뿐만 아니라 최고의 운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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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공하였다.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확장이 가능하며, 전문 

개발 인력의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

다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적용(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화 사업 강화하고, 

해외 협력사와의 관계 돈독히   

원리솔루션은 2008년 9월 Power Plant Protection 

& Metering 사업을 시작하였다. 해외 우수제품의 국내 

공급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Power Plant Protection 

& Metering 사업은 설계, 생산 및 현장 시운전 등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는 의미를 가지며, 지속적인 기술 

축적 및 개발로 해당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또 해외 협력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BENDER 

GmbH & Co. KG, SATEC Inc., S&C Electric Company, 

MaschinenfabrikReinhausen GmbH, Beckwith Electric 

Co., Inc. 등은 당사의 해외 협력사로서 해당 분야의 세

계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다. 당사는 해외 협력

사들의 한국대리점으로서 협력업체들의 세계 최고 수준

의 최첨단 제품 및 솔루션을 고객에 제공하여 고객에 최

대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도를 신념처럼 지키고 

고객에 최대한의 가치 제공

원리솔루션의 원리는 당사 대표의 영문 명을 기반으

로 사업에 있어서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고객만족을 위

해 정도를 지킬 것을 스스로 약속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행동에 대하여 기본을 지키고, 원리

에 입각하여 고객에 최대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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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신념처럼 지키는 임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리

솔루션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및 전력품질 관

리를 위한 토털 솔루션 전문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원홍 사장은 (우리회사의 경쟁력은) 오직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솔루션과 해

답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적

극적인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원리솔루션의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변화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홍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고객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 고객의 가치를 우리회사의 가치로 인정하는 기업, 

전 직원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기업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으며, 전력품질 및 전기안전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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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중소 기업인상 수상자로 선정

당사는 2002년 파주에서 한국현장계기를 창업하였

다. 2003년 ㈜플로우닉스로 법인 전환하였고, 면적식 

유량계. 오리피스 유량계. 전자식  터빈식 유량계 등을 

국산화하여 화학 및 철강,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기

술 혁신형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또 2011년도 인천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부평구 중소 기업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인천시 비전 기업으로 선정되어 당사의 기

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제2의 창업으로 힘찬 도약을 꿈꾸자

㈜플로우닉스는 해외 협력업체 및 바이어 등의 호평 

속에 공장을 확장 이전(지난 7월 23일자로)하였다. 1층

에는 액체 및 기체 교정설비와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어떤 제품이든, 어떤 공정이든, 검증 완료될 수 있도록 

취재 / 이충훈 기자

㈜플로우닉스가 유량계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다. 
김명석 대표는 유량계 국산화에 앞서  국산은 아직 멀었어라는
인식부터(우리부터) 바꿔나가자 고 했다.
설비의 중요성 때문에 일선 수퍼 엔지니어들은 해외 수입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김명석 대표는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국산 유량계 업체 
현장 방문 실사 등을 통해 제품의 향상도, 설비 시스템 구축 등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고 말한다. 
산업용 유량계 국산화에 앞장서는 ㈜플로우닉스의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들었다. 

화제의 기업

유량 품질 시스템 개선하고 ‘제2의 창업’

국산화 인식 전환에 앞장서는 ㈜플로우닉스의 새로운 도전과 각오

직원 2명(20여 평)으로 시작한 ㈜플로우닉스. 
3층 건물(450평 규모)의 사옥에 임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회 사 명 : ㈜플로우닉스
 대 표 자 : 김 명 석
 사업 분야 :  산업용 유량계, 온도, 압력 등 Instrument 
 주력 제품 : 전자식 유량계, 오리피스 유량계 등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76  

(인천검단산업단지)
 연 락 처 : Tel. 032-579-2999
 홈페이지 : www.flownic.co.kr
 이 메 일 : kms2002@ko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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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수의 반도체 컨트롤 

장비 개발업체로 우뚝 설 것

㈜엠에스티(MST)는 산업 현장의 환경제어를 위한 계

측 및 제어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냉동 공조, 클린룸, 제약, 식품 분야 등 전문성과 제품

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환경제어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

한 컨트롤러 전문기업이다.

MST 제품은 모범 국제규격 인증인 CE, UL, ISO를 취

득한 제품으로 안정적이며, 여러 국제통신 프로토콜과도 

호환되어 다양한 제어기기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설계되어 있다. 이 때

문에 주변 환경 변수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은 제품

으로 공급되고 있다.

취재 / 이충훈 기자

쾌적한 산업 환경은 인적 자원뿐 아니라 기기, 기계, 설비 

등의 재적 자원의 수명에 간접적이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 

쾌적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줄 산업용 제습기와 항온항습기 등 

공조시설 구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탄소 사용량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고효율 제품 개발 및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엠에스티의 박민수 대표를 만났다. 

환경 계측 분야의 선두주자! 
컨트롤러 전문기업 엠에스티

“안정적인 제어계측기기 MST 제품으로 산업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엠에스티 임직원들이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HARFKO 2015)에서 포즈를 취했다. 

 회 사 명 : ㈜엠에스티
 대 표 자 : 박 민 수
 사업 분야 :  산업용 기계장치 개발 전문업체
 주력 제품 :  터치모니터 / 항온항습기 컨트롤러 / 공조기 컨트롤러  

팬 필터 유닛 제어기 / 센서류 / 히트펌프 제어기 / 냉장   
냉동 제어기 / 클린룸 장치 제어기 / 전자 전극봉 가습기 등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36번길 57
 연 락 처 : 032-343-2577
 홈페이지 : www.msti.co.kr
 이 메 일 : mst2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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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혁명 이끄는 GE 

GE는 Aviation, Lighting, Healthcare, Oil & Gas, 

Energy Management, Power & Water, Transportation, 

Capital, Appliance로 나누어진 Tier 1 비즈니스가 있다. 

Captial, Appliance 비즈니스를 매각하고, Industrial 

Internet을 전담하는 GE Digital 비즈니스를 작년 말 

신설했다. 조원준 부장은 GE는 130여 년간 인류가 직

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혁신과 변화

를 지속해 왔으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산업 디지털 혁

명)은 기계와 설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융합되면서 산업 전반에 큰 혁

신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 변경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

에 발맞추고 대응하기 위함 이라고 했다.  

취재 / 이충훈 기자

어제까지는 제조산업 기반의 회사였지만, 

이제는 데이터 및 분석 회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GE는 제프 이멜트(Jeff Immelt) 회장의 추진 하에 디지털 

인더스트리 기업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특화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GE Digital의 힘찬 도전이 시작되었다.

산업인터넷과 IIoT를 위한 파트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

 회 사 명 : GE Digital
 대 표 자 : 이혁수 상무
 사업 분야 :  산업인터넷 소프트웨어
 주력 제품 :  Predix, Brilliant Manufacturing,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HMI, Historian, Security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POBA강남타워 9층
 연 락 처 : (02)6201-4915 (윤해열 대리)
 홈페이지 : www.ge.com/digital
 이 메 일 : eric.yoon@ge.com

조원준 부장

화제의 기업을 찾습니다!

편집부 : (02)2168-8897

화제의 기업은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