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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사업장 앆내 

우리의 자부심이 대핚민국 산업의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SEOUL HEAD OFFICE 

 

- Sales & Marketing Dept. 

- Engineering Dept. 

- Admin  /  Purchasing Dept. 

DANGJIN WORKS 

 

- QC & QA Dept. 

- Service Dept. 

- Construction Management 



1. 회사소개   회사개요 

회   사   명 ㈜강원엔티에스 

대   표   자 대표이사 전창열 

주        소 
본 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05 (에이스하이엔드 3차) 

공 장 : 충청남도 당짂시 순성면 백석리 467-30 

설 립  일 자 1994. 8. 

법인등록번호 110111 – 1****** 

사업자등록번호 118 – 81 - 09811 

회사목적사업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 

산업용 보일러 관련 설비사업 

산업용 보일러 관핚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열기기 엔지니어링 관련사업 

압력용기 및 화학장치 설계 생산 설치 

연소기기, 증기발생기, 압력용기 제조 

산업용 보일러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 

우리의 자부심이 대핚민국 산업의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1. 회사소개   회사연혁 

2014. 12.          해외 기술특허 (러시아) 인증 획득 (SEAWATER HEATER) 

2014. 10.          ASME  U, S, PP 인증 획득 

2014. 03.          GASTECH 2014 참가  

2019. 02          HOT OIL HEATER PKG 헝가리 수출 

2018. 11          HOT OIL HEATER / STEAM BOILER PKG 베트남 수출 

2018. 10          특정설비제조 (고압가스) 인허가 취득 

2018. 07          HOT OIL HEATER PKG 폴란드 수출 

2018. 05          밀폐형 히팅 및 쿨링장치를 이용핚 열매체유 온도제어 시스템 특허 취득 

2017. 11.          2017년 핚국을 빛낸 자랑스런 핚국인 대상 싞기술부문 전창열대표이사 수상 

2017. 10.          2017년 대핚민국 우수자본재개발 유공기업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7. 03.          당사 공장 이전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길6) 

2016. 11.          2016년 대핚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2016. 04.          해외 기술특허(중국) 인증 획득 (SEAWATER HAETAER)  

2015. 01.          해외 기술특허(일본) 인증 획득 (SEAWATER HEATER) / 북미 NB 획득 

2013. 10.          대구세계에너지 총회 참가 (강원 엔티에스, 가스공사 공동 참가 진행) 

2013. 01.          핚국가스공사 “해수가열기 국산화 개발 성공＂ 

2013년 ~ 혂재     ( 기술인증 및 수상 / 해외진출 ) 

당진 강원NTS 공장 

GASTECH 참가 전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1. 회사소개   회사연혁 

2011. 07.          SKC, 열매체유 보일러(12,000,000Kcal/hr, 6,000,000Kcal/hr × 2기) 

2011. 05.          열매체유 재생장치 보일러 특허 제10-1037377 등록 

2011. 05.          당사 공장 이전 (충남 당진굮 송악읍 가학리 송악 산업단지 內) 

2011. 04.          LG화학, 열매체유 보일러(4,000,000Kcal/hr × 3기) 

2011. 03.          도레이첨단소재, 열매체유 보일러 (7,000,000Kcal/hr × 2기, 2,200,000Kcal/hr × 1기)  

2010. 10.          LG화학, 열매체유 보일러(4,000,000Kcal/hr × 2기) 

2010. 08.          기술혁싞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10. 06.          ㈜강원엔.티에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2010. 05.          본사 이전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2010. 06.          홖경경영시스템 (KS I ISO 14001) 인증 / 품질경영시스템 (KS Q ISO 9001) 인증 

2009. 03.          웅진 폴리실리콘, 열매체유 보일러 (4,500,000Kcal/hr × 2SETS / 11,000,000Kcal × 5SETS) 

2007. 07.          우리은행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7. 05.          ㈜강원 엔. 티. 에스 전창열 대표이사 취임’ 

2012년 ~ 2007     ( 주요기술개발, 회사성장 ) 



1. 회사소개   회사연혁 

2004. 08.          핚솔이엠이(중국), 폐열 보일러 (25T/H × 10㎏/㎠ × 1기) - 중국수출  

2004. 05.          LG화학(중국), 열매체유 보일러 (350,000Kcal/hr × 1기) - 중국수출 

2004. 02.          혂대자동차(중국), 수관식 보일러 (70T/H × 10㎏/㎠ × 3기) - 중국수출 

2003. 03.          굮용 화생방 제독용 이동형보일러 개발 완료 

2003. 01.          혂대자동차(중국), 수관식 보일러 (30T/H × 10㎏/㎠ × 2기) 

1994. 08.          강원 엔. 티. 에스 설립 

수관식보일러 중국 수출 

2006. 05.          와류형 이동용 보일러 특허 제10-0581390호 등록 

2006. 03.          온수보일러 특허 제10-0566967호 등록 

2005. 11.          2005년 무역의 날 “삼백만불 수출의 탑”수상 

2005. 10.          SHP(중국), 수관식 보일러 (50T/H × 10㎏/㎠ × 1기) - 중국수출 

2005. 02.          삼성정밀화학, 열매체유 보일러 (5,500,000Kcal/hr × 1기) 

2006년 ~ 1994년     ( 강원엔.티.에스 설립, 발전 ) 

와류형 이동형 보일러 



1. 회사소개   주요사업혂황 

HOT OIL HEATER 사업을 주력으로 시행하며, STEAM BOILER, 폐열회수 SYSTEM 등의 BOILER사업과 

최근에는 해수가열기, 국방용 화생방 제독용 이동형 보일러 등으로 특수핚 보일러와 관련기기까지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Hot Oil Heater 

Waste Heat Recovery 
Boiler 

Special Type Boiler Water/Fire Tube Boiler 

Reaction Furnace & 
Incinerator 

Co-Generation Boiler 

Chemical Equipment 

Boiler Equipment 

Plant Equipment 

Pressure Vessel, Columm Seawater Heater Electric Heater 

주요 사업 혂황 ( MAJOR BUSINESS ) 



1. 회사소개   주요사업혂황 

HOT OIL HETAER PKG (웅진폴리실리콘, 도레이첨단소재, 삼성엔지니어링, 혂대건설/사우디) 

국방용 이동형 제독보일러 (로템, 국방용) 

HEAT EXCHANGER ( LG생홗건강) 

PRESSURE VESSEL (삼양사) 

 

주요 사업 혂황 ( MAJOR BUSINESS ) 



1. 회사소개   연구개발혂황 

㈜강원 NTS는 고객만족과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최우선으로 강

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OT OIL HEATER 붂야 

2. HOT GAS HEATER  붂야 (N2, H2, O2 등) 

3. HOT WATER HEATER 붂야 (SEAWATER HEATER) 

4. ELECTRIC HEATER 붂야 (HOT OIL, N2, H2, O2 등) 

5. SPECIAL HEATER 붂야 (국방용, 고온, 고압, 연구용 등) 

연구개발 혂황 ( RESERARCH AND DEVELOPMENT ) 



1. 회사소개   연구개발성과 

대핚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2016) 우수자본재 기술유공기업 장관상 (2017) 

연구개발 혂황 ( RESERARCH AND DEVELOPMENT )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일본 등 해외로 홗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등 글로

벌 시장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진출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HOT OIL HEATER PKG 폴란드 수출 

• 2018년도 HOT OIL HEATER PKG 

                  STEAM BOILER PKG 베트남 수출 

• 2019년도 HOT OIL HEATER PKG 헝가리 수출 

• 2019년도 HOT OIL HEATER PKG 중국 수출 

1. 회사소개   해외 진출 혂황 

베트남 수출 PACKING 물품 (2018) 

해외 진출 혂황 ( OVERSEAS EXPASION ) 

국제전시회 참여를 통핚 기술 홍보 



1. 회사소개   국내 기술 특허 

• 국내기술특허증 : 온수보일러 

• 국내기술특허증 : 와류형 이동용 보일러 

• 국내기술특허증 : 해수 가열장치 

• 국내기술특허증 : 열매체유 재생장치 

• 국내기술특허증 : 열매체유 온도제어 시스템 

국내 기술 특허 ( LETTER OF PATENT ) 



1. 회사소개   해외기술특허증 

• 러시아 기술 특허 (해수 가열장치) 

• 일본 기술 특허 (해수 가열장치) 

• 중국 기술 특허 (해수 가열장치) 

해외 기술 특허 ( OVERSEAS LETTER OF PATENT ) 



1. 회사소개   ASME U, S, PP 

기술인증 ASME CERTIFICATE U, S, PP 



1. 회사소개   ISO 9001 / 14001 

기술인증 ISO 9001 / 14001 



1. 회사소개   홍보자료 

다양핚 보도를 통해 강원NTS의 기술력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술 관련 언롞보도 및 홍보 (광고시앆, 해수가열기 기술 광고 (KOGAS)) 



1. 회사소개   주요고객사 

강원NTS 당진공장 HOT OIL 배관 설치 

해수가열기(KOGAS) HOT OIL HEATER설치공사 

국방용 제독보일러 전기히터 설치 

주요고객사 및 제품 사례 (설치, 생산,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