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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Floor,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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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VENUE OF THE CHAMPIONS, 
SUITE 280, Palm Beach Gardens,FL 
33418,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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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ton, Texas 7500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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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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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Shattuck Way, Newington,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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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603-43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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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ago,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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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56-2-265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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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 POWER SYSTEMS ARABIA
Al Hamra Plaza, Unit no. 12, 1st floor, 
Palestine Road, Jeddah 23212-7663,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66 012 610 3600

Branches

ABU DHABI OFFICE
# 508, Al Ghaith Tower, Hamdan Street,
P.O. Box 27767, Abu Dhabi, UAE
Tel  971-2-627-6273
Fax  971-2-627-6274  

CAIRO OFFICE
2nd Floor, Land Mark Building 1, 67 
El Teseen St., 5th Settlement, New Cairo
Tel  20-2-2537-1040
Fax  20-2-2537-1041

DUBAI OFFICE
Office Unit No. 2202/2203, 22nd Floor
Ubora Tower, Al Abraj Street, Business 
Bay P.O. Box 282131, Dubai, U.A.E.
Tel  971-4-327-5545
Fax  971-4-327-5529 

KUWAIT OFFICE
PO Box 2031 Laila Commercial Tower, 
Floor 7B, Block No.4, Plot No. 35, 
Salmiya, Kuwait
Tel  965-2575-3126
Fax  965-2575-2001

MIDDLE EAST OPERATION CENTER
Office Unit No. 2202/2203, 22nd Floor
Ubora Tower, Al Abraj Street, Business 
Bay P.O. Box 282131, Dubai, U.A.E.
Tel 971-4-327-5545
Fax 971-4-327-5529

RIYADH OFFICE
# 205~206, The Plaza Building (Akariya
No. 4), Olaya Street, P.O.Box 9656,
Riyadh 11423,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66-11-419-1696
Fax  966-11-419-1995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앞선 기술과 역량으로 지구의 가치를 높여 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랜트 전문기업으로서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 발전, Water 사업 분야의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며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플랜트의 핵심인 보일러, 터빈, 발전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발전 
설비의 수명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환경설비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이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안전성이 중요한 원자력발전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주기기를 공급했으며, 탄소 감축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용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풍력, 태양광, 수소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사업
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로 H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해 자체 모델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자체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대한민국 대표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사로서 풍력 사업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에너지 기술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동시에 지구는 더욱 청정해 질 것입니다. 



2016년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s)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원에너지시스템즈(1Energy Systems)를 인수
해 두산그리드텍을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안정화를 이끌
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
업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액화플랜
트 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사업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을 위한 순환유
동층 보일러(CFB), 초초임계압 보일러(USC)기술과 탈황, 탈질, 습·건식 
전기집진기 등 친환경설비 등을 통해 깨끗한 지구,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자체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대한민국 대표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최초로 3MW 육해상풍력시스템인 WinDS3000TM의 개
발에 성공하고 2010년 전남 신안 풍력단지의 9MW를 처음으로 수주한 이후 
2012년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인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30MW 
EPC 공사와 서남권 해상풍력, 제주 한림 해상풍력 등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9.5MW(97기)에 이르는 국내 공급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5MW급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발판으로 2018년, 
8M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실증 운전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 복합화력발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플랜트의 핵심인 보일러, 터빈, 발전기의 원천 기
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화력발전소에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발
전플랜트의 설계에서 기자재 제작, 설치, 건설, 시운전까지의 전 과정을 일
괄 수행하는 EPC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복합, 포천 복합, 김포 열병합 등 다수의 발전소에 들어
가는 핵심 기자재를 수주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꾸라
야(Qurayyah) 복합화력, 사우디아라비아 파드힐리(Fadhili) 복합화력, 괌 
복합화력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며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의 정점으로 불리는 가스터빈을 국내 최초로 제작,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가스터빈 OEM사로서 세계 
발전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Top tier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
터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산·학·연과 공동으로 ‘수소터빈용 수소 혼소 
친환경 연소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5MW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 국책
과제에 참여하는 등 수소터빈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사업의 핵심 설비인 보일러, 터빈, 

발전기 원천 기술과 실적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한 

풍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서도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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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

두산에너빌리티는 펌프 터빈, 발전기, 계측제어 설비 등 대용량 수력·양수
발전 주기기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
일의 회사로서 터빈, 발전기 주·단조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강릉 수력발전소(41MW x 2 Units) 주기기를 공급한 
이래 무주(300 MW x 2 Units), 삼량진(300 MW x 2 Units), 산청(350 
MW x 2 Units), 양양(250 MW x 4 Units), 예천(400 MW x 2 Units) 등 
국내 모든 수력·양수 발전소 현대화 사업 및 신규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
으며 향후 이어질 국내 수력·양수 발전소 현대화사업 및 신규 건설사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 사업에 이어, 파키스탄, 라오스 수력발
전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외 수력발전 사업 진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자재 전문 제작 기업으로서, 원자
로, 증기발생기 및 터빈/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설비 뿐만 아니라, 핵연료 
취급 설비, 핵연료 운반 용기(Cask) 및 원자로 계통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전 설비의 소재에서부터 최종 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생산 시스템과, 원전 대형 소재 기술 및 자체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2008년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한 미국으로부터 6기의 핵심 주
기기를 모두 수주하였으며, 한국형 노형을 처음으로 수출한 UAE 원전 프
로젝트에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한데 이어 원전 정비사업 계약까지 체결하
며 원전 사업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전문회사와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지분 투자를 하여 수 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향후 전세계 SMR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원전 주기기 제작과 교체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 사업
을 확대하는 한편 2050년까지 44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원전해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 ㅣ 디지털 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 속도에 발맞추어 디지
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발전
플랜트에 접목해 예측 진단, 플랜트 최적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비롯
해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의 경쟁력
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속속 도입하면서 디지털 팩토리
로 탈바꿈해가고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전소의 운전 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 관리하는 발전소 원격 관리 서비스센터(RMSC)운영을 통해, 
발전소 운영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해 발전소 이용률과 효율
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 사업 뿐만 아니라 Water 사업 분야와 신재생 에너
지 분야에까지 디지털 솔루션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Water 사업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단증발(MSF), 다중효용(MED) 및 역삼투압(RO) 방식
의 해수담수화 사업은 물론, 수처리 분야까지 Water 사업에 관한 통합솔
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분야 세계 1위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2007년부터 다양
한 대규모 역삼투압(RO)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는 역삼투압(RO) 해수담수화 분야에서도 기술적 역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세계 최대인 228MIGD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알카이르
(Ras Al Khair) 프로젝트를 수주해 MSF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보유한 회사임을 입증했으며, 2011년에는 단위 용량으로는 세계 
최대인 사우디아라비아 얀부(Yanbu) MED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수담수화 분야 세계 1위 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2016년에는 RO 방식의 쿠웨이트 ‘도하(Doha) 1단계’ 해수담수
화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RO 방식의 해수담수화 시장에서도 두각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수/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및 에너지화 기술에 특화된 영국 자회사인 두
산엔퓨어(Doosan Enpure)를 통해 수처리 전반을 아우르는 엔지니어링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오만과 영국에서 수처리 
플랜트를 잇따라 수주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남동발전과 친환경 수처리 
기술인 ‘탈황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 공급계약 
체결, 영국 버밍엄 정수처리장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처리 사업
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는 시장을 북미, 중남미, 동
남아, 인도, 중국 등 전세계로 넓혀나가면서 Water 사업에서의 통합솔루
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수담수화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다단증발법 (MSF), 다중효용증발법 (MED) 

및 역삼투압법 (RO)의 세가지 프로세스 기술을 통해 신뢰성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을 턴키방식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Water 부문의 글로벌 

리더 비전을 추진하며 다양한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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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ㆍ단조사업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주조·단조 설비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소재를 비롯해 선박, 제철, 금형공구강 및 각종 산업설비
용 대형 주·단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주기기용 단조품을 
비롯한 초대형 주·단조품 제작에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발전소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여 우수성을 검증받았습
니다. 선박용 크랭크샤프트를 비롯해 금형공구강, 워크롤, 저압터빈로터
샤프트 등 총 8개의 세계일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1만 7천톤 프레스 설비를 완공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40여 년간 축적해 온 주·단조 부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2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주·단조 합작회사를 설립했
습니다. 또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주·단조 합작공장을 2025년까지 건설
할 예정이며, 합작회사에 기술지원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은 400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주조/단조공장, 터빈/발전기공장, 원자력공장, 보일러공장, 풍력공장 등 대단위 공장과 
가스터빈 주요 시설을 비롯해 기술연구원, 자체 부두 시설을 갖춰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및 창원공장

두산에너빌리티는 일괄 생산 설비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발전, 선박, 제철, 금형공구강 

및 각종 산업설비용 초대형 핵심 주단조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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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파워
시스템즈인디아

두산비나

두산엔퓨어

두산렌체스
두산스코다파워

두산파워시스템즈

두산그리드텍 두산HF Controls

두산터보머시너리
서비시스

Our 
Overseas 
Subsidiaries

두산스코다파워는 1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체코의 스팀터빈 설계, 제조, 
서비스 회사로서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개국 화력,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에 
65GW 스팀터빈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스팀터빈 원천 기술
을 보유한 스코다파워를 2009년 인수하면서 BTG(보일러-터빈-발전기) 패키지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2014년 체코에 Global R&D 센터를 설립하여 스팀터빈 
분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산스코다파워

두산파워시스템즈(Doosan Power Systems)는 유럽 지역 자회사의 Holding 
Company로서 체코의 Skoda Power, 독일의 Lentjes 사업 수행을 위한 Finance, 
IP, Legal 등 Shared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터키, 폴란드 등 유럽 발전시장
에서 Marketing,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산파워시스템즈

독일의 두산렌체스는 순환유동층(CFB) 보일러, 발전소 배기가스 정화 설비(FGD, 
SCR, Filter) 및 쓰레기 소각 발전 플랜트(WtE) 등 친환경 화력발전 전반의 최첨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관련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렌체스

두산비나는 글로벌 생산 체제 구축과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가 베트남 중꾸엇 공단에 건설한 생산 공장입니다. 2009년 5월에 준공한 두산비
나는 보일러, 해수 담수화 설비, 운반 설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5개의 공장과 자
체 부두,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지 기술 인력 양성과 생산성 
향상 활동에 주력해 현재 두산비나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산비나

두산 HF Controls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대규모 플랜트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계측제어시스템과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플랜트 컨트롤 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두산 HF Controls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안전성 평가 및 
독일 TUV SIL(Safety Integrity Level)-3 인증을 받은 시스템과 제품들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두산 HF Controls

두산에너빌리티는 첸나이웍스(Chennai Works)를 포함한 인도 내 법인을 모두 
합병하여, 2012년 단일 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를 설립했습니다. 
DPSI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초임계압 보일러 압력부 생산, 설계, 사업관
리, 구매, 시공, 공정/품질 관리 등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
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성과 이익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
습니다.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

두산에너빌리티가 2012년 인수한 영국의 수처리 전문 기업인 두산엔퓨어는 역삼
투압(RO), 전처리, 수처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설계·제작기술과 다양한 프로
젝트 실적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엔퓨어(Enpure) 인수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RO 부문 사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수처리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며 차별화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산엔퓨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소
프트웨어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원에너지시스템즈(1Energy Systems)를 인
수해 두산그리드텍을 설립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그리드텍 설립을 통해 
ESS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확보했으며 저장장치의 설계부터 설치, 시운전 
등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산그리드텍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미국
의 ACT 인디펜던트 터보 서비시스(ACT Independent Turbo Services)를 인수
해 두산터보머시너리서비시스를 설립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터보머
시너리서비시스를 통해 연간 16GW 규모의 미국 가스터빈 시장 진출을 위한 교
두보를 마련하게 됐으며, 북미, 국내 시장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의 글로벌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중동,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산터보머시너리서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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