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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1988년 설립 이 후, 산업용 공기조화기(HVA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글로벌 고객사들과

의 협력을 통하여 품질, 안전성 및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경쟁력을 강화 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께 종합적인 HVAC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근 ServeLine(서브라

인, 데이터센터 에어컨디션 시스템) 및 ProcessLine(프로세스라인, 폐열회수 집진·환기 시스템)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TE는 도전정신 및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최고품질 및 혁신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하

여 보다 나은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한 작업 환경 및 행복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약속 드리는 바 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Chief Executive Officer     Kim Yong Sub 

CEO 인사말 

2 



 

KTE 

© KOREA TECH ENGINEERING 

I. 회사소개 

II. 사업분야 

III. 고객현황 

IV. Contact Us 

3 



I.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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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현황 

Overview 

회사 연혁 

창업기 

ʹ88.07 • 코리아테크코퍼레이션 설립 

ʹ91.01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KTE 사옥 설립 

ʹ91.05 • HOVAL사와의 기술파트너쉽 구축 

ʹ95.02 •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설립 

ʹ95.03 • AME사와의 기술파트너쉽 구축 

ʹ95.10 • N.J. AXIVANE사와의 기술파트너쉽 구축 

ʹ95.12 • TEMPRITE사와의 기술파트너쉽 구축 

ʹ96.11 • HOVAL사 제품 국내 생산 개시 

성장기 

ʹ96.12 • 경기도 파주시 제1공장 준공(공조제품 생산) 

ʹ97.04 • AAON사와의 기술파트너쉽 구축 

ʹ97.08 • BERNER사와의 기술파트너쉽 구축 

ʹ99.05 • ISO 9002(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ʹ00.02 • 중소기업청(SMBA) 벤처기업 선정 

ʹ02.07 • 경기도 제2공장 설립 확장 이전(파주용인) 

ʹ03.10 • 중국 북경 수출 개시 

ʹ04.11 • 중국 북경고터스유한공사(BKTE) 설립 

ʹ09.11 • 제46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ʹ07.09 • 냉·난방 가스직화식공기조화기 생산 시작 

도약기 

ʹ10.09 • 현대자동차 제1차 협력회사 등록 

ʹ11.06 • 지진격리장치 및 기상장비 사업 개시 

ʹ13.05 • 기업부설연구소 (R&D센터) 설립 

ʹ13.10 • 베트남 하노이사무소(HKTE) 설립 

ʹ13.12 • 냉·난방 가스직화식공기조화기 개발 특허 취득 

ʹ14.11 • UAE, KOTEC GT 설립 ` 

회사 경쟁력 

• 회사명 :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설립일 : 1988년 7월 

• 대표이사 : 김용섭 

• 사업분야 : 산업용 냉·난방 및 환기(HVAC)시스템,  

                    폐열회수 열교환기 및 공기조화시스템 등 

• 본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공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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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도 

대표이사 

관리부 

경영지원팀 

총무팀 

재무회계팀 

기술영업부 

산업공조1팀 

산업공조2팀 

기상장비팀 

기업부설연구소 

공조기기 부문 

면진장치 부문 

기상장비 부문 

공사관리부 

공사관리팀 

A/S팀 

공장 

생산1팀 

생산2팀 

생산관리팀 

경영기획실 

KTE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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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사고와 행동 

 

 

 

 

 
Customer Satisfaction 

 

철저한 글로벌 현지화 

 

 

 

 

 

 
Glocalization 

열정과 패기의 도전정신 

 

 

 

 

 

지속적 대내외 신뢰도 제고 

 

 

 

 

 

3. KTE 경영이념 

경영이념 및 Vision 

KTE 
Vision 2020 

고객중심 

도전정신 신뢰경영 

글로벌화 

Challenge Credibility 

1 2 

4 3 

• 글로벌 경영 가속화 

• 해외 현지 기술력 제고 

• 해외 수출·매출 증대 

• 고객사 니즈 및 기대 부
응 

• 고객사 신뢰도 구축 

• 끊임없는 감동 전달 

• 혁신적인 창조정신 

• 창조적인 기업문화  

•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 전문성 강화 

• 경영투명성 유지 

•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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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 

국제영업 

관리 

기술영업 

재무·회계 

관리 

4. KTE 글로벌 현황 

KTE 해외 현황 

관리 

기술·공사관리 

기술영업 

생산 

재무·회계 

R&D 

기술영업 

기술·공사관리 

관리 

재무·회계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Seoul, Korea 

북경고터스유한공사 

 

Beijing, China 

Ha Noi KOTEC 

 

Ha Noi, Vietnam 

KOTEC GT 

 

Dubai,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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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ffice 현황 

서울 본사 

1991년 1월 KTE 사옥 준공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1  

타워크리스탈 빌딩 

우 135-280 

 

TEL. 02-554-0991 

FAX. 02-555-6385 

중국 북경 

#806 Loftel,  

No. 1  Huguang Mid-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PRC 

P.O. Box 100102 

베트남 하노이 

  #2.1, Kailash Bldg., Lot B21 

  Alley72, Tran Thai Tong St. 

  Dich Vong Ward,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2308, Mazaya Business Avenue 

BB1, Jumeirah Lake Towers, 

Dubai,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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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파트너 및 Office 현황 

 북경 

 두바이 

해외법인 

 하노이 

 부다페스트 

 리히텐슈타인 

 미국 

 캐나다 등 

해외 파트너사 

 

BKTE 

 

HKTE 

 

KTE 

KOTEC GT 

해외사무소 및 대표처 

4. KTE 글로벌 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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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현황 

공장 개요 공장 현장 사진 

• 설비시설 : 생산 기계설비 및 공장, 사무실 및 숙소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33-3 

• TEL : 031-322-4581 

• FAX : 031-322-4586 

 

 

` 
5. KTE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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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KTE(ʼ13) 

6. 인증현황 

등록, 특허 및 인허가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KTE(ʼ97) 

사업자등록증 

KTE(ʼ97) 

공장등록증 

KTE(ʼ02) 
ISO9001-KTE (KPC ʼ11) 

의장등록증 

(실내순환난방기) 

KTE(ʼ97)  

의장등록증 

(천정형유닛히터) 

KTE(ʼ97) 

ISO9001-KTE (KPC ʼ14) 

의장등록증 

(저온난방기) 

KTE(ʼ97) 

상표등록증 

KTE(ʼ98) 

특허증 

(수직형냉난방기) 

KTE(ʼ07) 

보일러 인가증 

Hoval(ʼ98) 

ISO 9001- 

Hoval(ʼ00) 

ISO 9001- 

Hoval(ʼ00) 
특허증 

(공기조화기) 

KTE (ʼ14) 

모범납세자 증명서 

KTE(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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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가열환기 및 분리기 

Hoval Unit(ʼ99) 

특허증 

(공기조화장치용 분사장치) 

Hoval(ʼ99) 

상표등록증 

(엑셀팬) 

KTE(ʼ97) 

ISO 9001- 

Hoval Unit (ʼ00) 

Russia, GOST-R 

가스직화식 공기조화기 

KTE(ʼ08) 

Russia, GOST-R 

Performance 

KTE(ʼ10)  

Russia, GOST-R 

품질 

KTE(ʼ08) 

Russia, GOST-R 

Hoval Unit 

KTE(ʼ08) 

Russia, GOST-R 

Hoval ISO 

KTE(ʼ08) 

Singapore, 

PSB 테스트리포트 

Axial Fan, 

KTE(ʼ11) 

KTL 시험성적서- 

Sound Lvl. 220V 50Hz 

엑셀팬 DA-1AT 

KTE(ʼ08) 

KTL 시험성적서- 

Specification 

엑셀팬 DA-1AT 

KTE(ʼ08) 

KTL 시험성적서- 

공기도달거리측정 

엑셀팬 DA-1AT 

KTE(ʼ11) 

KTL 시험성적서- 

진동 

엑셀팬 DA200S, 

KTE(ʼ12) 

KTL 시험성적서- 

Duration(250℃) 

엑셀팬 DA200S, 

KTE(ʼ09) 

KTL 시험성적서- 

Sound Lvl. 220V 50,60Hz 

엑셀팬 DA200S 

KTE(ʼ08) 

KTL 시험성적서- 

Sound Lvl. 230V 50Hz 

엑셀팬 DA200S 

KTE(ʼ08) 

KTL 시험성적서- 

Specification 

엑셀팬 DA200S 

KTE(ʼ08) 

등록, 특허 및 인허가 현황 

6. 인증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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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영역 

제품 및 서비스 현황 

서비스 (Services) 제품 (Products) 

• KTE는 국내외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종합적인 HVAC 

솔루션 제공을 위해 다양한 HVAC 및 공기정화시스템을 

최초단계인 설계부터 제조, 판매 및 시공 후 유지보수까지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Services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진단 

필터 청소, 수리 

및 교환 

안전 검사 및  

솔루션 제공 

AHU 중앙제어 

설비 시공 

AHU 제거 및  

이설 시공 

현장 담당자  

안전교육  

• KTE는 제품 판매 이 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진단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A/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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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KTE Unit_①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Direct Gas Fired AHU)_난방 

현장 설치 현황 제품 사양 

•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AHU)는 산업용 건축물 대공간 실내 

부압 관련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장비로, 신선외기의 도입으로 

양압조성에 의한 외부 먼지 등 오염원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 또한 실내온도의 성층현상을 배제하여 전체 난방에 

효과적입니다. ` 

모델명 
구분 

풍량 
(㎥/h) 

난방열량 
(Kcal/h) 

송풍기  
정압 

(mmAq) 

가스소모량  
(㎥/h) 사이즈 

(mm) 

Max. 
In-

Operation 

TDA-030 30,000  375,000  40  38  23  
1,900(L) 

3,830(W) 
1,600(H) 

TDA-060 60,000  625,000  40  64  38  
2,600(L) 

4,320(W) 
1,950(H) 

TDA-080 80,000  812,500  40  83  50  
2,750(L) 

4,600(W) 
2,130(H) 

TDA-090 90,000  937,500  40  96  57  
3,000(L) 

5,520(W) 
2,430(H) 

TDA-120 120,000 1,250,000 60 120 87 
6,400(L) 

3,200(W) 
3,500(H) 

실외형 산업용 가스 직화식 난방 AHU (열원 : LNG) 

실내형 산업용 가스 직화식 난방 AHU (열원 :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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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Unit_①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Direct Gas Fired AHU)_냉·난방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KTE는 산업용 건축시설에 효과적인 난방 및 냉방이 동시에 

가능한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AHU)를 최초로 개발하여 

한국 및 중국에 특허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국내외 

고객사에 활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 

모델명 

구분 
풍량 

(㎥/h) 
난방열량 

(Kcal/h) 
냉방열량 

(Kcal/h) 

송풍기 

정압 

(mmAq) 

가스소모량  

(㎥/h) 
사이즈 

(mm) 

최대 운전 

TDA- 

060C 
60,000  625,000  200,000  55  64  38  

2,800(L) 

6,020(W) 

2,050(H) 

TDA- 

080C 
80,000  812,500  200,000  55  83  50  

2,900(L) 

6,120(W) 

2,050(H) 

TDA- 

090C 
90,000  937,500  200,000  55  96  57  

3,600(L) 

6,180(W) 

2,300(H) 

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계속) 

산업용 가스 직화식 냉·난방 AHU (열원 : LNG / 냉원 : Water Chiller) 

글로벌품질센터 가스 직화식 냉·난방 AHU (열원 : LNG / 냉원 : Water C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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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E의 에어커튼 및 도어히터는 공장 및 물류창고, 상용빌딩, 

저온창고 등의 출입문 상부 및 측부에 설치하여, 실내외 

온도차이에 따른 실내부하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생산현장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다목적 공기조화기 입니다. 

KTE Unit_② 에너지 절약 공기조화기_에어커튼 및 도어히터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Air Curtain 

모델명 풍량 (m3/h)  모터사양 (KW) 

AC - 10 10,000 0.6 * 2 EA 

AC - 20 20,000 1.2 * 2 EA 

AC - 30 30,000 3.75 * 2 EA 

AC - 40 40,000 4.25 * 2 EA 

AC - 50 50,000 5.5 * 2 EA 

Door Heater 

모델명 풍량 (m3/h) 열량 (Kcal/h) 모터사양 (KW) 

DH - 10 10,000 187,500 0.6 * 2 EA 

DH - 20 20,000 250,000 1.2 * 2 EA 

DH - 30 30,000 375,000 3.75 * 2 EA 

DH - 40 40,000 437,500 4.25 * 2 EA 

DH - 50 50,000 500,000 5.5 * 2 EA 

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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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 KOREA TECH ENGINEERING 

KTE Unit_③ 주차시설 환기 팬_Excel Fan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일반적으로 아파트, 백화점, 쇼핑몰 및 기타 지하 

주차시설은 반 밀폐된 공간으로서 먼지누적, CO 및 NOx 등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 누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KTE의 

주차시설 환기 팬은 적절한 환기를 경제적으로 공급하여 

효과적인 환기를 실현합니다. ` 

모델 구분 DA-1AT DA-200S 

풍량(㎥/h) 
CMM 21 32 

CMH 1,260 1,920 

RPM 2,910 2,910 

공기흐름속도(CMM) 630 960(±10%) 

환기면적(㎡) 218-310 332-472 

노즐(㎜) 175 190 

속도(㎧) 14.6 18.2 

전력 Input(w) 130 185 

컨덴서(㎌) 5.0 9.0 

소음(2m) 50dBA 58dBA 

사이즈(㎜) 885 x 273 1,058 x 330 

N.Weight(㎏) 16.3 24.5 

S.Weight(㎏) 17.0 25.5 

Air throw(m) 30 45 

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계속) 

Fire Smoke CFD 시뮬레이션 

(화재/화염 스모그배출) 

CO Concentration CFD 시뮬레이션 

(일산화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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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 KOREA TECH ENGINEERING 

KTE Unit_④ 항온항습 컨트롤 시스템(Thermo-Hygrostat System) 

제품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KTE는 2006년부터 연구용 설비 시설 내에 항온항습 컨트롤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일정한 온습도 조정을 

통해 고객사의 시험 및 연구장비 등에 적합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 

모델명 

구분 
냉방Capa 

(kW) 
난방Capa 

(kW) 
가습Capa 

(Kg/h) 
규격 

15E1 17.0 9.0 5.0 S3 

22E1 22.3 9.0 5.0 S4 

24E1 26.2 9.0 5.0 S5 

24E2 26.0 9.0 5.0 S5 

30E1 31.5 13.5 8.0 S6 

30E2 31.0 13.5 8.0 S6 

36E1 36.9 13.5 8.0 S6 

36E2 36.9 13.5 8.0 S6 

40E1 41.9 13.5 8.0 S7 

40E2 41.9 13.5 8.0 S7 

40E2 45.2 13.5 15.0 S8 

45E2 45.1 18.0 10.0 S4+S4 

50E2 52.2 18.0 15.0 S8 

51E2 52.4 18.0 10.0 S5+S5 

52E2 60.1 18.0 15.0 S9 

63E2 63.1 22.5 13.0 S5+S6 

73E2 73.8 27.0 16.0 S6+S6 

74E2 78.5 18.0 15.0 S9 

79E2 78.8 27.0 16.0 S6+S7 

92E2 83.8 27.0 16.0 S7+S7 

88E2 93.5 18.0 15.0 S10 

Up flow with 

plenum(선택) 

Down flow Unit 

Remote air cooled 

condenser 

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계속) 

사이즈 

구분 

W 

(㎜) 
D 

(㎜) 
H1 

(㎜) 
H2 

(㎜) 

S0 645 410 1820 410 

S1 645 645 1930 490 

S2 755 645 1930 490 

S3 900 860 1950 510 

S4 1105 840 1930 490 

S5 1250 860 1950 510 

S6 1360 860 1950 510 

S7 1750 860 1950 510 

S8 2210 860 1950 510 

S9 2680 860 1950 510 

S10 3415 900 1950 510 

성능(Performance) 규격(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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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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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Unit_⑤ 산업용 가스 히터기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KTE는 산업용 가스 히터기 제품을 고객사 생산시설 및 공장 

사무동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효과적인 난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명 EUGEN S20  

풍량 (m3/h) 1,860 

난방열량 (Kw) 22 

모터 (130w) 130 

설치 높이 (m) 4.5 ~ 5 m  

1차 가스정압 9.3 mbr ( 0.9765 pa)  

1차 전력공급 220 v, 50 HZ  

가스소모량 (m3/h) 2.34 

` 

산업용 가스 히터기 

(EUGEN S20) 

정면사진 

측면사진 ① 측면사진 ② 

생산 및 공장 사무동 설치 현황 

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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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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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Unit_⑥ 산업용 배기 팬_Exhaust Fan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KTE의 산업용 배기팬은 공장 및 기타 물류시설 내부 공기 

배출을 위한 배기(Exhaust) 솔루션으로서 보다 나은 작업 및 

생산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공기조화설비입니다. 

• 당사는 산업용 배기팬 도면 제작 부터 설치 시공까지 

고객사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설계, 제작 및 공급, 설치 

및 중앙제어, 시운전 및 운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인입방식 실내에서 실외로 배출 

설치 실내설치 및 트러스 상부 설치 

최대배기량 

15,900 CMH 

21,600 CMH 

27,000 CMH 

정압 

20 mmAq,  

25 mmAq,  

20 mmAq 

전력 380V / 3ph / 50hz 

설계 수평형l 

모터사양 전밀폐형 TEFC 

모터용량KW) 2.2 KW,3.7KW,3.7KW 

전동방식 밸트전동 

응용 공장배기 

덕트 배기팬 상부 혹은 측면 산업용 Exhaust Fan (실외 배출) 

2. Products_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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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 KOREA TECH ENGINEERING 

HOVAL Unit_① Indoor Climate System “RoofVent® LHKW”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RoofVent®  LHKW는 RoofVent®  LHW와 디자인 측면에서 

매우 흡사하나, 냉방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급기는 코일(Coil)를 통과하여 요구되는 온도로 취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Roof Type 냉·난방 환기 Unit 

 

• 난방(보일러시스템) 

• 냉방(수냉각기) 

• 재순환(Recirculation) 

• 배기(Extract air removal) 

• 에너지 재생(Energy recovery) 

• 에어인젝터를 통한 공기분배 

  (Air distribution with Air-Injector) 

• 에어인젝터(Air-Injector) 

• 공기정화(Air filtration) 

모델 구분 LHKW-5 LHKW-8 LHKW-10 

풍량(㎥/h) 5,000 8,000 10,000 

난방열량(kcal/h) Up to 55,087 Up to 116,470 Up to 143,496 

냉방열량(kcal/h) Up to 39,465 Up to 79,619 Up to 98,203 

도달면적(m x m) 21 x 21 26 x 26 32 x 32 

중량(㎏) 521 744 758 

3. Product_H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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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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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Unit_① Indoor Climate System “RoofVent®  LHW” 

Description 제품사양(Specification) 

• RoofVent® 는 신선한 외기 공급과 동시에 배기가 가능한 

환기장치(Ventilation Unit) 입니다. 

• 컴팩트하면서 경량으로 설계된 점과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복합적인 폐열회수가 가능한 장치 입니다. 

• RoofVent®  LHW는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를 

통해 교류되면서 배기열을 회수하게 됩니다. 

• 또한 급기 및 배기를 분배 조절 기능에 따라 균일하게 

공기조화가 가능한 장치 입니다. 

환기(Ventilation) 
 

• 신선한 외기를 실내로 공급하며, 오염된 공
기를 실외로 배출 

 

• 난방 및 에너지 재생은 난방 수요에 따라 조
절이 가능 

재순환(Recirculation) 
 
• 신선한 외기가 필요 없을 시 난방을 대체하
여 재순환모드 사용 가능 

 

• 이를 통해 비용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 

  (예. 야간시간 또는 오전시간 예열 시) 

Roof Type 난방 환기 Unit 

 

• 난방 (보일러시스템) 

• 신선한 공기 공급 

• 재순환(Recirculation) 

• 배기(Extract air removal) 

• 에너지 재생(Energy recovery) 

• 에어인젝터를 통한 공기분배 

  (Air distribution with Air-Injector) 

• 에어인젝터(Air-Injector) 

• 공기정화(Air filtration) 

모델 구분 LHW-5 LHW-8 LHW-10 

풍량(㎥/h) 5,000 8,000 10,000 

난방열량(kcal/h) Up to 55,087 Up to 116,470 Up to 143,496 

냉방열량(kcal/h) - - - 

도달면적(m x m) 21 x 21 26 x 26 32 x 32 

중량(㎏) 491 692 706 

3. Product_HOVAL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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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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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TopVent®  DKV또한 DHV 모델과 함께 여러 분야의 대공간에 

활용도가 높은 HVAC 솔루션입니다. 

• 국내에는 대형 마트, 유통 및 물류센터 등에 공급되어 왔으며, 

해외에서는 대형 기차역 등에 설치해왔습니다. 

• TopVent®  DKV 는 TopVent®  DHV와 재순환 기능면에서는 

비슷하게 설계되었으나, 난방 뿐만이 아니라 냉방도 가능한 

장치로서, 큰 차이점으로는 응축 분리기(built-in condensate 

separator)가 장착되어 있으며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구분 DKV-5 DKV-10 

풍량(㎥/h) 4,100 10,000 

난방열량(kcal/h) Up to 68,545 Up to 143,396 

냉방열량(kcal/h) Up to 39,465 Up to 98,203 

도달면적(m x m) 19 x 19 32 x 32 

중량(㎏) 139 210 

천정부착형 실내순환 냉·난방 Unit 

 

• 난방 (보일러시스템) 

• 냉방 (수냉각기) 

• 재순환(Recirculation) 

• 에너지 재생(Energy recovery) 

• 에어인젝터를 통한 공기분배 

  (Air distribution with Air-Injector) 

• 에어인젝터(Air-Injector) 

• 공기정화(Air filtration) 

HOVAL Unit_② Indoor Climate System “TopVent® DKV” 

대형 마트 체육시설 

대형 물류센터 유럽 기차역 

3. Product_HOVAL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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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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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Unit_② Indoor Climate System “TopVent® DHV” 

3. Product_HOVAL (계속)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3종류 사이즈, 투스피드 팬(two-speed fan), 차별적인 

난방열원 및 기타 부품들에 기반하여 어떠한 대형 

공간에서도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정한 열원(스팀, 

전기난방, 코일) 또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TopVent®  DHV는 높은 층고의 실내를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난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로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낮은 초기투자비와 함께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모델 구분 DHV-5 DHV-10 

풍량(㎥/h) 5,000 10,000 

난방열량(kcal/h) Up to 55,087 Up to 143,396 

냉방열량(kcal/h) - - 

도달면적(m x m) 19 x 19 32 x 32 

중량(㎏) 95 152 

천정부착형 실내순환 난방 Unit 

 

• 난방(보일러시스템) 

• 재순환(Recirculation) 

• 에너지 재생(Energy Recovery) 

• 에어인젝터를 통한 공기분배 

  (Air distribution with Air-Injector) 

• 에어인젝터(Air-Injector) 

• 공기정화(Air filtration) 

25 



II.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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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Unit_③ Indoor Climate System “에어인젝터(Air Injector)” 

현장 설치 현황 제품사양(Specification) 

 

• HOVAL 에어인젝터(Air-Injector)는 급기의 온도, 풍량 

변화에도 기류에 의한 불쾌감 없이(Draught-free) 균일한 

기류를 공급합니다. 

• 층고가 높은 공장, 체육관, Hall Lobby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3. Product_HOVAL (계속) 

모델 구분 3 10 

풍량(㎥/h) 3,000 10,000 

설치 높이(m) Max 8.5 13.0 

소음(dBA) Max 65 69 

도달면적(m x m) Max 17 x 17 32 x 32 

중량(㎏) 34 65 

DUCT 부착형 에어컨트롤 Unit 

 

• 난방(Heating) 

• 냉방(Cooling)  

• 재순환(Recirculation) 

• 에너지 재생(Energy Recovery) 

• 에어인젝터에 의한 공기분배 

   (Air distribution with Air-Injector) 

• 공기정화(Air filtration) 

난방급기의 비중이 

실내 공기의 비중보

다 낮아, 베인 각도를 

줄여 수직하강 취출 

베인의 각도는 도달거

리와 풍량에 따라 결정 

 

 

냉방급기의 비중이 실

내 공기의 비중보다 높

아 베인각도를 최대로 

하여 수평 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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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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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Unit_④ HOVAL PWT Heat Exchanger_“알루미늄 판형 전열교환기” 

HOVAL 판형 열교환기 제품사양(Specification) 

• HOVAL 판형 열교환기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판에 의해 

분리된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Cross Flow 형태로 접촉하게 

되나, 급기와 배기가 열교환판으로 나누어져 혼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조화시스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기능에 사용되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 HOVAL 판형 열교환기는 건조(Dry) 효율이 80 %이상으로서, 

Couner-Flow 열교환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 또한 컴팩트한 디자인을 통해 공간절약이 가능하여 

공기조화설비시스템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길이(m) 0.4-2.4m 

넓이(m) 0.2-3.0m 

풍량(㎥/h) 500-100,000 

인증현황 
• Eurovent Certified 

• Hygiene Certified 

장점 

• 높은 열회수 효율 

• 기류혼합이 없어 오염물질 배제 

• CO2 배출 감소 

• 건조(Dry) 효율 80% 이상 

• 컴팩트한 디자인 

• Damper 및 Bypass 장착 

3. Product_HOVAL (계속) 

판형 열교환기 

(PWT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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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Unit_④ HOVAL PWT Heat Exchanger_공급·시공 Case Study 

H사 풍력발전설비 냉방(Cooling)시스템 

• 당사의 풍력 터빈 나셀(Nacelle) 냉각시스템은 해안에 위치한 풍력발전설비 특성상 염도가 높은 외기의 침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내부 열을 매스 트랜스퍼(Mass Transfer) 없이 외부로 소멸시키기 위한 솔루션 입니다. 

• 당사는 H사의 국내 풍력발전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냉각시스템을 공급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입니다. 

< 프로젝트 > 

 

2012년 H사 풍력터빈  

나셀(Nacelle) 냉각 시스템 및 모터 공급 

 

 

• 현장 : 한국 

• 냉방시스템 : HOVAL PWT 열교환기 

• 모터 : 독일 

• HVAC 프로젝트매니저 : KTE 

• 목표 유지온도 :  45℃ 이하 

3. Product_HOVAL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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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Unit_⑤ 시스템 솔루션 “HOVAL ServeLine_데이터센터 A/C System” 

② 103 kW ① 120 kW 

• 냉방 Capa : 실내 급기 24°C / 배기 38°C (delta T = 14 K) 

• 외부 온도 17°C 까지 100% Indirect Free Cooling 가능 

• 외부 온도 26°C / 40%r.H 까지 Adiabatic Cooling 가능  

  (기계설비에 의한 냉방 불필요) 

• 급기 풍량 : 25.750 m³/h 

• 냉방 Capa : 실내 급기 21°C  / 배기 33°C (delta T = 12 K) 

• 외부 온도 15°C 까지 100% Indirect Free Cooling 가능 

• 외부 온도 24°C / 40%r.H 까지 Adiabatic Cooling 가능  

   (기계설비에 의한 냉방 불필요) 

• 급기 풍량 : 25.750 m³/h 

3. Product_HOVAL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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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스템 HOVAL ServeLine 

• HOVAL 서브라인은 IT, 통신 및 금융사(은행, 증권, 보험)와 같이 빅데이터를 저장 및 유통시키는 핵심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냉방 및 공기조화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간접 냉방을 사용하거나, 신선 외기가 필요 없을 시 Adiabatic 냉방(또는 기계적 냉방)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에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연간가동시간(h) 연간가동시간(h) 

신선 외기온도(℃) 신선 외기온도(℃) 
무료 냉방(Free Cooling) 

단열적 냉방(Adiabatic Cooling) 

혼합 냉방(Adiabatic + Mechanical) 

무료 냉방(Free Cooling) 

단열적 냉방(Adiabatic Cooling) 

혼합 냉방(Adiabatic + Mechanical) 

HOVAL Unit_⑤ 시스템 솔루션 “HOVAL ServeLine_데이터센터 A/C System” (계속) 

3. Product_HOVAL (계속) 

• Free 간접식 냉방 : 연간 총 운전의 약 85% (외기온도 18℃까지) 

• 단열식(Adiabatic) 냉방 : 연간 총 운전의 약 12% (외기온도 27℃까지) 

• 혼합식 냉방(Adiabatic+Mechanical) : 연간 총 운전의 약 3% 

• Free 간접식 냉방: 연간 총 운전의 약 11% 

• 단열식(Adiabatic) 냉방 : 연간 총 운전의 약 53% 

• 혼합식 냉방(Adiabatic+Mechanical) : 연간 총 운전의 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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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ProcessLine_폐열회수 집진·환기시스템 

HOVAL Unit_⑥ 시스템 솔루션 “HOVAL ProcessLine” 

Process Vent 

신선한 외기 도입, 배기 처리 및 

Process Air를 통한 열회수 기능 

• 냉·난방 코일 

• 덕트 / Displacement flow ventilation 

outlet을 통한 급기 공급 

• 용이한 유지관리 

• 폐열회수컨트롤이 부착된 

부식방지 및 기름밀폐형 판형 

열교환기 

 

ProcessClean mix 

고성능 Wet Seperator 

• 공간절약가능 및 장기 제품수명 

• 각 종 폐기물에 최적화된 

집진시스템 

• 막힘현상이 없는 필터 및 견고한 

이물질 흡입율 

• Simple & Dust-free 유지관리 

• 가연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을 

내포한  배기 배출을 위한 가장 

안전한 솔루션 

ProcessClean dry 

고성능 Dry Seperator 

• 공간절약가능 및 장기 제품수명 

• 각 종 폐기물에 최적화된 

집진시스템 

• 1차 집진을 통한 마모현상 방지 

• 장기 제품수명(약 8년, 3Shift) 

• Jet-pulse 클리닝시스템 

• 용이한 유지관리  

• 높은 안전성 

RoofVent / TopVent 

높은 효율성의 A/C 

• 실내공기 폐열회수 

• 생산·조립공정시설 환기 

• 저장시설 냉난방 재순환 

• 균일한 공조(높은 효율성) 

ProcessClean oil 

고성능 Dry Seperator 

• 공간절약형 

• 각 종 폐기물에 최적화된 

집진시스템 

• 마모현상 방지(1차집진) 

• 오랜 사용기간(약 8년, 3Shift) 

• Jet-pulse 클리닝시스템 

• 용이한 유지관리 및 높은 

안전성 

ProcessNet 

전체 시스템 컨트롤 

• Max. 에너지 효율성 확보 

• 비쥬얼화 

• I&C 컴포넌트(Ready-to-

connect)에 따른 신속하고 

쉬운 사용방법 

• 용이한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3. Product_HOVAL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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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ProcessLine 유형 제품사양(Specification) 

• 상기와 같이 금속 절단·가공 또는 용접 시 발생되는 오염원으로 

폐열·관련 이물질을 재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대체합니다. 

• 폐열 속에 있는 가스, 분진, 유기용제 및 수분 등의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순수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높은 경제성과 탁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HOVAL ProcessLine은 적용의 다양성, 기능화된 신기술 및 

에너지 최적화 운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성이 

높은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입니다. 

 

HOVAL Unit_⑥ 시스템 솔루션 “HOVAL ProcessLine” (계속) 

3. Product_HOVAL (계속) 

ProcessClean Oil 
오일/유화분무 집진기 

(오일정제 공정용) 

ProcessClean Dry 

건식 필터 집진기 

(정제건조용 공정) 

ProcessClean Mix 

습식 필터 집진기 

(정제혼합용 공정) ProcessVent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생산(절단/가공/용접)  공정 시 폐열(이물질) 회수 및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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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rvices 

Before 

KTE는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각 현장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HVAC 디자인 

및 솔루션 진단을 제공합니다. 

 

• 사전 현장 방문 

• 현장 구조 및 특징 확인 

• 제품 결정 

• CAD 디자인 

• Q&A 

 

KTE 서비스 현황 

During 

KTE의 기술·생산·시공분야  

전문가를 통해 고객사의 주문 

제작부터 납품 및 최종 설치까지  

순조로운 Process를 제공합니다. 

  

• 주문 후 공장 생산 시작 

• 프로젝트 관리 

• 고객사 현장관리담당자 협의 

• 제품 납품 

• 시공 및 시운전 

• 제품 운전 및 안전관리 교육 

After 

KTE의 A/S 전문가들은 

제품 시공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 사후 현장 방문 

• 안전점검 및 솔루션 제공 

• 부품교체 

• 이설 또는 제거작업 

• 유지보수관리 

• 기타 관련 서비스 

1 

2 

3 

After During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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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stomers 

글로벌 고객사 현황 

글로벌 리딩 고객사 현황 

• 당사는 1980년 대 창업 이래 약 26년 간 상기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용 HVAC 업계 내 견실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 당사는 기존 고객사 뿐 만이 아니라 향후  고객사와도 함께 협력적인 태도로 상호 이익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을 

기꺼이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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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및 냉난방 AHU) 

• 현장명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 연면적 : 203,694.00㎡ 

• 현대자동차 핵심 단일공장으로 5개의 

독립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3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며 하루평균 

5,000대 이상의 완성차 생산  

 

• 약 385대 납품·설치 

제품명 

의장1공장 TDA-030 / 080 /120 

의장2공장 TDA-035 / 080  

의장3공장 1차 TDA-120  

베르나공장 TDA-060 / 070 / 080 

디젤엔진공장 TDA-030 

시설자재통합창고 TDA-060 / 120 

차체1공장 TDA-060C 

차체2공장 TDA-060C 

차체4공장 TDA-060C 

기타  TDA-030~12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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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 현장명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 연면적 : 372,129.83㎡ 

• 연간 3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 

• 총 26대 납품·설치 

 제품명 

인주공장 TDA-030 / 060 / 080 / 120 

출고센터 TDA-020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 현장명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 연면적 : 57,719.07㎡ 

• 독자 모델 대형트럭, 버스의 개발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가능한 독립 생산시스

템 보유  

 

 

제품명 

트럭1공장 TDA-080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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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 현장명 : 북경현대차 1공장 

• 위치 : 중국 북경 

• 연면적 : 660,000㎡ 

• 총 45대 납품·설치 

제품명 

의장/차체/엔진/PDI TDA-120 / 080 

북경현대기아자동차유한공사 북경 1, 2, 3공장 

• 현장명 : 북경현대차 2공장 

• 위치 : 중국 북경 

• 연면적 : 1,050,450㎡ 

• 총 69대 납품·설치 

• 현장명 : 북경현대차 3공장 

• 위치 : 중국 북경 

• 연면적 : 102,847.60㎡ 

• 총 68대 납품·설치 

제품명 

의장/차체/엔진/PDI TDA-080 

제품명 

의장/차체/엔진/PDI TDA-080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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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및 냉난방 AHU) 

중국 산둥성 일조 현대위아 

• 현장명 : 중국 일조 현대위아 1, 2, 3공장 

• 위치 : 중국 산둥성 일조시  

• 연면적 : 90,000.30㎡ 

• 총 50대 납품·설치 

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및 냉난방 AHU) 

중국 산둥성 일조 현대파워텍 

• 현장명 : 중국 일조 현대파워텍 1, 2공장 

• 위치 : 중국 산둥성 일조시  

• 연면적 : 22,809.92㎡(1단계) 

               29,553.72㎡(2단계) 

• 총 19대 납품·설치 

제품명 

1공장 TDA-080 

2공장 TDA-080/080C 

제품명 

1공장 엔진 TDA-080 

2공장 엔진/소재 TDA-080 

3공장 엔진/소재 TDA-045/051/080 

4공장 TDA-080C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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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중국 산둥성 일조 현대다이모스 

• 현장명 : 중국 일조 다이모스 1공장 

• 위치 : 중국 산둥성 일조시  

• 총 3대 납품·설치 

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중국 사천성 자양 현대다이모스 

• 현장명 : 중국 사천 다이모스 신축

공장 

• 위치 : 중국 사천성 자양시 

• 총 5대 납품·설치 

제품명 

1공장  TDA-080 

제품명 

신축공장 TDA-050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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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 냉난방 AHU) 

• 현장명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 연면적 : 1,065,667.03㎡ 

• 연간 65만대 생산 Capa 보유 

• 총 36대 납품·설치 

 
제품명 

상용차체 TDA-070  

감마엔진 TDA-090 

조립2공장 TDA-120 

람다엔진공장 TDA-065 / 090 

품질관리센터 TDA-075C 

누우엔진공장 TDA-075C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 현장명 :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 대지면적 : 229,578.29㎡ 

• 70년대 기아자동차의 출발점이자 최고급 승용차 및 RV차량 

생산기지 내 KTE 가스 직화식 AHU 공급 

 
제품명 

금형구동 TDA-036 / 060 

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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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중국 동풍열달기아차유한공사 제3공장 

• 현장명 : 중국 염성 기아차 3공장 

• 위치 : 중국 강소성 염성시  

• 연면적 : 289,369.00㎡ 

• 총 26대 납품·설치 

 

KTE 가스 직화식 공기조화기 (난방 AHU) 

중국 강소모비스 제3공장 

• 현장명 : 중국 염성 모비스 3공장 

• 위치 : 중국 강소성 염성시  

• 현대모비스의 첫 해외공장으로 3대 핵

심모듈 및 인패널램프 생산 중 

• 총 4대 납품 및 설치 

 제품명 

3공장 TDA-080 

제품명 

3공장 의장/차체/엔진 TDA-080 

2. 주요 프로젝트_Gas Direct Fired AH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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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RoofVent®  LHKW 

• 현장명 : 헝가리 한국타이어 공장 

• 위치 : 헝가리 라찰마스 

• 대지면적 : 456,700.03㎡ 

• 2006년 준공 이후 3차에 걸친 증설 실

시로 인해 현재 Capa 약 1,700만본 생

산가능 

• LHKW 총 240대 납품·설치 

 

 

제품명 

1차 준공 RoofVent®  LHKW 

2차 증설 RoofVent®  LHKW 

3차 증설 RoofVent®  LHKW 

한국타이어 헝가리 라찰마스 공장 

3. 주요 프로젝트_Indoor Clim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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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RoofVent®  LHW / TopVent®  DHV / TopVent®  ZH 

• 현장명 : 러시아 Ruza LG전자공장 

• 위치 : 러시아 모스크바 루자 

• 연면적 : 2만 5,000평 

• LHW/DHV/ZH 총 82대 납품·설치 

제품명 

Ruza 공장 

RoofVent®  LHW 

TopVent®  DKV 

TopVent®  ZH 

LG전자 러시아 Ruza 공장 

• 현장명 : 러시아 Kaluga 삼성 TV 공장 

• 위치 : 러시아 깔루가주 보르시노 

• 연면적 : 15만평 

• LH / ZH 약 150대 납품·설치 

 

HOVAL RoofVent®  LH / ZH 

삼성전자 러시아 Kaluga 공장 

제품명 

Kaluga 공장 RoofVent®  LH/ZH 

3. 주요 프로젝트_Indoor Climate Syste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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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L TopVent®  DKV 

• 현장명 : 넥센타이어 창녕 2공장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연면적 : 114,064㎡ 

• DKV 총 16대 납품·설치 

제품명 

창녕공장 1차 RoofVent®  LHKW 

창녕공장 2차 TopVent®  DKV 

넥센타이어 창녕 제2공장 

• 현장명 : KAI 사천 & 산청 공장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 연면적 : 8,000평 

• LH / ZH 약 130대 납품·설치 

 

HOVAL RoofVent®  LHW 및 TopVent®  DKV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 산청공장 

제품명 

사천공장 
RoofVent®  LHKW 

TopVent®  DKV 

3. 주요 프로젝트_Indoor Climate Syste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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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명 : 한국보그워너 TS 자동차부품공장 

• 위치 : 충청북도 진천 

• 연면적 : 16,921㎡ 

• TopVent DKV 총 39대 납품·설치 

HOVAL TopVent®  DKV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충북공장 

HOVAL RoofVent®  LHKW / TopVent®  DKV 

• 현장명 : 현대다이모스 서산공장 

                 (동희오토)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 연면적 : 120,892.28㎡ 

• LHKW / DKV 약 230대 납품·설치 

 

      제품명 

변속기동 RoofVent®  LHKW 

신규 변속기동 RoofVent®  LHKW 

신규 변속기동 TopVent®  DKV 

현대다이모스 서산공장 

제품명 

충북 공장 TopVent®  DKV 

3. 주요 프로젝트_Indoor Climate Syste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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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서울 본사 

Tel. +82 2 567 2580 

Fax +82 2 555 6385 

Email info@koteceng.com 

중국 

Tel. +86 10 6475 7377 

Fax +86 10 6475 3342 

Email nanyingzhe@bkte.com.cn 

베트남 

Tel. +84 4 3200 6939 

Fax +84 4 3200 6939 

Email baeeo@hanmail.net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Tel. +36 30 919 4991 

Email info@kotecgt.com 

Contac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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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객 여러분들에 대한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의 헌신과 약속 

업계 최고의 산업용 HVAC 시스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최적화된 생산·작업환경 솔루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이익과 성공을 함께 도모하는  

신뢰 할만한 HVAC 솔루션 파트너.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This presentation has been prepared by Korea Tech Engineering Co., Ltd. for informational introduction purposes 

only.  This presentation is produced solely for the specified recipient and its internal use. This presentation may 

not be transmitted, reproduced or made available to any other perso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to KTE and may not be disclosed to third parties or duplicated or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for which it has been provided. Any unauthorized use, duplication or disclosure of 

this presentation is prohibited by law. You should assume that the information appearing in this presentation is 

accurate only as of the date hereof or as specifically indicated herein. 

 

ⓒ Korea Tech Engineer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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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1 

타워크리스탈빌딩 우135-280 

TEL 02-554-0991 

FAX 02-555-6385 

Pleasant Air, Healthy Atmosphere & Smart Work Environment 

공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33-3 

TEL 031-322-4582 

FAX 031-322-4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