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appliances                   Pump                     Rangehood Ventilation Fan 



한일전기는 1964년 설립되어 50년간 고객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전문기업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한일의
열정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우수한 품질로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일자동펌프의 생산을 시작으
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환풍기, 난방기기, 믹서와
가습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제품으로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 20여 개국에
진출,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계속된 임직원의 연구개발로 이룬 높은
품질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을, 이와함께 정직한 경영으로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100년기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
습니다. 

요 약



회사연혁

1964 한일전기 창립

1968 한일전기 부천공장 설립

1969   
우물용 펌프, 
가정용 선풍기,
석유스토브 개발생산

1972
세탁기, 
선풍기용 모터
일본수출개시



회사연혁

1976
전기믹서,주서 KS

1981
환풍기 KS 허가

1987
한일TOYO㈜ 설립
(일본동양잉크 제조㈜합작)

1990
한일뉴즈 설립(선박전문 제조업체)
공기정화 초음파 가습기 개발생산

2001
중국수출용
온풍난방기 개발생산



2004
렌지후드 수출개시

2006
한일전기 서울사무소
(R&D, 영업, 관리) 개설

2007
ISO9001 인증획득

2009
오백만불수출탑

2010
천만불수출탑

2013
렌지후드 전문생산공장 가동개시

회사연혁



계열사 현황

신한일전기(주)

(펌프,선풍기,스토브,

레인지후드,가습기)

한일전기 MMC(주)
(영업 및 판매)

한일전기CS(주)
(서비스업무)

한일전기MMC(주)세종
(그룹사 부품 생산기지)

한일TOYO(주)
(안료,마스터배치,ABS,PP)

대정전기(주)

호남전기(주)

(세탁기)

호남정공(주)

(세탁기부품)

한일뉴즈(주)

(요트)

한일전기(주)
(믹서, 선풍기, 환풍기

가습기, 전기스토브)



수출국 현황



회사소개_ 서울

R&D 센터
해외사업본부
영업본부
회계 / 관리
고객지원센터 / 콜센터

R&D 센터



회사소개_ 서울

해외사업본부
영업본부
회계 / 관리

R&D 센터

디자인 LAB  /  고객지원센터



회사소개_ 원주공장

[생산팀]

1일 8천대 이상 생산능력!
믹서 제품, 선풍기 제품 전 부품 자체 공정
(Made in Korea)



회사소개_ 원주공장

자동화설비! 로봇을 이용한 플라스틱 부품생산
1일 2톤 사출수지 사용하여 약 15,000개의 부품 생산



회사소개_ 원주공장

컴퓨터 수치제어에 의한 정밀형상
자동 로봇 용접기로 대량 섬세한 용접 가능!



금형 설계, 제작, 보수 자체 작업 가능
사내 설비 자체 제작 및 보수 관리

MD, 설비팀 작업장

회사소개_ 원주공장



회사소개_ 원주공장

국내 유일 고강도 티타늄 코팅 믹서기 칼날 생산
환경 유해물질을 최소화 한 3가 크롬도금 제품 생산
도금액 분석장비 보유하여 최고의 품질 생산

표면처리팀 작업장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벽걸이 / 천장형 선풍기

아기의 체온을 지켜주는 초초미풍 기능 추가 벽걸이
천장형 및 업소,공장용 등 다양한 벽부형 선풍기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제품군 및 장점

대용량 보틀로 많은양을 한번에 요리할수 있음
티타늄코팅보틀 / 스테인레스보틀/ PC보틀로 다양한 제품군
티타늄코팅 칼날 및 모터 자체생산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제품군 및 장점

스테인레스보틀/ PC보틀/ 유리보틀로 다양한 사양및 디자인의 중형믹서 제품군
티타늄코팅 칼날 및 분쇄유리컵 별첨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Baby Hanil

이유식 조리기 : 위생적인 이유식을 편리하게 조리 가능
젖병소독기 : 살균 사각지대를 없앤 듀얼 자외선 살균방식
빨래삶통 : 전자식 타이머로 아기의류 혹은 식기류의 편리한 살균



주요 생산제품 _ 부천/원주공장

제품군 및 장점

초음파식 / 복합식 / 가열식의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가습기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온풍기

PTC온풍기, 스탠드히터, 가스 스토브 등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환풍기/송풍기

산업용, 가정용, All 스테인레스, 유압형 환풍기, 포터블팬, 시로코 팬 등



주요 생산제품 _ 원주공장

기타제품

탈수기, 식기건조기, 식품건조기



회사소개_ 부천공장

너클 프레스

공압프레스



회사소개_ 부천공장

레이저용접 로봇

레이져 커팅기



회사소개_ 부천공장

스포트용접 로봇 부품가공설비



주요 생산제품 _ 부천공장

스탠드형 선풍기

국내 업계1위 제조 및 판매
아기의 체온을 지켜주는 초초미풍 기능 :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대상 수상



주요 생산제품 _ 부천공장

맑은 물 펌프

스텐레스 / 청동 펌프 개발.
녹 발생 방지/맑은 물을 사용 가능
각 모델별로 적용 확대 중 (가정용/해수용/오배수용 등)



주요 생산제품 _ 부천공장

모든 펌프 취급
(INVERTER BOOSTER / HOME PUMP / AGRICULTURAL PUMP /SEAWATER PUMP]

국내 브랜드 NO.1 펌프 인지도
HOME PUMP등 국내 판매 NO.1



주요 생산제품 _ 부천공장

제품군 및 장점

국내최초 레인지후드 개발, 시판
디럭스 형, 침니 형, 아일랜드 형
강한 흡입력, 풍압으로 탁월한 환기력 제공



회사소개_ 세종공장

국내용, 수출용 펌프의 스테이터
및 로터 성층을 생산 (64종)



회사소개_ 세종공장

STATOR

가정용라인 12종, FSR라인 11종, 
MCP라인 8종, 믹서라인 4종 생산



회사소개_ 세종공장

여러가지 형태와 크기의
홀더 및 모터커버



주요 생산제품 _ 세종공장

국내용 및 수출용 소형모터(출력 5W ~ 5.5KW) 총 20종 이상생산



수상내역



수상내역



수상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