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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영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대량 수주
- 영국 국영 전력기업인 ‘내셔널그리드’와 500억 원 규모 계약
- 지난 계약서 기술력 인정… 유럽 메이저 업체 제치고 독점 공급
- 4월 ‘현대일렉트릭’ 독립법인 출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현대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일렉트릭)’이

밝혔다.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이후 영국에서 첫 변
압기 대량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400kV(킬로볼트) 및 275kV급 초고

현대일렉트릭은 포스코대우와 공동으로 최근 영국과
미국 북동부 등에 전력·가스를 공급하는 영국 국영기

압 변압기 총 23대를 영국 전역의 변전소에 공급하게
된다.

업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와 총 500억원 규모
의 변압기 독점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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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과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1년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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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내셔널그리드에 총 1천300억원 규모의 변압기를

를 완벽하게 충족하며,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인

공급한데 이어, 또 다시 대규모 계약에 성공 했다.

정받은 것이 이번 수주의 발판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내셔널그리드가 여러 업체에 분산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1978년 변압기 시장에 처음 진

발주했던 지난 계약과 달리 현대일렉트릭에서 독점 공

출한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18만MVA

급받기로 한 점이 주목을 끈다.

(메가볼트암페어)의 변압기를 생산했으며, 이를 해외
70여 개국에 수출했다.

또한 이번 계약은 ABB와 지멘스(SIEMENS) 등 메이
저 업체들의 앞마당인 유럽에서 이들 업체와의 경쟁을
이기고 이룬 성과여서 그 의미가 깊다.

한편, 지난달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
한 현대일렉트릭은 R&D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을 진출 등을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지난번 내셔널그리드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서 발주처의 까다로운 기술적인 요구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오는 2021년 매출 5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고를 받습니다
월간 계장기술이 참신한 원고를 받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원고나, 평소에 소개됐으면 하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기고 기술정보 연재 산업동향
& 전망 / 자세한 사항은 본지 참조)

▶ 원고 분량 및 발송
A4지 4~10매(연재는 편집부와 협의)이며, E-mail로 보내
시면 됩니다. E-mail이 어려운 원고와 첨부자료(카탈로그와
제품사진 등)는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 원고 게재 분양 및 내용
FA와 PA 분야의 주요 품목인 DCS, PLC, 센서, 유량계,
인버터, 컨트롤 밸브, 필드버스(산업통신망), 계측 및 계장
기기, 중전기기 및 발전 플랜트와 이를 활용한 기술 및
산업 전망
계
 측 제어 자동화 설비(플랜트) 분야의 산업 트렌드와 시장 전망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8호
(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월간 계장기술 편집부)
TEL : (02)2168-8897 / FAX : (02)6442-2168
E-mail : procon@procon.co.kr / lch1248@naver.com
▶ 원고마감 : 매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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