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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기업
동양티피티
1991년 전기안전관리 사업을 시작한 DUON은 기
타 안전분야로 영역을 점차 확장해나가며 국내 최
대의 Maintenance회사로 발전하였습니다. 2004
년에는 선진형 Building 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D U O N
H i s t o r y
1991. 5
6

동양 TPT 설립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등록

종합 FM기업으로의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2009

1997. 8

동양전기설계㈜, 동양전기설비㈜ 흡수 합병

년에는 Energy 분야에 진출하여 2010년 2012년

1999. 5

원앤원산업개발㈜설립

국내 에너지 Consulting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

2004. 5

㈜두온FM설립

다.

2006. 9

전기안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2009. 10
2012년 부터는 기존 영업 Infra와 네크워크를 활

2010. 6

용하여 당사 사업의 Synergy를 최대화 하기 위하

10

여 Energy Saving 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여 차열페인트 ‘Adgreencoat’와 같은 다양
한 상품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안전분야, 에너지진단분야 국내 1
위로서 관계 사업으로 영향력을 점차 늘려가
고 있으며, 2020년 국내 FM기업 1위를 목표
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2. 5
12
2014. 1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ESCO기관 등록

전기설비
전자설비

㈜두온에너지원 설립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 경기지사 설립
서울 강남지사 설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여 – 최우수에너지진단업체
에너지진단/ ESCO 1종 상향전환

2

Adgreencoat 경향하우징페어 박람회 참가

4

두온에너지원. 日 NCK社 어드그린코트 국내 제조사업을

통신설비

위한 MOU체결
2015. 1

두온에너지원 Adgreencoat국내 독점 사업권 획득

전기설비

UNICLEANING
전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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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클리닝 프로세스

DUON One stop total service

UNI-

CLEANING
무정전 활선 절연보강 클리닝 - 유니클리닝
전기, 에너지 전문 기업 두온은 1991년 창립이래 전기,
소방,통신,에너지와 관련된 설계, 감리, 시공, 컨설팅,

※ 고객 Needs
● 전기실 정기검사 전 청소실시

STEP 1

현장답사 및 견적제출

STEP 1

설비 간이진단 및 점검

STEP 1

설비상태 사진촬영 및 안전조치

STEP 1

절연용액 분사세척 및 건조작업

STEP 1

감독자 확인

STEP 1

결과보고서 작성 및 완료보고

● 열화상 측정 및 정비
● 정전 후 4시간 가량 큐비클 청소
● 청소와 단자 조임 실시

※ 안전관리를 차별화하는 전문 클리닝
1) 간이 청소 - 전문 클리닝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측정 정비
3) 쥐, 들고양이 구멍 점검 정비
4) 소방법의 방화벽 점검 정비

유지관리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5) 안전수칙, 안전 표찰 점검 정비

통하여 모든 산업시설과 건물에 대한 Total service를

6) UNIBOOSTER 등 전문장비 사용

전자
설비

ONE-STOP

TOTAL SERVICE
유니클리닝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의 전기 ·전자·통신설비는 지금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공해 드립니다.

전기 ·전자·통신설비의 복잡한 내부구조, 배선, 접점 등에 쌓이는 미세먼지, 오염물질은 오작동 및 성능저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누진, 절연파괴를 일으켜 결국 화재 및 감전사고를 일으킵니다.

적용 사례 및 실적

경 제 성 _ 미세 부분까지 세척가능, 설비의 보호 및 수명연장 등의 경제적 효과

전기설비 세척의 일대 혁명
● 특고압 22kV 배전반 활선 상태에서도 Cleaning이 가능
●

무정전 활선 절연보강 클리닝이란?

전문 클리닝 효과

정전을 시켜 작업하기 어려운 각종 주요설비들에 대해 특수처리된 절연용액을 사용

절연파괴전압 25,000V 이상

을 주는 전문 설비세척 서비스입니다.

41.59kV (at2.5㎜)

● 화재위험요소 제거 ● 장비의 수명 연장 ● 오작동 방지 ● 효율 증대

● 무정전 세척
● 미세부분 분해 세척

장비 성능, 효율 향상
● 생산성 증대
● 장애 예방
● 오작동 방지
● 업무 효율 증대
●

전기•전자•통신 장비
●

화재예방&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결책
First
or
Best

● 기술적 정밀 세척
● 친환경 세척

전문 클리닝 필요성

●

독보적인 기술력!! 활선 세정 장비 Uni-Booster개발 및 사용
안정성&작업효율의 극대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전비용이 업계평균 2,563백 만원(1,000kW/1일)이 발생하므로,
무정전 활선 절연보강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대상설비
Best
System

●

저·고압 전기설비 : 발전기, 옥내·외 수배전반, 제어반, 분전반 등

●

전 자 · 통 신 장 비 : 지하철 운영설비, 대형복합건물 통제시설, UPS, 전산실, 이동통신시설,

특허

승강기 제어반 등

(무정정 활선 절연 세척 시스템 및 방법)

클리닝 효과

신속성 _
24시간 가동 중 장비의 신속한 세척 가능.,

무정전 세척작업

시간 및 인력 절감.

경제성 _
각종 회로 판 및 배선 등 미세 부분까지 세척 가능,
장비 보호 및 수명연장 등의 경제적 효과.

M.C.C 판넬

E/L 판넬 및 모터

설비효율증대, 위험성 감소, 부품 수명연장,

오작동 방지, 안전사고 예방, 과부하 방지,

과부하 방지, 기기효율의 극대화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해소 등

기술적 정밀세척

업무효율과 생산성 증대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깊숙이 침투.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 미연에 방지.

안전성 _

지하철•고속철도
●

전문 클리닝의 필요성

- 역사內 철도차량의 제어반, 접속함에 흡착된 분진 등 미세공해물질을 전원 차단 없이 제거

UNI-

CLEANING

미세부분 분해세척

친환경 세척

전문 클리닝의 특징
■

난연성 비전도성 안전 클리닝

■

미세먼지에 의한 오작동 방지

■

장비보호 및 수명연장

■

내부 미세먼지 완전 클리닝

■

친환경적 클리닝

설비보호 및 수명 연장

침투성 _

독성 솔벤트가 아닌 천연 감귤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제조,
오존층 파괴 물질 없음.

안 전 성 _ 설비의 화학적, 물리적 손상 없음,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화재발생 중 절연채의 열화로 인한 절연파괴 등 전기화재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문 클리닝 방법

- 절연세척제 / WOOSH를 이용, E/L 기계실 및 M.C.C 판넬을 전원 차단 없이 분사하여 완전 세정

절연 세척제 특성

친환경성 _

친환경성_ 독성 솔벤트가 아닌 천연감귤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제조, 오존층 파괴 물질 없음

- 먼지, 카본, 기름때 등의 오염으로 인해 화재 및 장비 오작동 발생, 안전사고 부하상승 및 수명단축

전문 클리닝 효과

무독성으로 장비의 화학적, 물리적 손상이 없음.
작업자의 안전보장.

침 투 성 _ 설비의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침투 가능, 먼지, 이물질의 완전세척으로 오작동 예방

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기계적 기능 향상에 도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시험결과

설비자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보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수익 증대

세척력은 기본,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세정액 사용
신 속 성 _ 전원차단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세척이 가능, 시간 및 인력절감

수배전반

전문 클리닝의 효과

통신
설비

전기
설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
■
■
■

오작동방지 및 작동효율 향상
■
■

전원 차단 없이 활선 상태에서 세척가능
안전하고 신속한 세척작업을 수행, 고객의 불편을 극소화
각종 회로판 및 배선 등의 미세부분까지 정밀세척 가능
장비 관련 안전사고 및 오작동 요소 제거
절연세척제와 전문장비를 이용한 세정으로 장비손상 없음
사고 및 오작동 방지 등으로 장비의 수명연장 및 성능 효율화
절연세척제에 의한 모든 미세 먼지 및 불순물 완전 세척
세계적으로 인정된 절연세정제 및 전기 전문기술진에 의한 완적 세척

- 절연세척제/WOOSH를 이용해 전원 차단 없이 분사하여 완전 제성
●

전문 클리닝 효과

- 화재 위험요소 제거

■
■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성분으로 친환경적 세척작업 제공
천연 감귤향 성분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및 전문화된 세척작업기계

- 설비 노후화 억제 및 고장예방

- 장애 발생원인 사전 제거 - 오 동작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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