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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황 및 연혁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6

ISO9001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무역협회 회원증

품질보증업체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특허증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실용신안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내압방폭 인증서

CE 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8

9

10

11

12

13

14

10

15

80

81

100

디자인등록증84

101

102

105

129

139



Ñz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회사!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회사!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신뢰성을 확립하는 회사!

(우: 22744)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80(경서동)

80, HODUSAN-RO, SEO-GU, INCHEON-CITY 22744, KOREA

송풍기, 환풍기, 내압방폭(송풍기, 모타), 고효율 모타(IE3)

회사현황

회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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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2019. 12

2019. 12

2019. 10

2019. 03

2018. 11

2018. 10

2018. 09

2018. 09

2017. 09

2016. 08

2013. 08

2013. 02

2012. 08

2010. 10 고압 송풍기 1MODEL CE인증 획득[ONETECH]

고압 송풍기 2MODEL CE인증 획득[ONETECH]

고압 송풍기 2MODEL CE인증 획득[ONETECH]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효율 모타 프리미엄급(IE3): 1, 2, 3HP 효율기자재 신고[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 모타 프리미엄급(IE3): 5HP 효율기자재 신고[한국에너지공단]

터보 송풍기 4MODEL CE인증 획득[TUV]

내압방폭 모타 인증: 2, 3, 5HP(2P), 2HP(4P)[KGS]

내압방폭 송풍기 인증: 송풍기(고압다단, 터보 , 시로코형)총 41모델[KGS]

고효율 모타 프리미엄급(IE3): 내압방폭 1 .5 , 2HP 효율기자재 신고[한국에너지공단]

회사이전[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80(경서동)]

시로코 송풍기 4MODEL CE인증 획득[TUV]

내압방폭 모타 인증: 0.15, 0.25KW(2P), 0.1, 0.15KW(4P)[KGS]

내압방폭 송풍기 인증: 송풍기(고압, 소형 , 소형 시로코)총 42모델[KGS]

내압방폭 모타 인증: 1, 1.5HP(2P) 총 6모델[KGS]

2020. 10

2020. 10 내압방폭 송풍기 인증: 송풍기(고압, 다단) 1HP 총 41모델[KGS]

내압방폭 모타 인증: 1, 1.5HP(2P) 총 4모델[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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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회사설립[태원전기] 08. 1993

03. 1998

환풍기 제조업체 인수.합병[이노텍] 01. 2001

환풍기 제조공장 등록

무역업 등록[한국무역협회] 03. 2001

ISO9001 시스템 인증[국제표준 인증원] 12. 2002

상호변경[태원 이노텍] 02. 2003

로스타 후드 실용신안 등록[특허청] 06. 2003

로스타용 배기장치 특허 등록[특허청] 01. 2004

기술혁신개발사업 참가.성공: 국소배기형 로스타 후드팬 개발[중소기업청] 03. 2005

02. 2006

상호변경[이노텍] 06. 2006

이동식 배기장치 특허 등록[특허청]

06. 2008CE 인증: 고압다단, 고압 송풍기, 고압 환풍기 각각 4MODEL[SGS]

08. 2009벤처기업 선정[KIB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중소기업청] 11. 2009

08. 2010CE 인증: 고압다단 송풍기, 포터블팬 2MODEL[ON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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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방폭 인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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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방폭 인증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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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방폭 인증120



Ñz

내압방폭 인증 121



Ñ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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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80(경서동)

Tel: 032-679-7594/Fax: 032-677-1932/E-mail:taewoninn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