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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德實業株式會社
R&D INDUSTRIAL CO. LTD.

㉿表示品 生産業體

수도용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

지열식수도미터박스

※수도미터박스의구조및특징
- 확실한 보온
- 편리한 시공
- 편리한 검침
- 안전한 미터 교체, 
- 견고한 구조
- 연결부속

※특징
- 모든 관종에 분기가 가능하고 급수관 재질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여 시공이 편리하다.

(1) 신축굽힘성이 우수하여 중차량 또는 지진에 의한
지반의 진동 및 침하에 대응한다. 

(2) 주름마디부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엘보를
사용치 않게 되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3) 이음부위가 없어 누수발생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종류
크기의 호칭

새들기구 지수기구

PF(표준형)
SIJ (주름마디 Su직결형)
ICJ(PE관 직결형)

CIP

VP

SP

75, 100, 150, 200,

250, 300, 35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13, 20

25, 32

40, 50



Seowon Technology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35 HK빌딩 3층
TEL) 02-564-6799    FAX) 02-564-6794

공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
TEL) 031-322-1271    FAX) 031-322-1276

맑은 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DRP - JOINT
Dual Ring Pree JOINT



“천연원료로 만든 덕타일주철관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인류의평균수명을30년이상
연장시켰습니다.”

덕타일주철관, 무엇이좋은가?

안전하고, 오래가고, 편리한 수도관

가장안전한수도관
자연산 쳔연원료로 만들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
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안전한 수도관입니다.

가장오래가는수도관
내식성이 뛰어난,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몰탈라이닝하여 부식되지 않
으며, 전식에 강하고, 내·외압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오래가는
수도관입니다.

가장편리한수도관
도심의 복잡한 교통혼잡구간이나 미개발지역에서 시공접합이 간편하
며, 비올때와물속에서도완벽한시공을할수있어빠른시간에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도관입니다.

●본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19
TEL:(051)291-5481  FAX:(051)206-0448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7-38 테헤란오피스 412호
TEL:(02)565-4900  FAX:(02)565-4905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38
TEL:(054)292-5780  FAX:(054)292-5783

300년이상 주철관이
상수도관로에

300년이상 주철관이
상수도관로에 사용되는가?사용되는가?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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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 주원
A 1-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A 1-7 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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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 휴마스
A 2-4 디에스워터
A 2-5 대원인더스트리얼
A 2-6 카이넬
A 2-7 수로텍
A 2-8 자인테크놀로지
A 2-9 SWAN Analytical KOREA
A 2-10 삼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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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2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A 2-13 한국 에이.티.아이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A 2-14 호서
A 2-15 비엘텍 코리아
A 2-16 엠앤에스
A 2-17 윈텍
A 2-1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A 2-20 제이엘사이언스
A 3-1 경성제닉스
A 4-1 한 계기
A 4-2 한서시스템 / 한서정 계기
A 4-3 동문이엔티
A 4-4 삼성계기공업
A 4-5 티에이치정
A 4-6 대한계기정
A 6-1 씨엠엔텍
A 6-2 서용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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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B 1-4 HUBEI HONGCHENG HYDRO VALVES
B 2-1 진원개발
B 2-2 VAG-Armaturen GmbH
B 2-3 알피엠텍
B 2-4 뉴토크코리아
B 2-5 우성밸브
B 2-6 일성종합기계
B 2-7 동금속
B 2-8 동아밸브
B 3-1 에이치케이밸브
B 4-1 지텍이엔지
B 4-2 대풍건설
B 4-3 동양밸브
B 4-4 서광공업
B 6-1 하지공업
B 6-2 바램
B 10-1 신진정공
B 10-2 삼진정
B 10-3 안국인더스트리
C 1-1 지피엠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C 1-2 NSF INTERNATIONAL
C 1-3 한국주조
C 1-4 신성산업
C 1-5 서원기술
C 1-6 이새
C 1-7 한국스틸코트
C 1-8 창원기술개발
C 2-1 성일엔지니어링
C 2-2 EF코리아
C 2-3 삼건세기
C 2-4 동양벤드
C 2-5 신흥콘크리트
C 2-6 동원산업
C 2-7 하이스텐
C 2-8 에이치엔피테크
C 2-9 디에스이엔지
C 2-10 폴리텍
C 2-11 금강
C 2-12 픽슨
C 2-13 광기제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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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14 듀라케미
C 3-1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C 3-2 마이즈텍
C 3-3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C 3-4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C 3-5 퍼팩트
C 3-6 문창
C 4-1 성호철관
C 4-2 기남금속
C 4-3 PPI 평화
C 4-4 계룡환경
C 4-5 일우산업
C 4-6 세창주철공업
C 4-8 에스이피엔씨/파이프텍코리아
C 4-9 부덕실업
C 4-10 미래화학
C 6-1 한국화이바
C 6-2 국일인토트
C 6-3 리플래시기술
C 6-4 건설화성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C 6-5 세계주철
C 6-6 미라이후손관거
C 6-7 고리
C 6-8 현대하이스코
C 10-1 한국주철관공업
C 10-2 신안주철
C 10-3 삼정디씨피
C 10-4 코오롱인더스트리
C 10-5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C 10-6 위스코
C 10-7 동원철강
C 10-8 PE100 ASSOCIATION
D 1-1 상정상사
D 1-4 자연과학산업
D 1-5 씨앤에치아이앤씨
D 2-1 이오렉스
D 2-2 디지털워터
D 2-3 태현수기
D 2-4 뉴엔텍
D 2-5 오에치케이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D 2-6 맑은물 연구소
D 2-7 에싸
D 2-8 에이알케이
D 2-9 대보마그네틱
D 2-10 금정환경
D 2-11 센텍
D 2-12 한삼코라 / HS산업
D 2-13 에코코
D 2-14 청정테크
D 2-15 시온텍
D 2-16 은우산업
D 3-1 한국마이옥스
D 4-1 젠트로
D 4-2 웅진케미칼
D 6-1 협신기업
D 6-2 이화에코시스템
D 6-3 로얄정공
D 6-5 진행워터웨이
D 8-1 DRB 동일/엔포텍디에스
D 10-1 유천엔바이로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E 1-1 오성엔비테크
E 2-1 시노펙스
E 2-2 효림산업
E 4-1 메타워터
E 6-1 정우이엔티
E 6-2 웅진코웨이
E 6-3 지멘스
F 4-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F 6-1 한국수자원공사
F 6-2 한국환경공단
F 12-1 수도사업자 통합 홍보관
G 1-1 환경보전협회
G 1-3 코오롱워터앤에너지
G 2-1 탑전자산업
G 3-1 라텍이엔지
G 3-2 한국하수도조사협회
G 4-1 베올리아워터코리아

베올리아워터솔루션앤테크놀로지코리아
G 6-1 수자원기술

부스번호 참여기업(기관)명

┃KOTREX 야외전시장┃

※ 편의상 (주)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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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백 현 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안양 메가벨리 512호
TEL.(031) 420-5963
FAX.(031) 420-5969

http://www.swankorea.co.kr    
e-mail : swan@swankorea.co.kr

BOOTH No. A2-9
회사소개

수질분석기의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로벌 리더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희 Swan Analytical Korea는 발전소, 반도체

공장, 정수장과 수 처리 설비 내 수질분석장비를 공급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

를 제공하고 나아가 품질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Swan Analytical Korea는 선진기술과 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

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력과 적극적인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계속

해서 지속적인 성장세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wan Analytical Korea는 지식경 을 바탕으로 혁신의 틀을 확립

하고, 창의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며, 유리경 으로 고객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

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수질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On-line Instrumentation for Water, Wastewater, High Purity Water and
Steam
- Ammonium 
- Chlorine/Ozone/CIO2 
- Conductivity/Resistivity/Pharma
- Hydrazine/Carbohydrazide 
- Nitrate 
- Oxygen (dissolved) 
- pH 
- Phosphate 
- Redox (ORP) 
- Silica 
- Sodium 
- Turbidity
- TOC

SWAN Analytic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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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alyzer AMI Codes - II (잔류염소측정 분석기- DPD법)
▶ free chlorine, hypochlorous acid,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 and monochloramine와

같은 살균제 주입제어와 측정을 위한 비색 프로세스 방식의 분석기 (DPD 법)
▶ DPD 비색 측정 방식(EN ISO 7393-2; AWWA 4500 Cl-G)에 의거한 지속적인 온라인 살균제의 결정.
▶ 또한 부식 억제제나, cyanuric acid 및 antiscalants 같은 첨가제를 포함하는 물에 적용.
▶ 측정: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bromine and  iodine, monochloramine or ozone. 
▶ 시약 통, 시약주입 시스템, 반응기, 유량조절기, Photometer, 측정과 전기제어를 포함하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
▶ 온도 보상에 따른 통합적인 pH 측정.
▶ 살균제 및 pH제어를 위한 모든 일반적인 주입 장치는 릴레이 또는 아날로그출력신호를 통해서 연결.
▶ 측정 범위:  - Ozone : 0.000 to 1.000 mg/l

- HOCL, free chlorine, monochloramine : 0.00 to 1.00 mg/l 1.00 to 3.00 mg/l                  
3.00 to 5.00 mg/l

- Chlorine dioxide, iodine, bromine : 0.00 to 2.00 mg/l 2.00 to 6.00 mg/l 

3. Monitor AMI Turbiwell (비접촉식고정 탁도계) 
▶ 폐수 및 수 처리 시설, 깨끗한 물, 식수 등에서 탁도의 연속적인 측정을 위한 ISO 7027

(EN 27027, DIN 38404)에 기반 한 고 정 의 탁도계.
▶ 시료의 배출을 위한 밸브 및 챔버
▶ 시료의 기포 형성 예방을 위한 시료가스 제거기의 선택적 사양
▶ 품질 보증을 위한 고 정 표준 규격 채택
▶ 측정 범위 : 0.000 to 200.0 FNU with a precision of ± 0.003 FNU or 1% of reading.  

1. Monitor AMI Trides (잔류염소측정분석기- Amperometry법) 
▶ hypochlorous acid,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와 같은 살균제

측정을 위한 전류방식의 분석기 수 장 및 식수에서의 자동 및 연속적인 살균제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

▶ 시약 사용 없음. 소모품 없음. ▶ 잔류 염소 측정 시, 실시간 pH 보상을 위한 선택적 pH 측정
▶ 공장 테스트 및 교정 완료 ▶ 즉각적인 결과 제공.
▶ 측정 범위: 

- Ozone: 0.000 to 1.000 mg/l       
- HOCl, free chlorine: 0.00 to 5.00 mg/l       
- Chlorine dioxide, iodine, bromine: 0.00 to 3.00 mg/l 

▶ 프로세스 연결
- Sample inlet with adapter for flexible tube Ø 8 x 6 mm       
- Sample outlet with adapter for flexible tube Ø 20 x 15 mm (1/2″)

4. Chematest 25 (휴대용측정장비)
▶ 응집제 및 시아누르산과 살균제 (free and total chlorine, chlorine dioxyde, ozone, bromine, jodine) 

측정을 위한 고 정 Photometer의 휴대용 장비.
▶ 고 성능의 통합적인 pH 센서.
▶ 경도를 위한 적정 kit 포함.
▶ 살균제, 용해된 철, 용해된 알루미늄, pH 값과 ORP-Redox의 결정을 위한 휴대용 장비.
▶ 휴대의 경우 잘 고안된 분석 설정
▶ DPD 방식에 따른 Oxycom 시약의 살균제 결정.
▶ 일반 과 전문가 모드로 선택적 사용 가능. 
▶ pH 와 Photometer의 결합형 마이크로프로세스 제어시스템
▶ 디지털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

17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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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중 규

본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40
TEL.(031) 366-6555~6 
FAX.(031) 366-6557

http://www.ks4u.co.kr 
e-mail : ksjenix@ksjenix.com

BOOTH No. A3-1
회사소개

경성제닉스㈜는 수년간 경험된 기술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

마트 전자식 수도미터를 개발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친환경 수도미터를 공급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미터(습식)-역류방지, 동파방지, 스테인레스, 복갑건식, 원격식
▶ 온수미터(습식)-역류방지,동파방지▶ 적산열량계,난방유량계(광센싱)  
▶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 ▶ 스마트 전자식 온수미터
▶ 유선 자동 검침기 ▶ PDA 무선 자동검침기
▶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 대형 수도미터(월트만식)/대형 스마트수도미터(월트만식)
▶ 기타

- 보호통(일반/밭기반/대형고감도)
- 신축간 체크밸브
- SMC 볼 밸브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품질경 시스템 인증 ▶ ISO 14,000 환경경 시스템 인증
▶ 기술 혁신 INNO-BIZ 기업선정 ▶ 우수 제품 마크 GQ 인증
▶ 환경마크 인증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자 SEMS 등록
▶ 조달청 우수제품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수도미터등 24종 형식인증 ▶ 수도미터 기어 박스 제0229710호 실용실안특허
▶ 도수 방지 장치 실용신안특허
▶ 정적자기장 기술 기준 품질 승인 인증 및 특허출원
▶ 전자식 수도미터 한 화 실용 출원
▶ 보호통을 이용한 스마트 수도미터 특허출원

경성제닉스(주)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스마트 전자식수도미터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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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미터 (정 도200 배수까지가능)
▶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체택제품
▶ 스테인레스 수도미터 - 내부 부식,녹에 의한 스케일링 없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수도미터
▶ 동파 방지 수도미터 - 동결시 체적 팽창 흡수하는 구조. 강화유리보다

약 2배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 냉·온수미터 - 회전부 내마모성,내구성 탁월,열에 잘견디고 유지보수 간편. 

제 2010-247호 기술기준 적합
▶ 적산열량계/난방유량계 - IR Sensor Type에 따른 제 2010-247호 기술기준

최적합제품
Mode s/w를 이용하여 실신간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이 가능함
통신방식 - DCPLC, DATA통신, 무접점 펄스출력 (Pulse/10L)

2. 스마트전자식수도미터(복갑/단갑) 정 도125배수까지가능
▶ 국내 최초 한 화
▶ 한국 기계전기전자 정적 자기장 시험 품질 승인획득
▶ 국내외 AMR, AMI, PDA, 자동원격 / 통합 검침 (PLC) 검침 시스템과 호환 가능
▶ 자력에 의한 조작 불가능 (한국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247호 적합)

3. 상수도자동검침기-검침오차율0%
▶ 완전 방수(IP-68) - 수중 1MM 이상 연속 사용가능한 제품
▶ 검침 부가 정보(미사용, 누수, 과부하, 역류, 통신, 밧데리)

5. 무선원격자동검침/전력선(PLC 통합) 원격검침시스템
▶ 국내 AMR, AMI, 통합검침(PLC) 검침
▶ 호환 가능(스마트전자식수도미터)

6. 대형수도미터 (80~250MM)
▶ 스마트 대형 수도미터(주철코팅/스텐레스) - 최대 연속 흐름 및

최소 흐름에 대해서도 정 도가 높음 (일반형/원격용)

7. 기타
▶ 신축간 체크밸브 - 길이조정이 가능하며 역류밸브 기능이 내장되어 있음
▶ SMC 볼밸브(15mm~300mm) - 내식성, 단열성, 가볍고 적은 열변형 없음
▶ 녹슬지 않음, 강한 강도, 알미늄보다 가벼움 (비중 : 철의1/5)

4. PDA 무선자동검침시스템
▶ 지그비 : 2.4GHz 대역에 Zigbee 프로토콜 사용에 따른 근거리 10mm내외

자동 검침이 가능한 방식
▶ RF 방식 : 424MHZ 대역 프로토콜 사용에 따른 30MM ~ 100MM내 자동

검침이 가능한 방식,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검침이 가능한 방식임



대표 이 덕 기

본사·공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95
TEL.(042) 936-8580
FAX.(042) 936-8581

http://www.유량측정.kr 
e-mail : ok8580@hanmail.net

BOOTH No. A2-1
회사소개

주식회사 대덕기술은 유체유동분야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써 1994년에 설립되어
15년이상을 유량 분야에 꾸준히 매진하여 왔습니다. 시작 당시 중점 품목이었던
초음파 유량계는 그동안 고객님들의 성원 과 독려 덕분에 국내 최고의 기술과 제
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현장 기술의 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량
계 판매와 엔지니어링은 물론, 전국적으로 설치환경이 다양한 유량계를 비교 측
정하는 기술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에는 독일의 SIEMENS와 PARTNERSHIP을 맺고 전자기유량계,
CORIOLIS 질량유량계, VORTEX유량계, 개수로 유량계, 수위계, 압력계, 차압계
등을 판매 및 엔지니어링을 시작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량분야 최고의 전문기업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동안 준비해 왔던 전자식 수도미터가 드디어 2009년 4월 10일에 형식
승인을 받았으며 이 제품은 배터리 타입 전자기유량계를 유량계의 크기, 유량측
정범위 등을 수도미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가 필요 없고 , 유 무선 통신이
가능하여 사무실에서도 유량 값을 관측 할 수 있어 고객님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9년에는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에 1,320 m2의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위해 위해 많은 변화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
회사대덕기술 임직원 일동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제품, 최단의 A/S, 최
상의 서비스를 제공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표창및수상
- 표창장 - 국무총리상

▶ 지적재산권 및 등록사항
- 발명특허 제 10-0434228호 (습식 가스 유량 측정장치) 
- 발명특허 제 10-0902342호 (액체유량계 검사장치용 집수탱크) 
- 발명특허 제 10-0902344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용 클램핑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ISO/KS A 17025 ▶ 벤처기업
▶ 계량기제작업등록 ▶ 정보통신공사업등록
▶ SIEMENS PARTNERSHIP 체결 ▶ 국제공인 교정기관(유체, 유동분야)

(주)대덕기술

취급제품소개

▶ 보상형 외벽부착식 초음파유량계 ▶ 전자식 유량계
▶ 전자식 수도미터 ▶ 볼텍스 유량계 ▶ 질량 유량계
▶ 유량측정시스템 제작(액체, 기체) ▶ 유량계 교정검사(액체, 기체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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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곡관보상형초음파유량계 (1010N/DN)
▶ Wide-Beam, Multi-Pulse 방식

/ 외벽부착식
▶ 측정구경 : 12 ㎜ ~ 9144 ㎜,

측정관두께 : 0.5 ㎜ ~ 76㎜
▶ 측정감도 : 0.0003 ㎧,  정확도

: ±0.5%(Reading치)
▶ 측정유속범위 : -12 ㎧ ~ +12㎧
▶ 곡관 보상형 : 전단3D, 후단2D 사용 가능
▶ 모니터 화면이 2개의 채널로 분할되어 각 채널별 각각의

유량값 지시
▶ 2개 채널에 의한 평균치 자동계산으로 정 도가 높음
▶ 자동 점조정기능 (Auto-zero Function)
▶ 기포량, 신호강도, 설치현황을 화면상에서 즉시 확인가능
▶ 광역초음파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여 저유속에서 높은

정 도 유지
▶ 유량값을 정·역방향에서 측정 가능
▶ 자기진단기능이 있어 유량계의 상태 즉시 파악 가능
▶ 관경 변경시 재사용 및 휴대용으로 사용가능
▶ 설치 및 유지보수시 유량흐름에 향을 주지 않으며

무단수 시공이 가능

▶ 높은정확도 : ±0.5%(Reading치)
▶ 측정유속범위 : -12 ㎧ ~ +12㎧
▶ 자동 점조정기능 (Auto-zero Function)
▶ 기포량, 신호강도, 설치현황을 화면상에서 즉시 확인가능
▶ 광역초음파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여 저유속에서 높은 정

도 유지
▶ 유량값을 정·역방향에서 측정 가능
▶ 자기진단기능이 있어 유량계의 상태 즉시 파악 가능
▶ 현장교정용 기준기

4. 통합통신모듈 (FC-1010)
▶ INPUT DIGITAL DATA
- RS232    - RS485 MODBUS
▶ INPUT ANALOG SIGNAL
- 1번 채널 : 4 ~ 20 mA (LOOP
POWER 선택가능)

- 2번 채널 : 4 ~ 20 mA (LOOP POWER 선택가능)        
▶ OUTPUT DIGITAL DATA
- RS232 SERIAL DATA - RS485 MODBUS DATA
- LAN PORT(TCP-IP) MODBUS를 LAN PORT로 통신
- USB PORT-일반USB를 사용해 MEMORY DOWN 용(구간지정가능)
- SD MEMORY CARD(MEMORY 저장용)
- BLUE TOOTH(무선 MEMORY DOWN용)
▶ OUTPUT ANALOG SIGNAL
- 1번 채널 : 4 ~ 20 mA               - 2번 채널 : 4 ~ 20 mA
▶ TOUCH SCREEN LCD
- 순간유량표시, 적산유량표시, 압력 또는 온도 표시
- 메뉴 - 통신속도 설정

- 일반 USB 메모리 삽입시 DOWNLOAD 구간지정 및 시작버튼
- INPUT 4 ~ 20 mA 최대값 셋팅지정

5. 전자식유량계 (50~600 mm)
▶ 사용온도 : 본체: -20~60 ℃

센서 : -40~70 ℃
▶ 높은정 도 : 0.25 % 
▶ 방수등급 : IP68
▶ Display : 유량적산치,순시치,고장표시등.
▶ 라이닝 : Hard Rubber(EPDM')
▶ 전극 : AISI 304 Ti
▶ 하우징 및 플렌지 : Carbon steel 
▶ 출력 : 4~20mADC, PULSE
▶ 통신 : MODBUS485, PROFIBUS PA/DP
▶ Power : 110~220VAC
▶ Display : 3 line(Actual+Totalization)
▶ 측정관압력 : 0.01~40bar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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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식수도미터 (MAG8000)
▶ 형식인증 제품 (50~350A)   
▶ 높은 정 도 (±0.2 %)
▶ 백업 밧데리 수명 10년
▶ AC/DC 겸용 (3.6 VDC , 220

VAC (60 Hz), 220 VAC(60
Hz) + 3.6 VDC)

▶ 방수등급 : IP68/NEMA6P
▶ 다양한 출력 제공 (통신 IrDA 또는 RS-232, 적산 Pulse,

Alarm Relay )
▶ 유량값을 정·역방향에서 측정 가능

3. 곡관보상형휴대용초음파유량계 (1010WP)
▶ 방수형 모델(IP67)
▶ 초음파 두께측정기 기능 내장

(측정관두께 : 0.5 ㎜ ~ 76㎜)
▶ 대형 발광LCD (12m 원거리에

서 측정가능)
▶ Wide-Beam, Multi-Pulse 방식

/ 외벽부착식
▶ 측정구경 : 12 ㎜ ~ 9144 ㎜
▶ 곡관 보상형 : 전단3D, 후단2D 사용 가능
▶ 측정감도 : 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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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허 근 태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122-8
TEL.(031) 454-4111, 354-1711/3
FAX.(031) 457-7108

http://www.dwplug.com 
e-mail : dw@dwplug.co.kr

BOOTH No. A2-5
회사소개

세계로의 도약 그 이름 대원!
당사는 오래전부터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의 업체들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

여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최고의 품질로 고무를 이용한 환경산업분야에

동참해왔으며 하수도관용 고무링 및 PIPE PLUG 분야에서 이미 중동과 유럽에 수

출을 하고 있으며 현제는 호주, 일본,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거검사기기(Test Band, Smoke Test, Vacuum

Test, Air-Lock Test )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환경보존과 녹색성장에 미력이나마 일

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RUBBER GASKETS : 상·하수도관 및 맨홀용GASKET
▶ RUBBER PACKERS : 비굴착 보수용PACKER

(현장조건에 따른 지름 및 길이조절 가능)
▶ RUBBER TEES(PERFECT TEE) : 맨홀의 접속부, 본관과 가지관의 연결용
▶ PNEUMATIC SEWER PIPE PLUGS
▶ TESTING EQUIPMENT
▶ TEST BAND
▶ SMOKE TEST
▶ VACUUM TEST
▶ AIR - LOCK TEST

인증및획득마크

▶ 벤처기업인증
▶ ISO9001 : 2010 제품인증
▶ 관검사용 폐시험기기 : 실용신안및의장 8종
▶ 하수관접합용패킹 의장등록 11종
▶ 고무접속구 : 2002-9895 실용신안 2종
▶ 차집관거용 물우회용기기 특허출원중
▶ 매입형 고무링 디자인 의장등록 출원중

대원인더스트리얼 (주)
KYUNGIN WATER TREATMEN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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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RUBBER GASKETS (맨홀및상하수도관용고무링)
▶ 수도용고무(K.S M6613-2007)로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6518-2006)의 규정에 준하는 생산
▶ 매입형고무링 개발완료 양산공급중
▶ 생산설비 증강으로 체계적 공정관리 및 높은생산성 유지

2. RUBBER PACKERS (보수용PACKER)
▶ 하수관 굴착 및 비굴착보수시 사용
▶ 보수공법별 구경, 길이 및 고무두께 조절가능
▶ 우수한고무재질 과 작업시 양측면 체파지사용 안전하고 완벽한

보수공사 가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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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 PIPE PLUGS (다기능시험기기)
▶ 한가지 size로 (최대 8가지 구경 사용가능)
▶ 폐형, 공기방출형, By-Pass형 3종
▶ 맨홀 설치지역에서도 사용가능

(배수차단, 물주입, 물우회용으로 사용)

3. RUBBER TEES (맨홀의접속부, 본관과가지관의연결용)
▶ 본관에 가지관 침투방지
▶ 완벽한 수 성
▶ 맨홀의 접속부 침입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해결, 각도조절 가능

5. TESTING EQUIPMENT (AIR LOCK TEST & VACUUM TEST)
▶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경간과 이음부의 접합 및 크랙결함등

을 검사하여 수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맨홀의 경우 파손등
을 우려하여 공기압시험에서 제외한다.

▶ 부압시험은 본관 및 맨홀의 침입시험(물, 공기의 맨홀로 역입)으로 맨
홀에 부공기압시험을 하여 시간과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
인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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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유 희

본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250-10
TEL.(031) 983-5721~2
FAX.(031) 983-5723

http://www.dhmeter.com  
e-mail : dh8261@naver.com

BOOTH No. A4-6
회사소개

계량계측산업의 선두주자 !
최고의 품질, 고객만족 친화경제품을 추구하는 기업
(주)대한계기정 은 주물, 사출제작 및 가공 등 직접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수도미터기, 디지털전자식미터기, 적산열량계, 세대별 및 일체형 감압밸브를 생

산하고있는 전문적인 수도계량기 제작업체입니다. 

최상의 품질우선, 고객만족의 품질경 믿음을 주는 일류기업을 실현코자 끊임없

는 연구와 개발로 약100여종의 형식인증 획득을 비롯 다수의특허(역류방지용수

도미터) 및 실용신안을 획득하여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 등록되 고 또한 KS

표시인증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산업사회속에서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며 수도미터기의

전문업체로서 계량계측산업 발전의 받침이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최고의

품질과 고객만족의 품질경 및 고객의 믿음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이번 2011 WATER KOREA 국제

상하수도전시회에 참관하시여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습식수도미터 (접선류익차형)
▶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 대형 수도미터기 (수직월트만식)
▶ 수도앵 감압밸브 일체형
▶ 세대별 수도용 감압밸브

▶ 고감도 역류방지용 수도미터기 (스윙식, 슬라이드식)
▶ 디지털 수도미터 역류방지용 무소음기능 복갑식
▶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 적산열량계
▶ 스테인리스 수도미터기

인증및획득마크

▶ KS표시제품인증서 : 한국표준협회
- 수도미터기

▶ 우수제품인정서 : 조달청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체크식)
- 슬라이드식 역류방지수도미터(스프링식)

▶ 환경표지인증서 : 친환경상품진흥원
▶ 특허등록제품 : 특허청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체크식)
- 슬라이드식 역류방지수도미터(스프링식)
- 조작방지캡 수도미터
-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 디자인등록제품 : 특허청
▶ 성능인증 : 중소기업청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체크식)
- 슬라이드식 역류방지수도미터(스프링식)

▶ 품질보증업체지정서 : 한국 전자기계 시험 연구원

(주)대한계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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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동파방지역류방지용 (수도미터무소음기능신제품)
▶ KS 한국표준협회 냉수용 수도미터(KS B 50049-1호)
▶ 특허 등록 제품(제10-0700932호)
▶ 한국기계전자 시험 연구원 동파 시험 통과
▶ 중소기업청 동파 시험 통과
▶ 체적팽창 흡수 구조와 특수재질을 사용한 지시부 유리

강화유리 사용으로 발생되는 수도미터기 및 미터기 연결
부위 파손피해를 최소화 시킴)

▶ 사용자의 주문사양 선택 용이(일반형, 역류방지 겸용형)

2. 대형수도미터기(수직월트만식) 
80, 100, 150, 200, 250㎜

▶ 유량범위가 넓고 압력손실이 적음.
▶ 가볍고 견고하여 취급이 용이함.
▶ 수도미터 몸체와 커버는 모든 환경에

보호될수 있도록 실리콘 코팅 처리함.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폴리카보네이트(P.C.Glass)

동결시 체적팽창을 흡수하는 특수 구조물
(High Absorbency special Meterial for distented Capacity)

조작방지캡 기능

역류방지 무소음기능

●

●

●

●

●

●

3. 디지털수도미터역류방지용무소음기능복갑식
▶ 전자부 상하케이스를 초음파 용착하여 이중 완전방수구조

로 지시창에 습기가 차지않음.  
▶ 정방향, 역방향 흐름여부 밧데리잔량여부 등 지능형

자가지단기능 표시
▶ UARP-DATA통신방식으로 옥외검침, PDA검침, 무선원격

검침 등에 활용할수 있음.
▶역류방지디스크양면에특수고무코팅하여물흐름시
소음을완벽하게방지하 습니다.

6. 수도앵 감압밸브일체형
▶ 수도앵 밸브 + 감압밸브로서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며 시공이 간편.
▶ 수도앵 밸브 하단에 연결체결

너트가 360도 회전기능을 첨부하여
좁은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다.

▶ 감압밸브 기능을 직동식으로 제조되어
급수시 압력손실을 방지할수 있으며 친 환경니켈도금
처리되어 있어 부식성에 강하며 음용수 사용에 적합하다.

7. 세대별수도용감압밸브(직동식)
▶ 급수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기기나 배관

을 보호한다.
▶ 세대내에 유입되는 급수압력의 불균

형으로 일어나는 트러블을 방지한다
▶ 순간적인 강한 압력에도 Disk(직동식)

가 변형없이 배관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8. 적산열량계
▶ 매 유량신호마다 온도차를 측정하여,

각 온도 분포에 따른 열량환산계수
(K-factor)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서 측정오차가 거의 없다.

▶ Mode S/W를 이용하여 적산열량계의 동작상태
및 이상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수 있다.

4. 조작방지용수도미터신제품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체택제품)

▶ KS 한국표준협회 냉수용 수도미터(KS B 50049-1호)
▶ 수도미터 상부에 특수캡을 부착하여 일반적인 공구로는

해체할수 없도록 하여 도수방지 및 조작방지를 사전에 방
지하 음.

5. 스테인레스수도미터기 (역류방지무소음기능신제품)
▶ KS 한국표준협회 냉수용 수도미터(KS B 50049-1호)
▶ 계량기 내부에 녹 및 부식에 의한 스켈링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생안전기준에 매우 적합한 수도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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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연구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e-Biz 센터 2차 503-505호
TEL.(02) 890-3591
FAX.(02) 890-3590

http://www.dongmoonent.co.kr     
e-mail : dmscien@kornet.net 

BOOTH No. A4-3
회사소개

수질환경 전문기업 - 동문이엔티!
▶ 설립년도 : 1994년 ▶ 자본금 : 6억
▶ 종업원수 : 33명 ▶ 연간매출액 : 80억

회사소개 : 수질, 해양, 지하수 및 토양 등 각종 환경관련 분야에 필요한 분석기기

및 측정기기, 유속계, 유량측정장비, 온라인 측정장비 등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

개·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대행업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

한 고객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소,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및 산하 지방 사업소에 수질모니

터링 시스템(수온, 용존산소, pH, SS, 탁도, 전기전도도, 총인, 총질소, 총유기탄소

(TOC) 등)을 구축하여 설치/운 중에 있습니다.

주요등록및승인내역

▶ 1999. G7 project 수행 : 수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환경부, 한국기계연구원 협력)

▶ 2000.10 제조허가 취득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기기 제조
▶ 2004. 각 지자체 지별탁도계 일괄시스템 공급
▶ 2005.05 공장등록
▶ 2006.08 Eco-Project 참여 : 저수조 수질모니터링 개발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
▶ 2007.10 프로세스제어반 등록
▶ 2008. 수질 TMS 시스템 공급
▶ 2009.03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 2009.06 동문이엔티(주)로 법인전환
▶ 2009.08 동문이엔티(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0. 4대강 정비사업 참여 (한강, 낙동강, 금강, 산강)

주요공급장비및시스템

▶ 휴대용 수질측정 장비 - 일반항목(DO, pH, 탁도 등), 유속계, 유량계, 휴대용
CTD 측정기 등

▶ 실험실용 장비 - 시료전처리장비, 전기화학분석기, 분광광도계, 초순수 제조
장치, 수질분석기 등

▶ On-Line 장비 -  생물독성, 중금속, TN, TP, 양염류, TOC, 탁도, 잔류염소,
일반항목 등

▶ 주요공급 시스템
- 해양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 광원자력 발전소, 국립수산 과학원 등
- 댐 및 취수탑 모니터링 시스템 : 한국 수자원공사 외
- 하·폐수, 정수 모니터링 시스템 : 인천 제철, 환경부 산하단체 및 각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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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간이상수도/마을하수모니터링시스템
▶ TOC, COD, 전도도, 잔류염소, 탁도, 온도 등을 동시에 측정함
▶ 각 항목별 통합이 가능하며, 다양한 application 에 적용 가능함
▶ 정수장 수처리 모니터링, 초순수 처리공정 모니터링, 하·폐수 및

산업폐수 모니터링 등
▶ 설치가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간편함

2. 생물독성모니터링시스템
▶ 5000종 이상 화학물질 테스트 완료
▶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생태독성 모니터링
▶ 수천여가지의 독성물질 검출
▶ 기타 수질측정항목(TOC, 탁도, 전도도 등)과 같이 통합하여 동시

모니터링 가능
▶ 기기 작동이 간편하고 유지관리 쉬움
▶ 취수장, 정수장, 하·폐수 처리장 등에서 독성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관리

3. 온라인중금속모니터링장치
▶ 특허 받은 콤팩트 전기화학 셀 사용
▶ 전량분석적, 전위차계식, 전압전류식 측정장치
▶ 넓은 농도범위의 중금속 동시 측정가능
▶ 다양한 채수에서 미량원소 측정가능
▶ 오랜 기간 유지보수 없이 작동을 위한 Self-Testing 실시.
▶ 모든 결과값, 보정값 자동저장
▶ 터치스크린 통한 쉬운 제어, 유지보수관리 용이
▶ 산업컴퓨터, 분석용 및 시료 전처리 기기, 시약 등 일괄시스템 내장

4. 상/하수도관망수질모니터링시스템
▶ 상수관망 전용 매립형 측정기
▶ FE(Final Effluent)에 필요한 특수 센서 사용
▶ 잔류염소, 탁도, 전도도, DO, 색도, pH, 유속, 압력, Ammonium ISE 등
▶ 최고 7가지 매개변수 동시 측정 가능
▶ 탈·부착이 용이하여 설치 융통성이 매우 우수
▶ 웹페이지,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GPRS 등을 통해 데이터

측정관리 가능

계
량
·
계
측
기
기
류[수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잔류염소, TOC, COD, 탁도, pH, 전도도, 온도 등

[생물 독성 감시장치]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생물 독성 측정

[온라인 중금속 모니터링장치]    
중금속 Zn, Cd, Pb, Cu, Ag, Cr6+, As, Hg 등

[수도관망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잔류염소, 탁도, DO, 전도도, 온도, pH, 색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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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장 대 웅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16-35 
TEL.(031) 366-9822~4  
FAX.(031) 366-9825

http://www.dswater.co.kr   
e-mail : dswater@nate.com

BOOTH No. A2-4
회사소개

친환경제품 개발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
디에스워터는 수도미터, 오일미터, 산업용수량계, 순간유량계 등을 KS인증 및 형

식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디에스워터는 환경보존에 앞장서며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감 하고자 친환

경제품 개발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기업입니다.

디에스워터는 앞으로도 축척된 기술과 합리화된 경 하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제품이 공급토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

며, 우리나라 산업사회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미터 : 15㎜ ~ 300㎜
▶ 스트레이너 : 80㎜ ~ 300㎜ (대구경)
▶ 전자식유량계 : 20㎜ ~ 600㎜ (일체형,분리형)
▶ 오일미터 : 8㎜, 20㎜, 25㎜, 40㎜, 50㎜, 80㎜
▶ 산업용 수량계 : 25㎜, 40㎜, 50㎜
▶ 산업용 터빈 수량계 : 65㎜ ~ 200㎜
▶ 터빈수량계 : 40㎜ ~ 200㎜
▶ 폐수용 유량계 : 40㎜ ~ 200㎜
▶ 식품화학용유량계 : 25㎜, 40㎜, 50㎜

인증및획득마크

▶ 수도미터 15㎜ ~ 250㎜ 형식인증 취득
▶ 실용신안등록 (제098721호) 오일미터기 획득
▶ KS B 5336 고압용 수량계 KS획득
▶ 2004년 8월 우수제품 마크 인증서
▶ ISO 9001, 14001 인증
▶ 2007년 7월 품질보증업체지정
▶ 표창장 (제74711호) 지식경제부상 취득

디에스워터(구)두산유량계
계량의 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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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수도미터 (소형)
▶ 수압이 낮은 지역 및 미세한 유량에도 정 하게 작동하므로 어느곳에

설치하여도 성능이 우수하다. 
▶ 지시부분에 숫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부동액이 주입되어 있어 항상

선명하게 보이며 특히 동파 방지에 강하다. 
▶ 모든 제품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Engineering Plastic을 사용했으므로

계기의 성능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2. 수도미터 (대형)
▶ 경도가 높고 내구성이 매우 좋다.
▶ 고배율의 수도미터로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기계식 수도미터중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 대칭구조의 기차 조정 방식적용으로 정 도 우수하다.
▶ 지시부가 360。회전 가능 구조로 검침 용이함.
▶ 폐봉인된 지시부(IP68등급)로 수포현상 완전 제거함.

3. 스트레이너 (대구경) 
▶ 스트레이너란 모든 유량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주된 임무는

큰 분자의 이물질이 관로를 통하여 측정 기계로 유입 유량계의 파손을
막아주는 역할.

▶ 특별히 고안된 W형자의 스텐레스판은 큰이물질이 빠른 유속에 의해
강하게 스텐레스판에 충격을 주었을 경우 힘의 전달을 분포적으로
분산시켜 충격의 흡수를 작게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4. 산업용수량계
▶ 폐사의 산업용 수량계는 종래의 익근차식 유량계를

개량한 것으로 개발되어 정 도 및 내구력을 더욱 향상시켜
보일러 급수, 지하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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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현 근

본사 및 기술연구소
서울시 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607, 1609호
TEL.(02) 722-0760
FAX.(02) 722-0763

부산지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번지
유원오피스텔 1105호
TEL.(051) 319-0767
FAX.(051) 319-0768

일본 동경본사
Matsumoto Bldg 4F, 14-15
Nihonbashi Odenmacho Chuo-ku
Tokyo Japan 103-0011
TEL.81-3-5847-0252  
FAX.81-3-5847-0255

http://www.bl-tec.co.kr  
e-mail : hkpark@bltec.co.kr

BOOTH No. A2-15
회사소개

저희 비엘텍 코리아(주) (BLTEC Korea Limited)는 1984년 이래 전자동 화학성분

분석기기 (AutoAnalyzerⓇ)의 세계적인 제조사인 미국 Technicon(주), 독일

Bran+Luebbe(주)의 한국지사를 거쳐 2007년 1월, BLTEC K. K. Japan(주)와 공

동 합자투자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한 자동분석기기 (Lab 및 Process)의 선

두회사입니다.

특히 2006년 말 국 Seal Analytical Ltd.社에서 독일 Bran+Luebbe(주) LAB-분석

기기 사업부의 인수합병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증된 사용이 매우 간편한

새로운 분석기술인 분절분석기기(Discrete Analyzer)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다양

한 자동분석기술 및 기기를 고객 분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사는 2011년 중반기부터 새롭게 COD / BOD / 일반 항목류에 대한 LAB-

자동분석기기의 세계적인 제조사인 Mantech Inc.社와 제휴하여 보다 다양하고

진보된 선진 자동 분석기술 및 기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자동 분석기기의 활발한 보급에 힘입어 폐사는 국내 모든 화학 분석기

기 고객 분들께 분석 표준물질(CRMs)의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국

Spectracer(주)와 공동 기술협의를 거쳐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검증된 CRMs 표준

물질을 AutoAnalyzerⓇ, IC, AA/ICP, GC/LC-Mass 등 모든 분석기기류에 대한

CRMs를 저렴한 가격대에 신속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엘텍 코리아(주)는 전 세계의 생산거점 및 판매망, R&D 센터와의 긴 한

협조 하에 고객 여러분께 항상 신뢰 받는 회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리며 여러분의 기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실험실용 전자동 수질분석기 (AutoAnalyzerⓇ) 
▶ 전자동 다성분 분석기(AQ2 & AQ1)
▶ 온라인 수질 모니터
(Monitor V - Distillation(Phenol / Cyanide / Flouride) , Monitor V TN-TP)

▶ 온라인 슬러지 침전능 측정시스템(On-Line SVI System)
▶ 전자동 다항목 분석기기(RapidDuoTM / PC-BODTM / PeCODTM) 
▶ 분석용 표준물질(CRMs)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 2000 인증
▶ 2007년 10월 국가공인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인증/등재

(Phenol, CN, MBAS, TN, TP)
▶ MV Monitor 형식승인 : TN(10 / 50 / 100ppm), TP(2 / 5 / 20ppm), TP(0~0.6ppm)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 국내 및 일본 특허 등록 ( 특허 NO. 제 10-0875629호) MV Monitor
▶ 2007년 11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엘텍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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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 폭기조의 슬러지 침전능(SV)을 이미지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신기술

▶ 활성슬러지의 침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슬러지의 침전성 평가

▶ 폭기조 운 의 편리성과 처리효율의 극
대화

▶ 응집침전공정의 약품 주입량 제어 및 폭
기량 조절을 통한 운 비 절감

6. 분석용표준물질 (CRMs)
▶ 단일 및 규격화된 다성분 분석용 표준물질의 주문제작 공급 및

고객 요구에 따른 혼합-표준물질의 제작 및 공급이 가능
▶ IC / AA / ICP, GC, LC & Mass / AutoAnalyzerⓇ용 주문제작

표준 물질
▶ PC 주문제작 시스템 (CAM)에 의한 경제적이고 저렴한 공급가격
▶ ISO 9001:2000 인증, ISO 17025:2005, ISO Guide 34-2000, 

NIST 표준에 부합

3. 온라인수질모니터

1) Monitor V - Distillation (Phenol / Cyanide / Flouride)
▶ 증류 추출법의 의한 극 저 농도 페놀, 시

안, 불소, 증류 암모니아 측정
▶ 연속증류 시스템

( 가열 →연속증류 →응축 →용액)
▶ 2007년 10월 개정판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인 CFA(기포분절 연속흐름)방식 채택
▶ 안정된 검출한계 보장

페놀: 2ppb, 시안: 1ppb, 불소: 20ppb, 암
모니아: 20 ppb

▶ 모든 종류의 수질측정 가능

2) Monitor V TN-TP
▶ 기포분절을 이용한 CFA/연속흐름방식
▶ 총인, 총질소 동시 2항목 측정 가능
▶ 대화형 터치스크린 패드 장착
▶ Cd-cu 환원법에 의한 높은 정확성 & 정 성

제공
▶ 검출한계: TN: 0.03 ppm TP: 0.005ppm
▶ 특허등록된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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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슬러지침전능측정시스템 (On-Line SVI System)1.실험실용전자동수질분석기
▶ Compact한 디자인, 적은 Space, 시약소모량이 절감된 시스템
▶ Autoclave, Distillation, Homogenizer 등 기기 장착 가능
▶ 시안, 페놀,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등을 분석하는 보편화된

장비
▶ 자가진단 기능으로 안정적이며 정확한 측정가능
▶ 증류, 분해, 추출 등의 전처리의 자동화

2.전자동다성분분석기 (AQ2 & AQ1)
▶ 20여가지 다항목 분석처리 능력으로 실험실의 성력화 추구
▶ 극소량의 시료 및 시약 사용으로 기기 유지비용 절감
▶ 안정된 분리 반응 분석기술 적용(separate reaction wall)
▶ Flow-Cuvette 방식으로 안정된 분석 및 처리속도가 뛰어남.

5. 전자동다항목분석기기(RapidDuoTM /  PC-BODTM /  PeCODTM)
▶ 빠른 시간내 다항목 분석처리 기술에 의한 투자비의 손쉬운 회수
▶ pH, Turbidity, Color, hardness 동시 측정 가능
▶ PC Control에 의한 분석: pH, Alkalinity, Conductivity, Turbidity, 

F, others
▶ EPA 인증 Methods (Utilizes US EPA ETV verified RitraSIP SA

technology)
▶ 신속, 정확하고 정 한 분석 결과치의 완벽한 실현
▶ BOD sensor 및 시료 Rack의 추가만으로 PC-Titration 기기와

병행 사용
▶ PC S/W에 의한 BOD 분석의 성력화 실현 및 손쉬운 기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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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원 경

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18-221 
TEL.(02) 2665-8800 (대표)
FAX.(02) 2667-0034

http://www.sambosc.com
e-mail : sambosc@sambosc.com

BOOTH No. A2-10
회사소개

▶ 연혁
1983 삼보과학 설립
1984 증류수 제조장치 개발 및 출시.
1986 무역대리업 등록.(AFTAK)
1996 법인등록, 삼보과학(주)로 상호 변경 / 무역업 등록.(KITA)
1997 Pasteurizer 개발 및 출시.
1998 자동 수분분석기 개발 및 출시.
1998 전자동 증류수 제조장치 개발, 수출계약.
1999 Flow Pore 측정기기 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연구, 특허 제 0330647 호)
2000 원사(yarn) 수축율 시험기 개발 및 출시
2001 입자계수기용 Online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62357 호)
2002 플록 크기 & 분포 측정시스템(Floc Size Analyzer)용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97184 호)
2003 플록 검출용 입자계수시스템 개발 (특허 제 0523933 호)
2005 응집제 투입률 자동 측정 및 약품펌프 제어시스템(CAST) 개발 및 출시
2006 자동 무인 응집제 투입 제어장치 개발 (특허 제 10-0742262 호)
20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메인비즈(경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인증.
2010 정수처리용 응집제 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특허 출원

(특허 제10-0964895호)
제지공정용 온라인 Cation Demand 측정 Dual 시스템 OCDS-Dual 개발 및 출시. 

취급제품소개

▶ 정수처리용 온라인 응집제 주입률 자동제어 시스템 (CAST-V2)
▶ 하수처리장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 및 제어 시스템(SW-CAST)
▶ 온라인 입자계수기(Online Particle Counter : WaterViewer, PAMAS-4031)
▶ 플록 크기 및 분포 측정 시스템(Floc Size Analyzer: FSA2002)
▶ 이동식 온라인 여과효율 측정시스템 (FEM2000)
▶ 실험실용 입자계수기 (PAMAS-SBSS, PAMAS-SVSS)
▶ 제타 전위 측정 시스템(ZetaPALS, ZetaPlus, Zetatrac)
▶ 입도분석기(90Plus, Nanotrac, S3500)
▶ 입자 이미지 분석기 (FlowCAM, Occhio 500Nano, Occhio Flow-Cell)
▶ 탁질입자성 물질 제거 미디어 (Next Sand)
▶ 필터 기공도 측정시스템(Capillary Flow Porometers)    

인증및획득마크

▶ 입자계수기용 Online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62357 호)
▶ 플록 크기 & 분포 측정시스템(Floc Size Analyzer)용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97184 호)
▶ 플록 검출용 입자계수시스템 개발 (특허 제 0523933 호) 
▶ 정수처리용 응집제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개발 (특허 제10-0964895호)
▶ 메인비즈(경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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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정수처리용온라인응집제주입률자동제어시스템 (CAST-V2)
▶ 물속의 흐름전위를 측정하고 반대이온을 가진 고분자 응집제로 흐름전위가 0mV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적정하여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하는 기술로서 응집제 주입공정의 자동화 실현(특허등록)
▶ 고탁도 유입 등 급격한 수질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
▶ 정수장의 수질/유량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응집제 최적 주입
▶ 응집제 절감율 15±5%, 수질 개선율 20±10% 가능
▶ 무인자동화 세정/진단 핵심기술 확보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 (특허등록)
▶ 온라인 실시간 연속 주입장치 및 전방향(Forward) 운 체계 수립

2. 하수처리장응집제주입률자동결정및제어시스템 (SW-CAST)
▶ 입자의 전하특성과 응집이론에 기초한 응집제 주입량 자동 결정 및 제어시스템
▶ 침전을 방해하는 인을 포함한 다양한 입자 이온 전하량의 실시간 변화에 대응하여 응집제 요구량 실시간

산정 및 자동 주입.
▶ 시료의 샘플링과 측정, 측정부의 자동 유지관리기술까지 탑재하여 완벽한 총인 제거 달성
▶ 실시간 변화하는 유량/수질을 능동적 대처 가능하면서 정확한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특허등록)
▶ 고탁수/높은 SS에 관계없이 실시간 연속적으로 자동샘플링 및 자동 역세척 (특허등록)
▶ 측정셀/피스톤 이물질 오염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세서 기반 구동축 정 자동세척 탑재

및 자가진단 등 유지관리 완벽구축

3.온라인입자계수기 (Online Particle Counter: WaterViewer1X-4M/2X-8M)
▶ 정수장 여과지 운 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운 효율을 높이고 미생물 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가 가능함
▶ 샘플의 유입부터 세척까지 전자동으로 운 되며, 온라인시스템으로서 침전지 및 여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기계 한 대당 최대 8개 라인까지 측정가능
▶ 여과 전후의 입자수 비교 및 특정날짜 데이터 검색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4. 플록크기및분포측정시스템 (Floc Size Analyzer: FSA-2002)
▶ 응집제 주입 후 형성되는 플럭의 크기 및 분포 상태를 측정하여 효과적으로 응집지를 운 할 수

있으며, 특히 운 조건 변화에 따른 응집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판단 할 수 있음.
▶ 30㎛~6000㎛까지 측정하며 응집지 모니터링,
▶ 온라인 장치로 사용할 경우 수질변화에 따른 응집제 주입량의 적절성 평가 가능.
▶ 정수장의 시설변경 및 운 조건 변화에 따른 응집지 성능평가 가능.

6. Portable Particle Counter (PAMAS-S4031)
7. 유기물측정기 (Real UVT Online Monitor)
8. 탁질입자제거미디어 (Next Sand)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5. 이동식온라인여과효율측정시스템 (FEM2000)
▶ 침전수/여과수 또는 여과수/여과수의 2개의 샘플라인 측정
▶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샘플 분배
▶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밸브 및 delay 제어
▶ Upstream의 오염 방지를 위한 역세척 기능
▶ Sensor와 입자계수기 또는 탁도계의 바탕값 분석
▶ 전자동 샘플링 시스템으로 여과효율 측정 장비의 샘플링을 완벽하게 지원



대표 김 진 택

본사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5          
TEL.(031) 459-0674
FAX.(031) 459-0664  

http://www.ssmi.co.kr     
e-mail : samsung9902@hanmail.net    

BOOTH No. A4-4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 전자유량계 ▶ 초음파유량계
▶ 파샬프롬 유량계 ▶ 기준유량계
▶ 계측기기 ▶ 수도미터
▶ 통합 감시제어 / 유무선 원격제어 / 수처리 계장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14001 ▶ 벤처기업지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정(INNO-BIZ) ▶ 수도미터 특허 2, 실용신안 2 
▶ 전자유량계 실용신안1, 디자인등록2
▶ 전자유량계 특허 1 (다중변환 주파수방식)    

삼성계기공업
SAMSUNG MEASURING CO.

고객감동은 기술개발의 원천입니다!
당사는 수도미터, 유량계, 계측관련기기 생산, 공급 및 계측제어 시스템사업 전문

회사입니다.

첨단기술개발과 설비의 현대화를 추구하여 특허 획득 및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

원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이래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 제공하여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회사, 고객을 사랑하는 회사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존과 삼성계기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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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100> <SSM300> <SSM310> <검출부> 

<MCFM-1000> <MCFM-2000> 

1. 전자유량계
▶ SSM100 / 300 / 310   

-  다중변환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특허인증 -  4 ~ 20㎃, Pulse, RS232C, RS485통신 출력기능
-  실시간 제어프로그램으로 동작중에서도 Key 조작가능 (Real Time O/S) -  Data Logging기능 내장
-  수소분위기 열처리소재 자계발생용 진동자 사용 -  Fieldbus, CDMA, PDA 측정기능
-  미세한 ±교번전압 인가로 전극의 피막 코팅현상을 제거 (측정감도의 저하가 없음) -  IP68 등급

<MUFM-1000> <MUFM-1100> <MUFM-2000> <MUFM-3000> 

3. 초음파다회선유량계
▶ MUFM-1000(만관일반용) / 1100(만관구역용) / 2000((비만관용) / 3000(개수로용)

- 직관부유지가 어려운 현장에서 측정오차를 최소화. - 출력방식 다양화 및 저장갯수 대용량
- 다양한 이력체크로 인한 유지관리 편리성 - 플랜지형,부단수직접시공이 가능

<SSP100> <SSP200> <SSP00> 

4. 파샬프롬유량계
▶ SSP100 / 200 / 400

- Auto Calibration
- Real Time OS의 실시간 제어 프로그램 적용
- AC 100~240V (Free Voltage)
- DC 4~20mA Pulse, RS232C/485(option)
- 순시유량, 적산유량, 수위 동시출력기능
- 측정 및 출력단위 변경기능

2. 초음파외벽부착식유량계
▶ MCFM-1000(1패스) / 2000(2패스)   

- 듀얼 CPU 사용에 의한 성능향상
- 한 메뉴 사용에 의한 사용 편리성 향상
- AGC회로 및 자기진단을 통한 기포량 측정 가능
- PC통한 원격조정 및 오실로스코프 기능으로 유지보수가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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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철 한

업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동 1209 
U-TOWER 1713호
TEL.(031) 627-2080
FAX.(031) 627-2090

부산사무소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內
1493-10번지
TEL.(051) 831-6171~4
FAX.(051) 831-6175

http://www.seoyong.co.kr
http://www.syaqua.co.kr   
e-mail : seoyong@seoyong.co.kr

BOOTH No. A6-2
회사소개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 ▶ 벤처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우량기술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 실용신안 4건 ▶ 특허 3건(전자유량계 점보정기능 외)
▶ 국가교정기관(KOLAS) ▶ 조달청쇼핑몰등록
▶ INNO-BIZ(기술혁신 중소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기업, 물의 소중함을 아는기업, (주)서용
(주)서용은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수도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일
류 기업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수한 성능의 전자유량계를 개발하고 국내 최
초로 600mm까지 교정 가능한 테스트 설비 구축하여 외국산이 주도하는 국내시
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유량계의 설계, 제조, 판매, 설치
및 운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 체계적인 제품
관리 시스템으로 책임 있는 A/S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환
경부 차세대 핵심기술사업, 200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다수의 국책사
업에 참여, 실용신안, 특허 출원으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에서는 상수도 관망진단에 선진기법의 상수도 기술진단장비와 밸브유
지관리 장비를 국내시장에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
관리공단 진행 하에“태백권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 으며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누수방지 용역사업을 수행중
이며 현재 부산, 인천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전국 지자체의유수율제고 용
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상수도관망의 선진화를 위한 관망기술진단 전문업체로
거듭나서 가장 효율적인 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개발을 통해 21세기를 앞서가는 기업으로서 최고
의 제품과 감동을 전하는 초일류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전자유량계 : 일체형(EF-500), 분리형(EF-501), 원격관리시스템(TM/TC)구축
▶ 탐사장비 : 상관식누수탐지기, 디지털전자식누수탐지기, 관로진단기, 지하매

설물탐지기, 유량, 수압기록 장비, 수질계측장비, 원격누수감지시
스템, 휴대용초음파유량계, 토양비저항측정기, 대구경 및 비금속
전용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기, 계량기비교측정장비 제작

▶ 누수탐사용역사업, 유수율제고용역사업, 상수도관망기술진단사업, 최적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블록시스템구축 사업

▶ 상수도시설물 진단 용역 사업(상수도 부단수 관 내시경촬 , 노후밸브진단,
밸브실 청소용역)

▶ 유량계 교정( 현장교정 포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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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전자유량계 (모델: EF-501 더욱더새로워진2011년신제품)
▶ 세계 최초의 USB포트 채택(데이터 취득 용이)
▶ 원격단말장치(RTU)내장 및 Modbus 지원
▶ 유수율분석 프로그램 제공
▶ 2 Mbyte의 데이터저장 기능
▶ 측정범위: 0.03~12.00m/s(정방향 기준) 
▶ 문제상황에 대한 알람발생 기능
▶ 수압 또는 온도 동시표시 및 저장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2. 누수모니터링시스템 (모델 : LNL-1) / 첨단 IT 기술과센싱(Sensing) 기술의 접목!
▶ 현장에서 수집된 누수음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누수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 누수음 센싱 기술과 첨단IT기술이 융합되어 누수관리를 실시간으로 한다
▶ IT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상수도 관망을 통해 지능형 실시간 수자원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로써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3. 다지점디지털상관식누수탐지기(모델:Enigma) - 대구경/비금속용
▶ 넓은 탐사구역을 한번의 작업으로 누수포인트까지 탐사해내므로 기존 누수탐사 공법에 비해

소요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
▶ 파이프 맵핑 기능 또는 GIS맵과 연동하여 누수탐사를 계획적으로 수행
▶ 전원 및 통신이 1개의 USB포트로 이루어 지므로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다. 

또 USB포트를 이용하므로 통신속도가 매우 빠르다.
▶ 디지털 방식으로 음을 분석하므로써 주위의 소음에 향을 받지않고 정 한 탐사가 가능하며, 

다중 누수의 경우도 정확하게 모든 위치를 탐지한다. 

4. 디지털전자식누수탐지기(모델:DNR-18)
▶ 디지털 전자식 누수탐지장비 중 최신 제품
▶ 노이즈제거기능: 차량통과음, 각종충격음, 발자국소리 등의 일시적 노이즈를 제거하므로

누수음만을 청음할 수 있다.
▶ 누수음 저장(관로누수진단 기능)

5. 밸브진단및유지관리장비 (모델:ERV-750, TRAV-L_VAC 300)
▶ 매몰 또는 침수 밸브실 상태 회복
▶ 위치 정보(GPS) 및 진단 상태를 GIS 시스템에 DB화
▶ 노후밸브 기능성 회복, 안정성 확보
▶ 밸브의 상태 및 교체 시점 결정
▶ 기존 상수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6. 부단수관내시경카메라 (모델 : WIC-100)
▶ 부단수로 관로내를 촬 함으로써 관로의 노후도 정도를 알 수 있다.
▶ 갱생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전?후 관로를 확인 적용.
▶ 카메라 삽입은 기존의 공기변 또는 새들분수전(Ø55mm 이상)을 설치하여 삽입 가능
▶ 내수압은 0.75MPa
▶ 관내 동 상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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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황 윤 락

본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727호
TEL.(031) 749-6970
FAX.(031) 749-6971

남부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흥동 1-1 
데시앙상가 204호
TEL.(055) 546-6970
FAX.(055) 546-6971

BOOTH No. A2-7
회사소개

「수자원 통합 솔루션」전문업체 (주)수로텍은 1994년 설립 이래 수질다중분석기
등 환경관련 자동제어/계측기기 및 감시 제어기술분야의 Know-How를 바탕으
로 전문기술인력 확보, 고객서비스 시스템 구축, ISO9001 및 각종 국제 인증규격
에 의한 품질보증시스템 획득하는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수문학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일체형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해석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수관거의 우선 정비순위를 지원하는 통
합하수관거유지관리시스템(TOSS : TOtal Sewer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한강수계 시범사업을 필두로 전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다
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축적된 IT기술을 융합하여 통합상수관망최적관
리시스템(TOSW : TOtal System of Water network)을 신규 출시함으로써 U-City
의 상하수도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 으며, 방재분야 등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응용을 통해 국내외 자체 통합 수자원 솔루션을
가진 명실상부한 환경친화형 수자원 Total Solution 전문업체로 거듭 변모하고자
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처리 부문
-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통합운 관리 시스템 (원격감시, 공정관리 및 공정진단 시스템)
- 통합 물순환 관리 시스템

▶ 상하수분야S/W : TOSS (TOtal Sewer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TOSW (TOtal System of Water network)   
TOSR (TOtal System of Rain overflow)   
iTMTC (interactive Tele-Mornitoring & Tele-Control)
MOUSE-KOREA, DHI S/W 제품군

▶ 방재분야 S/W : 지역별 안전도 진단시스템 / 재해 상황 분석시스템
재해 위험지역 관리 시스템 / 홍수 예경보 시스템

▶ 환경계측기기
- 유량계 : 벤츄리플륨식 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 수질계측기기
DO, pH, 슬러지농도계, 슬러지계면계(ILA), SS, MLSS
잔류염소, 탁도계, 전도도계
TN-TP Analyzer, COD Analyzer, Multi Analyzer  

- 환경측정소(대기, 수질, 기상) 
- RTU(Data Logger)

인증및획득마크

▶ 품질경 시스템인증 ISO9001 ▶ 벤처기업인증 -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 BIZ) 인증 -중소기업청
▶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 특허 7건 전용실시권 3건
▶ 국외 3건

(주)수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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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ToSS (통합하수관거운 관리시스템)
▶ 관거 개보수 및 교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 기능
▶ 실시간 유량자료의 모니터링 ▶ GIS 기반의 관망 관리 기능
▶ 실시간 부정류해석 ▶ I/I, 누수, CSOs, 초기강우 분석
▶ 시뮬레이션 및 경보(USM) ▶ 비용 효과 분석
▶ 원격제어 관리 ▶ CCTV 재생기능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2. TOSW (통합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 GIS 기반의 시설물 관리 ▶ 유수율 분석을 통한 경제적 운 관리
▶ 누수량 및 수충격 해석 ▶ 수질 오염모의로 최적관리 기준 제시
▶ 관노후도 평가 및 경제적 교체시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차단 제수변 검색 및 단수가구 검색 기능

3. TOSR (초기우수제어시스템)
▶ 실시간 유량, 수위, 강우, 이벤트자료 연계 모니터링
▶ 초기우수 수위 및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 초기우수 수문 제어

4. MOUSE-KOREA (하수관망해석소프트웨어)
▶ DHI Software와 공동으로 개발한 하수관망 해석 소프트웨어
▶ Mouse Program + I/I 분석 ▶ Mouse Program 한 화
▶ Mouse Program + 하수관거 통합모니터링

5. U-city 분야
▶ 상하수도 및 환경 서비스 제공 ⇒ U-City 적용을 위한 웹기반 S/W 개발
▶ USN 기반의 데이터 취득을 위한 센서노드 개발 적용 ▶ 도시기반시설 관제시스템 구축/운

6. 방재분야

<벤츄리유량계> 

<재해상황분석시스템> <지역별안전도진단시스템> <재해위험지역관리시스템> <홍수예경보시스템> 

<하수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 <RTU> 

<슬러지계면계> <DO> <MLSS/SS> <TN/TP> <다중분석계> 

7. 계측기기



대표 하 경 숙

본사·공장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126-1
TEL.(063) 548-4122~3
FAX.(063) 548-4121 

http://www.sw4123.co.kr  
e-mail : sw4123@hanmail.net

BOOTH No. A2-2
회사소개

도전·창의·혁신을 통한 최고의 기술개발과
친환경 수도미터기 공급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수도자재 전문기업!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신우산업(주)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신우산업(주)은 수도미터기기의 메카로써 창업 이래 품질경 과 환경경 시스템

등 선진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수도미터기

와 수도 자재를 개발·공급하여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수도자재 전문기

업입니다. 

신우산업(주)은 고객여러분께서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미터(습식) - 역류방지,이중역류방지, 동파방지, 원격식
▶ 수도계량기 보호통 (일반 / 밭기반 / 대형고감도)
▶ 대형 수도미터 (월트만식) ▶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팩
▶ 초음파 유량계 ▶ 전자기 유량계
▶ 제수변 보호통 (이단철개 일체형) ▶ 부동전 (스테인레스)

인증및획득마크

▶ 지적재산권
- 발명특허 제 10-0428490호 하부내갑피봇트축과 기차조절장치를 포함하는 수도계량기
- 상표등록 제0624614호 F.U.W.M 무동파미터기 등록
- 발명특허 제10-0758803호 주물생산된 폐 수도미터기의 외갑체 재활용 장치 및 방법
- 디자인등록 제30-0467825호 수도미터기
- 발명특허 제10-0761213호 수도미터기 보호통용 뚜껑 동시 개폐장치
- 발명특허 제10-0767282호 수도미터기의 도금 지그
- 유사디자인등록 제30-0467826호 수도미터기
- 발명특허 제10-2863124호 수도미터기 내부의 에어배출장치
- 발명특허 제10-0949792호 역류방지 수도미터

▶ 인증현황
- KS B 50049(냉수용 수도미터 제 10-0721호) - KS A ISO 9001:2009/ISO 14001:2004
- Q-마크 - 조달청우수제품
- 여성기업 인증 - BUY 전북상품
- 경 혁신형 중소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자(SEMS) 등록 - 벤처기업 인증
- 한국수자원 공사 기술이전 협약 (수도미터 동파방지수단 - 동파방지팩)

신우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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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초음파유량계
▶ Wide-Beam, Multi-Pulse 방식 / 

외벽부착식
▶ 측정구경 : 12 mm ~ 9144 mm, 

측정관두께 : 0.5 mm ~ 76mm
▶ 측정감도 : 0.0003 ㎧,  

정확도 : ±0.5%(Reading치)
▶ 측정유속범위 : -12 ㎧ ~ +12㎧
▶ 모니터 화면이 2개의 채널로 분할되어 각 채널별 각각의

유량값 지시
▶ 2개 채널에 의한 평균치 자동계산으로 정 도가 높음
▶ 자동 점조정기능
▶ 기포량, 신호강도, 설치현황을 화면상에서 즉시 확인가능
▶ 광역초음파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여 저유속에서 높은 정 도

있음
▶ 유량값을 정·역방향에서 측정 가능
▶ 자기진단기능이 있어 유량계의 상태 즉시 파악 가능
▶ 관경 변경시 재사용 및 휴대용으로 사용가능
▶ 설치 및 유지보수시 유량흐름에 향을 주지 않으며 무단수

시공이 가능

계
량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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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류

4. 대형수도미터
(50, 80, 100, 150, 200, 250mm)

▶ 광범위한 유량범위에 대해 가
장 편리한 유량측정계

▶ 내구연한이 길고 고장이 거의
없어 유지보수가 간단

▶ 적정유량에서 유량의 정확도
2% 이내로 정 도 보증

▶ 압력손실이 적고 능력이 크므로 통수량이 많은 곳에 적합
▶ 가볍고 견고하며 취급이 용이함
▶ 몸체내면에 부식방지 코팅처리로 녹이 슬지 않고

이물질이 부착되니 않음.

5. 대형고감도수도계량기보호통
▶ 저렴한 공사비로 원가절감 효과
▶ F.R.P 제품으로 방수효과가 있고

반 구적 사용이 가능
▶ 양생기간이 불필요하고

외부 토압에 잘 견디는 구조임
▶ 3.2t의 무늬철판 재질의 뚜껑은

외부충격에 강함

6. 길이조절유니온
▶ 수도미터 신규, 교체 설치시 길이

조절이 가능하므로 시공이 간편
▶ 니켈(Ni)도금 제작하여 외관이 미

려하고 광택이 있음
▶ 납(Pb)성분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제품
▶ 내부에 녹, 부식 등에 의한 스케일링이 발생하지 않음
▶ 내마모성이 탁월하고 구적임
▶ 유량 및 온도변화에 강한 내구성 발휘

7. 앵 밸브잠금장치보호통
▶ 잠금장치 부착으로 단수조치 편리
▶ 반 구적인 수명
▶ 역류방지 기능 포함
▶ 특허기술 앵 밸브 손잡이 분리 가능

8. 부상방지형진공커버보호통
▶ 외부공기 차단으로 동파 예방 효과
▶ 스티로폴 상하부 일체형으로

보온효과 극대화
▶ 우수 침투에 의한 보온재 상승 및

뚜껑 이탈 방지 효과

2. 이중역류방지수도미터기
▶ 수도미터기 내부에 역류방지 카트리

지 두 개를 일체형으로 배치한 제품
(특허 제10-0949792호)

▶ 이중으로 역류를 차단하여 최적의
안정성을 확보

▶ 유량 통과량을 최적화한 설계 (확장역류 설치)
▶ 이중역류방지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최소공간에 간단한

시공 가능
▶ 계량기와 이중역류방지가 일체형으로 가격이 저렴

3. 수도계량기동파방지팩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개발기술

협약 생산(특허 제10-0957704호).
▶ 수도미터와 보호통 내부를 감싸줌으

로써 보온성 탁월.
▶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
▶ 방습제(실리카겔)이 팩 내부에 있어 내용물의 뭉침현상 방지.
▶ 공기구멍이 있어 수도미터와 밸브에 착설치가 가능.
▶ 구형 보호통 및 규격 외 보호통에 설치 가능.
▶ 검침시 탈부착이 간편하고, 파손시 교체가 용이.
▶ 이중포장(강화비닐 + 이탈방지망)으로 내용물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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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홍 대 진

본사·공장·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30번지
대우프론티어밸리 1차 103호
TEL.(031) 702-4910, 789-0400
FAX.(031) 702-4911

부산 경남지사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선도아트빌 101호
TEL.(051) 311-4990  
FAX.(051) 311-4990

호남지사
광주시 서구 유촌동 877-3 1층
TEL.(062) 251-0813 
FAX.(062) 251-0814

대구 경북지사
대구시 동구 신천4동 289-1 쌍마빌딩 3층
TEL.(053) 754-7151
FAX.(053) 754-7153

http://www.cmentech.co.kr  
e-mail : lennyhong@cmentech.co.kr

BOOTH No. A6-1
회사소개

오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인류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전지구의 핵심이슈인 물은 먹는 물에서부터 산업용 하수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라별로 산업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오염과 고갈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
습니다. 이제 전세계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일체화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
자원의 관리 대상들도 모두 센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관리하고 진단하고 보수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환경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씨엠
엔텍은 초음파 측정기술을 원천으로 하여 유량과 유속,압력 그리고 수위 측정 센
서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선보여 왔습니다. 5회선, 3회선 습식다회선 초음파유
량계, 고정 음파수위계와 개수로 유량계들은 세계적으로도 제품화에 있어 가장
앞선 기술들입니다. 씨엠엔텍은 국내에 구역계량용 유량계를 가장 많이 공급해
왔으며 세계적인 품질관리 및 고객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
구개발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장에 가장 적합한 측정 핵심기술을 제공하여, 수자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과 신뢰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고객에게 새로운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고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 구역용 - 만관용 (직관부 향 무, 3회선, 5회선, 10회선)
- 개수로용 - 비만관용 (초음파 수위계 or 수심계 활용, ISO6416만족)
- 부단수 직접시공량 (강관/주철관/GRP) - 방폭형

▶ 수위계
- 음파수위계 (수위, 유량, 저수용량 및 관리S/W )
- 초음파수위계 (1bar, 2bar, 5bar용) - 레이다 수위계 (유량계)

▶ 각종 위어 및 플륨유량계 (음파, 초음파, 레이다식)
▶ AC용 어레스터 (UL1449 인증, 실용신안)
▶ 압력전송기 (0~20bar, 25bar, IP68인증)
▶ 국가교정기관 : 액체유량 (초음파, 전자기), 비만관 및 개수로 교정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인증(DNV) ▶ 우수제품 인증 (GQ 인증)
▶ 국제교정기관(유체유동분야)인증 - KOLAS ▶ 벤처기업 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 수도미터 형식 인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 이노비즈 인증
▶ 유럽 안전규격 인증 (CE인증) ▶ 유량계 성능 인증
▶ 유량계 직접생산자 증명 ▶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
▶ 프로세서제어반 직접생산자 증명 ▶ 대구경 조달청 MAS 등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 실용신안(0354946)
▶ 특허 (0562266, 0519479, 0519481, 0719814, 10-0793088, 10-0791953, 10-0780819, 출원4건)
▶ 디자인등록 (0423917, 04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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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UR-1000Plus Ⓟ (구역, 만관용)
▶ 정확도 향상 : 0.2~0.5% MV

실현
▶ 유량, 압력, 수온 동시계측 및

저장, 최저유속 2~5㎝/s
▶ 데이터 저장기능(300,000개):

순간유량, 적산유량(+, -, 合)
등

▶ 2개의 입력 : 수위, 온도, 압력계측 (구역, 비만관, 열량)
▶ 자동 점보정 및 완벽한 간졉교정방법 실현
▶ 방수 : 유량측정관, 압력계 (IP68등급획득)
▶ Modbus를 통한 유량계 모든 부분 디버깅 실현

(모든 동작부품, 전원, 데이터, 출력상태 감시/제어기능)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5. UR-2000Plus (개수로/하천용)
▶ 다회선에 의한 유속 수위

연산식
▶ 다양한 유량측정 알고리즘 구

현(형상과 현장특성에 적합)
▶ 수위계를 현장조건에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 사용 가능
▶ 개수로 및 하천 유량측정용으로 사용 가능
▶ ~50 m이상도 가능

6. SR-1000Series (수문관측:수위/저수용량)
▶ 측정범위 : 최대 150m까지

가능
▶ 설치형태 : 수직, 경사, 굴절형

등
▶ 정 도 : ±5mm(±2mm)
▶ 출력형태 : RS232통신(측정
DATA), Current, Relay, Alarm

▶ 용도 : 저수지(~150m), 하천(~30m), 개수로(~5m), 정수장 등
▶ 특징 : logger기능, 최고/최저수위 알림, 원거리감시 기능

7. SR-2000Series (수리구조:유량)
▶ 수리구조물에 의한 유량연산

(위어, 플륨 등)
▶ 자연수로에서의 H-Q곡선에

의한 유량연산, 저수용량(%),
용적량 자동계산

▶ 정 도 : ±2mm실현
▶ 측정데이터 저장, Current, Relay, RS232출력 등 다양한

출력 가능

8. UL-1000Series (초음파수위계)
▶ 측정범위 : 최소 2m용, 30m

까지 0.1%
▶ 설치환경 : -40~130, 1bar,

2bar, 5bar
▶ 출력형태 : 4~20mA, RS232

통신(485통신), Relay
▶ 연결방법 : 2, 3, 4-wire 결선방식
▶ 지시방법 : 센서 일체형 및 분리형

2. UR-1000PlusⒽ (부단수직접시공용)
▶ 부단수 직접설치 방법

(유지보수시 에도 부단수)
▶ 천공시편을 활용한 정확한

단면상태 및 면적에 의한
유량측정

▶ 자동 점보정 및 간접교정 방법으로 정 도 보장
▶ 압력계, 온도계, 수위계 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한 측정가능

3. UR-1010Plus (비만관용)
▶ 유속수위 연산식 이용 비만관

/만관 겸용 유량계측
▶ 수위계 : 압력식, 초음파식

음파식 모두 가능
▶ 최저수위 : 1회선 이하 계측가

능(수위 및 유량특성곡선 생성)
▶ 완벽한 방수실현(IP68)
▶ 만관시 자동 에어 제거기능으로 완벽한 측정보장
▶ 하수 및 폐수의 농도 30g/ℓ(기포함유량 5%이내)

4. URO Ex1000Series (오일용)
▶ 상거래용 : 정 도 0.15%

이내, 재현성 0.08%이내
▶ 고점도 계측기능 : 원유, 벙커

씨유 등 600cPs까지 가능
▶ 고온측정기능 : -40~200℃
▶ 방폭등급 : IIB, 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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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유 갑 상

본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8
TEL.(032) 850-2600
FAX.(032) 850-2612

CS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507호
TEL.(031) 382-2601  
FAX.(031) 383-2601

http://www.istec.co.kr

BOOTH No. A6-3
회사소개

유비쿼터스 세상을 실현하는 기업!
아이에스테크놀로지㈜는 1993년 수중음향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1996년 부설연

구소 (센서시스템)를 설립하 고, 현재 수중음향센서(수중센서), 자동차후방감지

센서, 산업계측기센서 및 수문센서 등 특화된 초음파센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품질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한 센서를 시작으로 고기능 복합 센서까지 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센서

와 통신 기술을 접목한 센서 네트워크시스템(USN) 분야에서도 전문 기업으로 성

장하 습니다.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는 센서와 타 기술 간의 융합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계시

장을 무대로 IT융합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체 기술 개발 외에도 다양한

외부 연구기관과 산학연 R&D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

며 센서 제품과 IT기술을 융합한 수자원 IT, 자동차IT, 국방·해양 IT로 사업 역

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센서기능을 통한 수자원정보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기

능적 정상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차세대 수자원IT 관리기술, 센서기능을 적용

하여 자동차의 사고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차외 상황인식용 복합센서 등, 이러

한 솔루션들이 푸른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

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OASIS+
▶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 BLUE CIT
▶ 블럭유량모니터링시스템
▶ 자동수위측정기
▶ 자동수문조절기
▶ 초음파수위계 ( 일체형, 분리형)
▶ 초음파유량계 ( clamp on, insert type, open channel type)
▶ 초음파 계면계
▶ 초음파 농도계

인증및획득마크

▶ 산업자원부 NEP인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특허 및 실용신안 10건 ▶ 수출유망중소기업
▶ INNO-BIZ기업선정 ▶ ISO9001 : 2000
▶ 직접생산인증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주)

산업자원부
신제품인증

과학기술부장관
신기술인정

특허청
특허등록

INNO-BIZ 중소기업우수
성능인증

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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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Oasis+
▶ 국내 최초의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최적의 관망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구성

- 정보시스템 : 기초자료(블록/시설물/민원/공사/과금 등)를
사용자가 손쉽게 관리

- 평가시스템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분석 및 관망관리의
의사결정 지원

- 운 시스템 : 관망해석을 통한 최적의 관망상태 유지 및
블록 최적구축/ 배수블록 수압최적관리, 
또한 본 솔루션만의 특징은 GIS와 연계되어 사용 자가 손쉽게 관망해석이 가능

- 감시시스템: SCADA HMI시스템 및 웹기반의 블록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현장의 계측정보 (유량/수질/압력 등)를 유무선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 4가지의 시스템은 개별모듈로 개발되어 필요에 따른 분할 판매가 가능합니다.
▶ GIS와 연계되어 분석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손쉬운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2. 통합물관리시스템
▶ 전국 68,000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형 수위계측센서 및

제어기개발을 완료하 습니다
▶ 양방향원격컨트롤 기능으로 현지의 계측기기의 모든 상태를

관리 조절 할 수 있는 최첨단 무선 계측장비입니다.
▶ 무선통신 및 태양전원을 사용하여 설치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 특허등록 (10-0431944 : 양방향 원격제어 가능한

초음파식 수위계측장치 및 그 방법)
▶ 산업자원부 NEP 획득
▶ 적용분야

- 홍수예경보 - 하천수위측정 - 저수지수위측정

3. 산업용계측기기SONDAR
▶ 다양한 수리시설의 프로세서 컨트롤을 위한 수위 계측시스템에서

초음파 음향센서를 이용 한 계측기기를 개발하여, 95년부터
전국 50,000여개 산업 현장에 적용하 습니다.

▶ 국내 유일의 센서 제조 기술보유
▶ 특허출원(10-2003-0086225 : 상호상관을 이용한 초음파 유량계)
▶ 특허출원(20-2005-0020300 : 초음파 거리측정) 음향집중방사면

초음파식
▶ 국산 신기술(KT마크) 획득
▶ 적용분야

- 상하수처리장 - 화학, 식품 제조공정 - 양배수장 수위 및 유량측정

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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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홍 성 완

본사·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SK벤티움 104/1105
TEL.(031) 436-0791
FAX.(031) 436-0793

공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687-7

http://www.mnswater.com
e-mail : sw8100@nate.com

BOOTH No. A2-16
회사소개

엠앤에스(주)는 2005년에 설립되어 디지털전자식수도미터를 기반으로 Walk-by

system에서 Fix type system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선원격검침솔루션을 구축한

시스템업체로써, 국내 및 해외의 선진기술을 기반으로 최상의 품질보증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엠앤에스(주)의 무선원격검침솔루션은 다년간에 거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품과 시스템의 안정

화를 이루었습니다. 

엠앤에스(주)는 최고의 기술과 무선원격검침솔루션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 21C세기형 물관리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전자식수도미터 (SM150C, SM150E, SM250E)
▶ 초음파식수도미터 (SMU Series)
▶ 자동무선원격검침시스템 (SM AMP System)
▶ PDA무선원격검침시스템 (SM PDA System)
▶ 옥외표시부검침시스템 (SM DISPLAYER System)

인증및획득마크

▶ 실용신안 2건
▶ 특허 3건
▶ 형식승인 2건
▶ KC인증 3건

엠앤에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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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전자식수도미터
▶ 구동부가 없는 방식으로 임펠라(회전부)의 마모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물질 등

에 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유량측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 최대 6000G이상의 외부자력자체 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정된

수도계량기 기준(4000G)을 만족시킨다.
▶ 이물질 등이 계량기 내부에 흡착되지 않도록 계량기 내부의 초정 사출과 코팅

을 통하여 이물질이 흡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내구성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 Q1:12.5liter와 Q2/Q1비는 가장 낮은 1.6을 갖으며 Q3/Q1비는 200배수 내외의

특성으로 최소유량에서 정확한 유량측정이 가능케 하고, 과대의 유량에서는 계량기의 손상없이 사용케 하여 불필요한 관경확
대로 인한 계량기 불감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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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식수도미터
▶ 구동부가 없는 방식으로 이물질에 향을 받지 않으며 공기가 전혀 측정되지 않

아 정확한 유량의 측정이 가능하다.
▶ 초음파식 수도미터의 구조적 특성상 Strainer가 필요 없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

으며, 8년 이상의 사용수명을 보장한다.
▶ Q3/Q1비는 200배수 내외의 특성으로 최소 및 과대의 유량에서 정확한 유량측정

이 가능하다.

4. PDA무선원격검침시스템
▶ PDA 검침단말기를 통하여 계량기의 확인 없이 현재 지침 및 계량기 이상 정보를

확인하여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써 PDA 검침단말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요금관리프로그

램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수정하여 상호 호환, 검색 및 보고서 등의 출력이 가능
하다.

5. 옥외표시부검침시스템
▶ 계량기 옥외에 설치하여 계량기의 지침 및 이상 정보를 LCD를 통해 표현하는 시

스템으로써, 계량기와의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 원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PDA무선원격검침 또는 자동무선원격검침과 상

호 호환이 가능하다.
▶ 6개월의 데이터 저장 및 분석과 시간대별 Peak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3. 자동무선원격검침시스템
▶ 주변 RF Transmitter(검침단말기)의 정보를 Data Collector(데이터 수집기)로 전

달해주는 Repeater(중계기)와 전달받은 정보를 CDMA 통신을 이용하여 Data
Server(데이터 서버)로 Data Collector(데이터 수집기) 및 Data Server(데이터 서
버)로 이루어져 있다.

▶ 옥외 설치되는 Repeater(중계기)와 Data Collector(데이터 수집기)는 저 전력 소
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전원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한 태양에너지로 구동이 가능하다.

▶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계량기의 이상현황 지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특히 상수도 누수파악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상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검침시점에 정확한 데이터 검침이 가능하고, 계절 및 시간대별에 따른 정확한 사용량 체크가 가
능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 관리에 대한 계획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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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종 훈

본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7-7 구정빌딩
TEL.(02) 519-7430
FAX.(02) 519-7400

http://www.youngin.com 
e-mail : TOC@youngin.com

BOOTH No. A1-7
회사소개

첨단 분석 기술의 세계로…
인과학주식회사는 1976년 창립 이래로 국내 유수 실험 연구실에 첨단 정 시

험분석 기기의 판매,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최적의 시험 분석기기 선

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첨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해외 우수업체와 제휴하여 기업, 발

전소, 연구소등에 수질분석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질 분석에 있어서도 응용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문제가 생길 시 24시간 내

고객사이트 방문을 목표로 하여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과학의 수질 분석 토탈 솔루션으로 수질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보십

시오.

취급제품소개

▶ 수질분석 토탈 솔루션
- 온라인/실험실용 오일 분석기 (Oil in Water Analyzer)
- 온라인 오일 검출기 (Oil on Water Analyzer)
- 총 유기탄소분석기
- pH, ORP, DO, Chlorine, Conductivity, Resistivity, Turbidity 센서
- 수은분석기
- 정 분석을 위한 GC, GC/MS, LC, LC/MS, ICP-OES, ICP-MS 등

▶ 인그룹 취급 분야
- 분석/계측
- Life Science
- 분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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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GE-AI (General Electric - Analytical Instruments)
<Leakwise - 온라인 오일 검출기>

▶ On-line Oil(Hydrocarbon)  on Water De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 GE의 특허 기술인 고주파 전자기장 흡수 (High Frequency Electro Magnetic

Absorption) 방식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며 광학식과 달리 변수 (날씨, 방해 조명,
온도나 도 등 유체의 상태 등)에 향을 받지 않음

▶ Floating type으로 물 층 위에 발생한 오일을 300마이크론 부터 실시간 검출하며
오일 두께(1~200mm) 측정 가능

▶ 실시간으로 알람 발생 및 펌프, 오일스키머 등의 장치 작동을 제어하여 오일유출
에 대한 빠른 대처 가능

▶ 석유화학, 발전소, 교통 및 운송, 제조, 해양, 수처리장 등 다양한 응용에 알맞은 제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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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AI (General Electric - Analytical Instruments) <Sievers - 총 유기탄소 분석기>
▶ Total Organic Carbon Analyzer
▶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총 유기탄소 분석기의 독보적인 존재, GE의 Sievers TOC!
▶ 실험실용, 휴대용, 온라인용으로 설치 장소 및 분석 방식에 따른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오폐수, 원수, 정수, 초순수, 재이용수 등 넓은 분석범위를 제공
▶ 막 전도도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 안정성 (1회/1년) 및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결과를 제공
▶ 정확한 분석 데이터 제공과 더불어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간단하게

분석 가능

2. Turner Designs Hydrocarbon Instruments 
<TD-4100-온라인 오일 분석기>

▶ On-line Oil (Hydrocarbon) in Water Analyzer 온라인 오일 분석기
▶ Glass Flow-cell을 사용하지 않고 Open Chamber를 통과하는 시료 내 Oil (Hydrocarbon)을

감지함으로써 Optical Window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연속으로 측정 가능. (Non-contact)
▶ 교체할 튜브나 펌프, 밸브가 없고 1년에 2번 lamp만 교체함으로써 유지비용이

적으며 진단과 교정이 용이
▶ Low ppb (ug/L)에서 High ppm (mg/L) 까지의 넓은 범위의 측정 가능.
▶ UV-Fluorescence Technology로 탁하거나 오염된 물의 간섭에 대한 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 가능.

3. Thermo Scientific <AquaSensors™ DataStick™ - 온라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 On-line Water Monitoring System 
▶ 응용에 따른 다양한 Sensor Type. (pH, ORP, DO, Chlorine, Conductivity, Resistivity, Turbidity)
▶ 다양한 종류의 Communication Adapter를 통해 Local Display 뿐만 아니라

PC, PLC, SCADA 등에 연결 가능.
▶ 측정 환경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Material로 센서 주문 제작.
▶ 선교정 되어있는 전극을 Sensor Body에 교체하는 타입으로 시스템의 중단 없이

사용목적에 따른 Sensor로 빠르고 쉽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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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권 남 원

본사·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43-5 천안밸리 벤처관 2303호
TEL.(041) 584-8820
FAX.(041) 584-8840

http://www.wessglobal.com     
e-mail : sales@wessglobal.com

BOOTH No. A2-11
회사소개

Beyond Measurement. 산업용 계측기기 로벌 선두기업
웨스 로벌(주)는 수처리/환경산업에 공정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계측기

기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 일본의 Kansai Automation 등 세계의 유수 기업들과

함께 R&D를 공동 진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슬러지, 레벨, 유량 계측기기를

해외 및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개의 현장 관리망을 갖고 있으며, 세계 30여 개국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

업 육성화 사업과 해외 전시회 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에서도 꾸준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웨스 로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독특한 계측기기를 공급하여 국내계측

기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초음파 계면계 (Ultrasonic Sludge Blanket Level Meter) 
▶ 초음파 농도계 (Ultrasonic Sludge Density Meter)
▶ 초음파 수위계 (Ultrasonic Level Meter) 
▶ 개수로 유량계 (Open Channel Flow Meter)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2008
▶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2종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2종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INNO-BIZ 기업선정
▶ 특허등록 2종
▶ CE인증 획득

웨스 로벌(주)
WESS GLOB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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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초음파계면계
▶ 당사의 초음파 계면계 ENV100은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수처리장 등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침전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 숫자형, 파형, 데이터 트랜등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화면 제공
▶ 하나의 제어부로 최대 4개의 센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경제적 운용이 가능
▶ 현장 구조물(교반기, 스크래퍼, 스키머)에 의한 불규칙 신호 처리 알고리즘 탑재
▶ 무선 모듈의 사용으로 Cable 작업 간소화
▶ 자동센서 세척 장치로 유지보수 최소화
▶ 데이터 분석 및 메뉴설정이 가능한 WESSWARE 제공
▶ 최대 400일 데이터 저장 및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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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농도계
▶ 당사의 초음파 농도계 ENV200은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유체상에 분포되

어 있는 슬러지(침전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 현장에 맞는 다양하나 센서 보유(배관형,삽입형, 침수형 등)
▶ 에너지평균법 EEAM(Envelope Energy Average Method)을 통한 측정 정확성 극대화
▶ 프로세스모드 PCM(Process Condition Monitoring)을 이용한 최적 공정 제어
▶ 배관내의 상태파악 가능
▶ 최대 400일 데이터 저장 및 모니터링 가능

3. 초음파수위계
▶ 당사의 초음파 수위계 LEV100은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액체의 레벨을 측

정하는 계측기입니다.
▶ 두 개의 센서 동시제어 및 수위차 값 출력
▶ 현장에 맞는 다양한 센서 보유 (PVC, 테프론, SUS)
▶ 최대 400일 데이터 저장 및 모니터링 가능
▶ 비정상 신호필터링-ASF(Abnormal Signal Filter)내장
▶ 센서 빔각의 첨예화(3。)로 설치 시 현장 구조물의 향을 받지 않음

4. 개수로유량계
▶ 당사의 개수로 유량계 FLO200은 다양한 종류의 개수로 유량을 정확하고 안정되게 측

정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다양한 개수로 측정 가능 (대부분의 Flume 및 Weir에 적용 가능)
▶ 비정상 신호필터링-ASF(Abnormal Signal Filter)내장
▶ 첨예한 빔각도(3。)로 설치가능제약 최소화
▶ 전류 ISOLATION로 노이즈 강하게 설계
▶ TMS와 연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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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효 주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첨단벤쳐밸리 505/506
TEL.(031) 278-4934 
FAX.(031) 278-4968

공장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88-1

http://www.m-wintec.co.kr
한 도메인 : 전자유량계/윈텍
e-mail : master@m-wintec.co.kr

BOOTH No. A2-17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 전자유량계 EM1000 , EM1000S, EM1100, EM1200 Series
WTM1000, WTM1100 (침수형 전자유량계), WTM1200 Series

▶ 파샬프롬 플루트 유량계 WTP2000
▶ 파샬프롬 압력 유량계 WTP2100
▶ 파샬프롬 초음파 유량계 WTP2200
▶ 초음파유량계 (Portable, Open Channel)
▶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TMC-ON)

인증및획득마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 의장등록 (2건)
▶ 경기 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 실용신안 (1건)
▶ 유량계 직접 생산 기업 ▶ 프로그램등록 (5건)
▶ 산업패 리기업 ▶ 특허 (1건)

(주)윈 텍

“기술력의 세계화”(주)윈텍의 자부심입니다.!
물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주)윈텍은 10여년간의 유량 관련 현장 경험으로 연구진과 유수 대학 연구진들과

연결하여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등 유량계에 관련된 모든 측

면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 제조에서 A/S까지 하나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최고의 제품

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업체 최초로 전자유량계 제어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산업 지적 재산권을 출원하여 기존의 제품

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

및 제지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중요 공정 제어 라인을 비롯하여 200여개 상·하

수도사업, 마을하수처리장 등 관공서 500여개 사기업의 공정 및 폐수, 하수처리

장에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제품개발에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기술진의 노력을 더해 우리

기술을 세계로 알리기 위하여 (주)윈텍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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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1000 (일체형) ▲ EM1000S (배터리내장형) ▲ EM1000 (분리형) ▲ 분리형 BODY▲ EM1000 (분리, 스텐드취부형)

1. 전자유량계 (EM Series)
▶ 자동원격교정 및 설정
▶ 원격 데이터 저장 및 모니터링
▶ BATTERY 기능 ( BATTERY 상태 모니터링 기능)
▶ AC - DC 자동전환기능, Battery 충전 및 단독사용기능

▶ 여러 가지 단위 변경기능 ▶ 온도, 압력(Opt) 동시측정 기능
▶ 7개모드 X 8개 테마를 이용한 56개의 다양한 화면
▶ SD 메모리를 이용한 데이터 무한저장 (PC호환파일)
▶ 차세대통신기능 (블루투스, 프로토콜전환, 통신속도설정 등)

3. 초음파유량계 (WTU Series)
▶ AC 100 ~ 260V (Free Voltage) or DC24
▶ 순시유량, 적산유량 동시 출력 가능 (그래픽 LCD)
▶ 고정 도 ▶ Data Logging 기능
▶ 출력기능 (4~20mA, Pulse), RS232,  ( Option RS485 )

4. 원격모니터링시스템
▶ 지역별 자동모니터링 ▶ 실시간 데이터 엑셀파일 저장
▶ 관측소 등록 및 변경관리 ▶ DATA TREND를 그래프로 구성
▶ 관측소 기본현황, 자료분석, 통계관리
▶ 실시간통신, 원격제어 구성 ▶ 다양한 차트 옵션

2. 파샬프롬유량계 (WTP Series)
▶ AC 85 ~ 250V (Free Voltage)
▶ Loop Check 기능
▶ 순시유량, 적산유량 동시 출력 가능 (4Line LCD)

▶ 출력기능 ( 4~20mA, Pulse, RS232C )  ▶ Option RS422, RS485
▶ Data Logging 기능 , 수질TMS 표준프로토콜 적용
▶ 측정 및 출력 단위 변경 기능

▲ WTP2000 (플루트) ▲ WTP2100 (압력식) ▲ WTP2200 (초음파)

▲ WTU1000 (Potable) ▲ TMC-ON (Monitoring System) ▲ 데이터로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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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태 원

본사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3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IT동 203호

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303호
TEL.(043) 270-8001~2
FAX.(043) 261-3481

http://www.youbicom.com   
e-mail : marine0826@cbnu.ac.kr

BOOTH No. A1-4
회사소개

유비쿼터스 세상을 선도하는 로벌 전문기업!
(주)유비콤은 대학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충북대학

교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하고, 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가 핵심기

술을 이전하여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핵심 패러다임 확산으로 인간중심의 유비

쿼터스 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국가의 기업과 연구소들이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

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세계 시장 확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유비콤은 충북대학교와 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 지역산업

과의 산학연 협동체계를 통한 대학의 관련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USN

및 U-IT부품, Bio-IT 분야의 사업 역을 기반으로 미래환경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유비콤은 유비쿼터스 세상을 선도하는 로벌 전문회사로 고객

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이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우수

한 인력확보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새로운 가치창출에 앞장서는 Global Top

Company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특허등록 4종

▶ AMR/AMI
AMR/AMI시스템은 양방향 저전력 무선 통신 기반의 검침시스템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 및 상태를 원거리에서 무선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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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특징
▶ 배터리 수명 10년 이상 보장(1일 6회 검침시)
▶ 방수/침수 IP66/IP68 만족
▶ 중계기, 집중기 Solar Cell 사용으로 반 구적 구동 가능
▶ 다채널 시스템

(타 시스템 동일 채널 사용시, 자동채널 변경)
▶ 특수제작 맨홀용 안테나로 통신거리 연장 가능
▶ 다양한 미터기(PULSE, UART, RS-232)와 연동 가능
▶ 424MHz 대역, 장애물 관련 전파왜곡에 강함
▶ 보안강화 위해 CDMA M to M(Modem to Modem) Data 

전송 가능
▶ 물 소비 효율성 증가 및 누수 등 문제해결
▶ 사용량 및 요금 SMS 서비스 제공

■ 제품의 장점
▶ 전국 3일내 A/S지원
▶ 높은 통신 성공률의 검증된 제품
▶ 검침 비용 및 시간 절감
▶ 검침원 위험부담 감소
▶ 수도관리 서비스 향상
▶ 접근하기 쉽지 않은 지역 검침 가능
▶ 종합 상황 파악 가능한 간편한 Web 사용자 인터페이스
▶ 하루 검침 횟수 및 검침 시간 관리자가 조정 가능
▶ 디바이스 자동 등록으로 빠른 설치 가능
▶ 누수, 역류, 침수, 온도, 탬퍼, 배터리 잔량, 

수도 계량기 고장 여부 확인 가능

■ 시스템 구성품

1. 집중기
▶ 기능 : 각 단말기 또는 중계기로부터 데이터수집 및

서버로 전송
▶ 전원 : DC 4.2V Rechargeable 

Ni-MH battery 12A 또는
AC 85~265(50~60Hz) 
Solar cell : 5.6V/250mA * 2 

▶ 사용가능 주파수 : UHF
▶ 출력 : 10mW 이하
▶ 방수 및 침수 : IP 66준수
▶ 통신거리 : 2km at LOS
▶ WAN network : GSM/GPRS / CDMA/Ethernet
▶ 실내외 설치가능 (전주 또는 벽면)

2. 중계기
▶ 기능 : 무선전송거리 확장 및 중계역할
▶ 전원 : DC 4.2V Rechargeable Ni-MH battery 12A 

또는 AC 85~265(50~60Hz) 
Solar cell 5.6V/250mA * 2

▶ 사용가능주파수 : UHF 
▶ 출력 : 10mW 이하
▶ 방수 및 침수 : IP 66준수
▶ 통신거리 : 2km at LOS
▶ 실내외 설치가능 (전주 또는 벽면)

3. 전송기
▶ 기능 : 계량기 검침 및 송신
▶ 지원미터기 종류 : 

Pulse, UART, RS232C, RS422, RS485
▶ 전원 : DC 3.6V Lithum battery 4.8A
▶ 사용가능 주파수 : UHF
▶ 출력 : 10mW 이하
▶ 방수 및 침수 : IP 68준수
▶ 통신거리 : 2km at LOS
▶ 알람기능 : Low battery

4. IHD
▶ 기능 : 계량기 값을 검침, 저장 및

표시하며 중계기
또는 집중기로 전송

▶ 전원 : DC 3.6V
▶ 사용가능 주파수 : UHF
▶ 출력 : 10dBm (10mW)
▶ 통신거리 : 2km at LOS
▶ 실내외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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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0
E&C벤처드림타워2차 1204호
TEL.(02) 856-4114
FAX.(02) 856-9503

http://www.jain.co.kr    
e-mail : smc@jain.co.kr

BOOTH No. A2-8
회사소개

자연과 인간을 위한 기술창출!
자인테크놀로지(주)는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초음파 유량

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교정기관으로서 각종 유량계를 교정검사하고 있는 유

량계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초음파 유량계는 국내최초로 개발된 외벽부착식(Clamp-on)

초음파 전달시간차(Transit-Time)방식 유량계이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성능인

증을 받은 신제품(NEP)인증 및‘과학기술부’로부터 신기술(NET)인증 제품이며,

조달청‘조달우수제품’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XONIC-100L :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 XONIC-100P : 휴대형 (Portable) 초음파 유량계
▶ XONIC-10FT : 미세유량용 (약품투입용) 초음파 유량계
▶ XONIC-100MC : 개수로 초음파 유량계
▶ XONIC 10/2D : 초음파식 2차원 유속계
▶ 태양에너지 블록유량계 시스템
▶ XONIC 100G : 초음파 가스유량계 (굴뚝 TMS 용)

인증및획득마크

▶ 신제품(NEP) 인증
▶ 신기술(NET) 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 국가교정기관
▶ ISO 9001 : 2008
▶ INNO-BIZ 기업
▶ 벤처기업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특허등록 12종
▶ 실용신안등록 8종

자인테크놀로지(주)
JAIN 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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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외벽부착식 (CLAMP-ON) 초음파유량계 : XONIC-100L
▶파이프 절단이 없는 외벽부착식으로 설치시나 A/S시에도 단수할 필요가 없다.
▶수계변동,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유량계의 이전설치가 간편하며, 재활용할 수 있어 추가비용

이 없다.
▶출력은 4-20mA 2개, 적산신호 및 경보신호로 사용되는 2개의 펄스출력, 디지털 통신을 위한

RS-232C을 지원한다.
▶최소유량과 최대유량의 측정범위가 500:1 이상으로 매우 넓어 유량변화가 큰 현장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에 기존의 기계식/전자식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적은 유량도
측정하므로 구역 및 블록유량계로 최적이다.

▶AR(Anti-Round)모드 초음파빔을 사용하므로 다량의 공기방울이나 고형물질을 포함한 액체측정이 가능하며, 인버터 등과 같은 노이
즈 발생원이 있는 현장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3. 미세유량용(약품투입용) 초음파유량계 : XONIC-10FT 
▶기존의 약품투입용 유량계의 대부분인 전자식 유량계의 경우 유속이 0.1 m/s 이하인 경우 측정이

불가능 혹은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서 측정의 신뢰성이 없는 단점이 있으나, XONIC 10FT는 0.007 m/s
의 유량도 정확히 측정한다.

▶유량흐름 방향으로 길게 센서를 설치하도록 고안되어 저유속에서도 초음파의 전달시간차가 크게
발생하여 저유속 측정의 정확성을 크게 높 다.

▶측정유량 : 0.03~20 L/m (특별한 측정유량이 필요한 경우 상담가능)
▶센서는 Stainless steel, Teflon, Kynar 등으로 제작된다.

4. 개수로초음파유량계 : XONIC-100MC 
▶4조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유체전체의 평균유속을 측정하므로 정 도가 높으며 수위가 크게 변하

는 곳이나 유속 변화가 심한 곳에 적합하다.
▶수위에 따라 1조~4조의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여 유속을 측정하게 된다. 즉, 수위가 거의 없을 때에도 1

조의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여 유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한국과 같이 유량변화가 심한 곳에서 적합하다.
▶출력은 4-20mA, Pulse(Relay), RS-232C 등 제공

5. 태양에너지블록유량계시스템
▶국내최초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블록유량시스템
▶외부전원 필요없으며 태양없이 30일간 작동
▶무선CDMA통신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사용 (NEP인증)
▶조각품 품격의 아름다운 현장판넬
▶설치시 터파기 및 단수가 없고 친환경적이어서

민원제기가 없다.

6. 초음파식2차원유속계 : XONIC-10/2D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유속계로서 유체의 속도뿐

아니라 방향까지 지시해주는 유속/유향계이다.
▶조류나 하천과 같이 유속 및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곳에
매우 적합하며, 유속이 0.05
m/s 인 유체의 흐름도 정확
히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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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형초음파유량계 : XONIC-100P
▶국내최초개발품 ▶내장배터리로 10시간 연속사용
▶외벽부착식(Clamp-on Type) ▶NEP(신제품) 인증제품
▶Dual Path/Channel(2중경로) 기본제품 ▶초경량 : 2.4Kg
▶우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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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안 태 용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54 
양천벤처타운 606호
TEL.(02) 2065 - 6996
FAX.(02) 2699 - 7097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59-5 
제노텍내 제이엘사이언스
TEL.(042) 360 - 0861
FAX.(042) 360 - 0892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88-1 
국제그린파크 904호
TEL.(051) 513 - 4679
FAX.(051) 517 - 4679 

http://www.jlscience.com

BOOTH No. A2-20
회사소개

신뢰를 바탕으로 꿈을 키워온 기업!
(주)제이엘사이언스는 Chromatography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스위스 메트롬사의 Ion Chromatography를 기초로 선진과학기술의 보

급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 걸쳐 각 공공기관 연구원 및 업체, 학교에 Metrohm IC 를 납

품하여 한국 분석기술을 한단계 upgrade하 습니다.

더하여, SIEMENS의 Ultrapure Water System(초순수 제조장치) 한국 내 단독대리

점을 체결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

이 분석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

욱 열심히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Metrohm Ion Chromatography
▶ Siemens Ultra Pure Water System
▶ J.G Finneran Vials
▶ Environmental Laboratory

응용분야

▶ 환경화학 분야 : 
대기(분진,산성비 등), 수질(음용수,하천수,수돗물 등) 토양(토양 추출액 중 음이온,
토양내 Cr6+ 등), 발전소 및 보일러 순환수

▶ 공업화학 분야 : 
반도체의 초순수, 반도체용 시약의 미량 이온성분, 도금액 , 부식시험

▶ 식품화학 분야 : 유제품의 성분 분석 , 유기산 ,당류

▶ 농업화학 분야 : 미생물 배양성분 분석 , 식물중의 PO4
3- , 비료중의 이온성분 분석

(주)제이엘사이언스
J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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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Metrohm Ion Chromatography system
▶ Metrohm Ion Chromatography system은 복잡한 화학적 혼합물을 개개의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 

Metrohm IC는 여러 가지 이온들을 신속하게 분리하기에 적합한 장비이다.
▶ 특정 고정상과 이동상을 사용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할수 있다.
▶ 검출방법으로는 전기전도도 검출법이 이용되며, 이온은 수용액내에서 전도도를 나타내며 이 전도도 검출은

일반적인 이온 검출 목적에 우수한 방법이다.

Metrohm Ion Chromatography 장점
▶ IC system의 핵심인 Suppressor Warranty : 10 years<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
▶ iColumn : 분석에 대한 history가 칩에 저장되어 feedback 활용
▶ MISP : Dialysis 등 Metrohm 특허 기술등이 접목되어 전자동 분석 및 미량분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 세미나를 통한 정보 교류와 분석에 대한 검증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Compact IC>

<Professional IC>

<Ultra Clear TWF-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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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운 명

본사·공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번지
하나 EZ 타워 6층
TEL.(031) 726-1585
FAX.(031) 726-5070

http://www.joowon.co.kr    
e-mail : joowonlt@unitel.co.kr

BOOTH No. A1-5
회사소개

기술적 Knowhow로 고객만족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주원은 1975년 설립 이래 사반세기 이상 국내 각 유수 기업체, 대학교

및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 필요한, 최첨단 실험, 측정, 계측, 분석기기 및 생산 장비

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무역회사로서“약속필천”을 사훈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사

후서비스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축적된 저희 회사만의 기술적 Knowhow로 고객들에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많은 High Quality의 제품들과 Solution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고객 만족의 정신으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원의 임직원들은 물론, 일본과 구미 각국의 Exclusive Agent를 맺고 있는

회사들과 더불어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폐사로부터 납품 및 설치된 산업체, 연구소 및 실험실의 생산설비와 과

학기기 제품 등,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만큼은 이 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자

부심을 갖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명감과, 고객들에게 최선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항상 저희

주식회사 주원을 아끼고 도와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Model 6712FR Refrigerated Automatic Water Sampler
▶ Model 6712 Portable Water Sampler
▶ Model Avalanche Transportable Refrigerated Sampler
▶ 2100 Series Flow Meter
▶ Model 674 Rain Gauge

(주)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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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시료채수기
▶ 특징
1) 사용자 중심의 일정시간, 유량, 외부 신호에 의한 채수 간격의 프로그램 가능. 
2) 다양한 시료 용기의 선택 가능. 
3) 액체 탐지기에 의한 Sampling 여부 파악, 표시 및 정확한 시료량 채수. 
4)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한 제품구조. 
5)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보고서 작성 가능. 
6) 유량계, 우량계 등 다양한 수질모니터링 장비와의 연결사용 가능. 
7) 사용목적에 맞게 이동형 및 냉장형 형태의 다양한 Model 선택 가능. 

▶ 응용분야
1) 상-하수처리장의 분석용 Sample 채수
2) 유출수, 유입수 등의 정확한 모니터링
3) 각 공장의 폐수처리장 모니터링
4) 강, 하천 및 댐 유역 수질모니터링

3. 우량계
▶ 특징
1) 정 한 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Software를 이용하여 강우량 Data를

얻을 수 있는 장비.
2) Powerful Data Storage : 15분 간격으로 800일 동안의 강우량 Data 저장. 
3) 견고한 설계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측정.
4) 빠르고 쉬운 설치 및 운
5)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 제작.

▶ 응용분야
1) 홍수 범람 모니터링 2) 유입량 및 유출량 연구
3) 하수의 범람 모니터링 4) 일반적인 강우량 측정

2. 유량계
▶ 특징
1) 하수관거의 유량 측정에 적합.
2) 빠르고 쉬운 설치 및 프로그래밍 가능
3) 비만관, 개수로 및 하천 등의 유속 및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식 유량계
4) 리포트 제출 및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가능.
5) NEMA 4X, 6P/IP 68 등급의 외부설계 - 부식방지, 방수 및 Dust Tight.
6) 만강, 역류 시에도 측정 가능. 
7) 랜턴용 Alkaline 밧데리 사용

▶ 응용분야
1) 하수관거 유량 모니터링
2) 하천 유량 모니터링
3) 하수 범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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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오퍼스1 371호
TEL.(02) 2637-0381
FAX.(02) 2637-0382

http://www.kynel.co.kr    
e-mail : kynel@kynel.co.kr

BOOTH No. A2-6
회사소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 추구!
저희 (주)카이넬은 2006년 창립 이래 주문형 실험장비의 설계 및 제작을 시작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오토매틱쟈테스터를 세계최초로 개발하 으

며, 핵심기술인 온라인 탁도계를 국산화하 고, 꾸준한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

발을 통해 현재 각종 대학, 연구소,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실험실용 측정 장비와

현장용 연속 수질 측정 장비 등을 설계,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카이넬은 급변하는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바탕

으로 최선을 다해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환경시장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오토매틱쟈테스터 (Automatic Jar-Tester ; AJT)
▶ 생물반응조모니터링시스템 (Bio-reactor Auto-monitoring System ; BAS)
▶ 이취미감시장치 (Smelling Tester ;  ST2K)
▶ 개별제어 쟈테스터 (Seperately Control Jar-Tester ; SCJ)
▶ 슬러지 투수성 실험장치 (Capillary Section Timer ; CST)
▶ 간헐식 고농도 유량계 (Static Volume Flow Meter ; SVF)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출원번호 : 10-2008-0060354호 - 오토매틱 쟈 테스터
▶ 특허출원번호 : 10-2008-0015501호 - 생물반응조 자동수질측정장비

제품및공법소개

1. 오토매틱쟈테스터 (Automatic Jar-Tester ; AJT)
▶ 수처리 설비에서 응집제 주입량의 결정은 숙련자의 경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최근에 와서는 흐름전위 측정법, 연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주입량을 결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새로운 응집제 주입방식이 현장
에 적용되더라도 최종적인 기기의 성능 평
가를 위해서는 수동으로 쟈테스터를 수행
하여 검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까지
는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입
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사에서는 2006년부
터 서울시 상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다양
한 수질인자에 효과적인 연속자동 측정 쟈
테스터의 개발하 습니다. (서울시 강북,
구의, 광암 아리수 정수센터 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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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반응조자동모니터링시스템(Bio-reactor Auto-monitoring System ; BAS) 
▶ 기존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적용된 수질분석 시스템의 경우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초기투

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이를 운 하기 위한(세정 및 보정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
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처리 설비의 시료를 중앙으로 이송
하여 데이터분석 및 모니터링을 하는 생물반응조 자동모니터링시스템(BAS)을 개발하여 초
기 투자비 및 운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탄천물재생
센터 운 중)

3. 이취미감시장치 (Smelling Tester)
▶ 기존의 처리장에서는 처리수의 이취미를 검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간헐적으로 처리수를

가열하여 이취미를 감시하 습니다. 그러나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이취미의 발생을 감시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사에서는 연속적인 이취미 감시장비를 개발
하여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취미 감시를 보다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정수장 등에서 운 중)

4. 개별제어쟈테스터 (Seperately Control Jar-Tester ; SCJ)
▶ 기존의 Jar 시험기와는 달리 각각의 교반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쟈테스터입니다.

또한 응집제 및 응집보조제를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있어 Jar 시험을 좀더 편
리하고 정 하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Jar 시험에서 응집제를 동시에 투
입하고 제어하는 것이 Jar 실험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면서도 아직까지는 자동으로 주입되는
장비가 없어서 실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Jar 실험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정수센
터, 하수처리장 및 수자원공사 운 중)

5. 슬러지투수성실험장치 (Capillary Section Timer ; CST)
▶ 슬러지 등 고형물의 농도가 높은 시료의 수분의 투수성(모세관 현상 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장에서도 측정이 용이한 충전식 슬러지 투수성 실험
장치 입니다. (고등기술연구원 운 중)

6. 간헐식고농도유량계 (Static Volume Flow Meter ; SVF)
▶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의 유량을 간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로 고탁도의 슬러지

및 약품투입량 등 일반유량계로 측정이 어려운 액상의 유량을 간헐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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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광 열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1 
관보빌딩609호
TEL.(031) 701-3764
FAX.(031) 709-9766

BOOTH No. A1-1
회사소개

상수도 업계로는 국내 최초로 RFID용 맨홀, RFID봉인과 RFID봉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업체로서 항상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상수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 NFC, 3G Network internet, GPS, Camera

등을 이용하여 상수도제품들에 적용함으로써 관리 및 보안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

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RFID프로그램
▶ RFID봉인
▶ RFID 맨홀 & 철개
▶ 스마트폰 RFID 리더기

주요기능

▶ GPS를 이용한 제품의 위치파악
▶ 인터넷 연계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관리
▶ 히스토리기능을 이용한 누적관리
▶ 보안성이 높은 RFID 태그를 이용한 정보관리

코리아씰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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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 세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62-10
TEL.(032) 581-2345
FAX.(032) 581-0027

http://www.thprecision.com    
e-mail : sykang@thprecision.com

BOOTH No. A4-5
회사소개

국내 유일의 국산 스테인리스 수도계량기 생산 업체!
(주)티에이치정 은 스테인리스 정 부품 생산업체로서 국내 유일의 정 주조

드럼 Type 생산라인을 통하여 정 도가 요구되는 방산용 부품, 자동차 부품, 일반

정 부품을 생산하는 정 주조 전문업체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정 주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스테인리스 수도미터를 개발 하 으며 당사는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스테인리스 복갑 습식 수도계량기 (일반형/역류형)
▶ 스테인리스 디지털 (복갑,단갑) 수도미터 (비자석타입)
▶ 스테인리스 디지털 단갑 건식 수도미터 (비자석타입)
▶ 스테인리스 디지털 (복갑,단갑) 온수미터 (비자석타입)
▶ 스테인리스 디지털 (복갑,단갑) 적산열량계 (비자석타입)
▶ 디지털 가스미터 (비자석타입)
▶ 부품류 : 유니온, 앵 밸브, 엘보, 니쁠 등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 ISO 14001
▶ ISO /  TS 16949
▶ 현대/기아자동차 SQ마크
▶ 벤처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
▶ 환경마크
▶ 수도계량기 특허 2종
▶ 수도미터 (습식, 원격검침용 디지털) 형식승인
▶ 온수미터 (건식, 원격검침용 디지털) 형식승인
▶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주)티에이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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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정 주조공법으로생산된스테인리스수도계량기
▶ 당사의 스테인리스 계량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납 및 중금

속이 포함되지 않은 재질로 생산되어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친
환경 스테인리스 제품 입니다.

▶ 당사가 개발한 스테인리스 계량기는 22년의 정 주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
된‘정 주조에 의한 수도계량기 패턴의 성형방법’(특허등록)의 스테인리스 계
량기로서 내·외부 표면이 미려하고 유로형성이 탁월한 우수한 성능이 겸비된
제품 입니다.

▶ 당사의 스테인리스 계량기는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우수하여 계량기 가격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외갑을 검정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입니다.

2. 스테인리스복갑습식아나로그수도계량기 (일반형 / 역류형)
▶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을 사용하여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 납 등 중금속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 정 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내, 외부 표면이 우수하여 스케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4. 스테인리스디지털온수미터/ 적산열량계 (비자석타입)
▶ 제품에 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동하는 신개념 제품으로 외부자력의

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 전자부는 완전방수 구조입니다.
▶ 절전회로 구성으로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 하 습니다.
▶ 고온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통신방식 : DC PLC, DATA 통신, 무접점 펄스출력 (Pulse/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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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테인리스디지털수도미터 (비자석타입)
▶ 제품에 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동하는 신개념 제품으로 외부자력의 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 전자부는 완전방수 구조입니다.
▶ 절전회로 구성으로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 하 습니다.
▶ 지시부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므로 방향과 관계없이 판독이 가능합니다
▶ 통신방식 : DC PLC, DATA 통신, 무접점 펄스출력 (Pulse/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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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효

본사·공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124  
TEL.(043) 269-3960~1
FAX.(043) 269-3962

http://www.future-eng.com
e-mail : pwj2960@future-eng.com 

BOOTH No. A1-3
회사소개

「FUTURE를 만나면 밸브의 미래」가 보입니다
「고객에겐 최고의 제품을, 주주에겐 최대의 이익을, 종사원에겐 무한의 Vision 실

현」을 기업 경 방침으로 2004년도 바이오산업 관련 정 기기 제조업체로 출

발, 유체 관련 밸브, 반도체용 장비 부품가공, 디스플레이 검사용 장비 부품가공등

을 하며, 축척된 기술로 비철 금속,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공에 관련된 독보적 정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2008년도에 한국일보사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외

6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08 제7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에 자체 개발

한‘거르미’를 출품, ‘대상’을 수상하여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

받은바 있고, 2009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벤쳐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A+ 멤버기업 선정, ISO9001,14001 인증, 연구개발실 인정을 받았으

며, 2010년엔 자체 개발한 체크밸브를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출품 예의‘금

상’을 수상하여 2008년에 확인된 기술력의 우수성과 제품 품질의 탁월성을 재 확

인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금년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지정 등록과 아울러 특

허청에서 지정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제품에 선정되는 되는 등,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에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 기계 제조 업계의 선두를 지향하는 밸브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품 개발은 물론,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으로부터 먼저 선택되어지는 퓨쳐이엔지㈜가 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이물질 제거 및 배출시 밸브 해체가 필요없는 스트레이나 밸브‘거르미’
▶ 체크판의 작동이 자중및 수압에의 의해 작동되어 출수불량 없는‘역류방지밸브’
▶ 계량기 보호통내 설비 수선, 교체시 단·정수가 편리한‘단·정수밸브’
▶ 역압에 의해 자동으로 역류를 방지하는 수동·자동 겸용‘지수밸브’
▶ 계량기 수평유지 여부 확인이 간편한‘수준기 내장형 계량기’
▶ 바이오산업 관련‘정 분석, 진단 장비’
▶ IT장비 관련‘정 부품 가공’

인증및획득마크

▶ 우수특허제품 대상 수상(지식경제부 장관상) ▶ 특허 등록 7건
▶ 수출고도화사업 대상기업 선정(KODIT&KOTRA)▶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거르미’국제 PCT 등록(WO2008/156234 A1) ▶ 디자인등록
▶ 벤쳐기업 확인 (제20090103706호) ▶ INNOBIZ기업 인증
▶ 성능 인증(중소기업청) ▶ 조달우수제품 지정
▶ Kibo  A+  Members 기업 선정 ▶ 기업 부설 연구개발실 승인
▶ 환경기술 정보산업 100대기업 선정 (환경부/KEITI)
▶ 2010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지식경제부장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선정(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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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이물질제거밸브‘거르미’
▶ 수돗물이 계량기로 유입되기 전에 각종 이물질을 걸러 줌
▶ 이물질로 인한 계측 오차 원인 제거 : 사용료 수입 증대 효과
▶ 걸러진 이물질을 유체의 자체압을 이용 핸들 조작으로 배출 : 밸브 해체 불필요
▶ 녹물 출수 관련 민원등 신속한 처리

※2008년도 100대우수특허제품‘대상’수상
※미국, 일본, 중국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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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역류방지밸브
▶ 스프링식, 스윙식이 아닌 수압, 역압, 자중을 이용한 체크 밸브
▶ 출수 불량, 체크 미흡 현상 원인 제거로 급수 민원 해소
▶ 체커를 항균 아세탈 재질로 제작 위생안전 고려
▶ 구조가 간단하여 하자 발생요인이 없고 장기간 사용 가능

※2010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금상’수상 ※조달우수제품 지정
※특허청지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중기청 성능인증 제품

3. 단·정수밸브
▶ 손쉬운 단·정수 조치로 시설물 보수,교체시 작업 환경의 획기적 개선
▶ 불시 구역 단수등으로 인한 집단 급수 불편 민원 해소
▶ 수돗물 낭비 요인 사전 방지로 예산절감 효과
▶ 구조가 간단하여 하자 발생요인이 없고 반 구적 수명 보장

4. 지수 (수동·자동) 밸브
▶ 자동,수동으로 단수와 통수가 가능한 밸브로 행정능률 향상 효과
▶ 불시 관 파열시 수돗물 낭비 및 급수 불편 민원 최소화

5. 수준기내장계량기
▶ 수평 유지 여부 확인이 편리함
▶ 계량기 수평 항시 유지로 정확한 사용량 계측
▶ 계량기 교체 주기(6~8년) 준수로 예산 절감
▶ 사용료 부과시 불규칙한 사용량 변동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앵 형>            <일자형>

[ 퓨쳐밸브체결보호통 ]

역류방지밸브앵 형

역류방지밸브일자형 단·정수밸브

이물질제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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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직무대행 조 덕 호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TEL.(02) 2102-2500
FAX.(02) 856-5618

http://www.kcl.re.kr

BOOTH No. A1-2
회사소개

기업의 상생 파트너로,
시험인증산업의 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2010년 7월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
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ㆍ출범한 한
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
국 최고의 시험ㆍ인증기관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소
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CL
은 지난 반세기동안 축적된 기술과 인력, 시
험장비,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로 고객이 요
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CL은 안전,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재료 등 관련분야의
시험ㆍ분석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객만족 경 을 통해 시험인증산업의 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립목적

▶ 설립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 허가일자 : 2010.7.6
▶ 설립목적 : 건축자재, 토목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

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
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
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관 제2조)

기관지정

▶ 지식경제부 : 신뢰성인증 지정인증기관 (화학소재 분야)
▶ 기술표준원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 검사기관

한국산업규격(KS) 지정심사기관
▶ 한국인정기구 (KOLAS) : KOLAS 시험,검사,교정기관

KOLAS 교육기관, 숙련도시험운 기관
▶ 국토해양부 : 품질검사전문기관
▶ 환경부 : 실내공기질,수질,소음·진동,악취검사 측정대행기관

수도용 기자재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수처리제검사기관 / 정수기성능검사기관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보건복지부 :적출물처리용기 검사기관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위생검사기관 / 비임상시험관리기관(GLP)
▶ 조달청(품질관리단) :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 특허청 : 발명의 기술성평가기관
▶ 해양경찰청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 ISTA :CERTIFIED LABORATORY
▶ TUVRheinland(독일) : TUV Rheinland 지정 유해물질 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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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평가분야
▶ 국제공인 시험/검사/교정 기관(KOLAS),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설생활환경분야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신뢰성있는 시험평가체계를 마련하 습니다.

▶ 숙련된 전문인력이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철저히 검증한 제품및 자재로 국
민생활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업계의 기술과 품질 혁신을 유도합니다.

▶ 건설시험분야 : 토목·건설재료의 성능 평가
▶ 내후성분야 : 옥외폭로 및 실내촉진 시험/평가, 해양환경시험/평가, 열관류, 단열성능
▶ 화재안전분야 : 방화문 화재 시험, 건축재료의 난연성, 소방방염물품의 방염성능 시험
▶ 방수방식분야 : 도막·시트·시멘트계방수재, 방근재료 시험
▶ 완구기술분야 : 완구제품·재료의 물리적 시험, 방염성, 유해중금속 시험 등
▶ 정 화학분야 : 국제환경규제물질(RoHS,REACH,WEEE,PoHS,ELV ), 금속성분 시험 등
▶ 환경·안전분야 : 먹는물·수질·정수기 검사, 수도기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폐기물 등
▶ 식품/화장품분야 :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용기 위생시험, 화장품 제품시험 등
▶ 소비제품분야 : 가구, 포장, 섬유, 종이, 주방 및 일반소비제품, 플라스틱 등

2. 검사및품질인증분야
▶ KCL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산품 안전성 검사와 각종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15개 전문 시험분석 시설과 19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총 4,000여종의 전문분석장비를 보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결
과 제공

1. 옥외폭로시험장 (Tel. 041-667-9430/1)
▶ 국내 최초로 약 50,000㎡ 규모의

옥외폭로시험장을 조성하여 옥
외폭로시험평가 서비스 및 연구
를 수행

▶ 시설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 대지면적 : 51.125㎡(15,465평)

연구원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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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도바이오융합단 (Tel. 032-858-0011)
▶ 식약청,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

터 우수시험실운 규정(GLP)에
따라 적합성을 인정받아 신개발
의약품, 신규화학물질 및 농약 등
의 등록에 필요한 비임상시험을 수행

▶ 시설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4번지

4. 플라스틱신뢰성센터 (Tel. 042-934-1894)
▶ 플라스틱관 및 이음관의 수명예측

및 장기 내구성 등 신뢰성 인증에
관한 평가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

▶ 시설위치 :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822 

▶ 주요장비 : 장기내압시험기, 열분석기, PSGT/FNCT시험기 등

2. 해양환경시험장
▶ 해양환경 하에서 운 되는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
한 평가 서비스 및 연구 수행

▶ 시설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 규모 : 3,150㎡ (70m×45m) 



대표 심 윤 수

본원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군포신청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9
TEL.(031) 428-3815~20 

분당청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TEL.(031) 785-1222

http://www.ktc.re.kr

BOOTH No. A1-6
회사소개

도전과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와 미래의 꿈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rea Testing Certification)은 로벌무역환
경의 변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조류에 부응하고 국내인증산업을 선도할 종합시험
인증 및 R&D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8일 새롭게 출범하 습
니다.

“최 일류 인증 서비스 제공의 리더”가 되자는 비전아래 해외인증기반을 더욱 확
충하고, 스마트 그리드·녹색 환경·산업메카트로닉스 등 신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인증평가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세계최고의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거
듭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KS제품검사, 전기·전자 제품 안전인증, 계량검정,
화학·기계분야 시험·검사, 의료기 시험 및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등 지
난 40여년동안 축적된 전문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지킴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전과 변화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인증기관이라는 미래의 꿈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

▶ 설립근거: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 설립목적:시험연구원은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석유화

학, 녹색산업 등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
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용자재및제품시험인증사업안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수도법』제14조 제16항 및『수도용 자
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4항에 따라 환경부
로부터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모
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범위

- 관류, 밸브류, 유량계(수도미터 포함), 펌프 등 일반 수도용 제품
- 급수설비 및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 및 용제 미포함)

▶ 시험접수·상담절차

▶ 시험분석 비용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한
법정수수료 적용

▶ 접수 및 시험문의
- 고객지원팀 : Tel : 031-428-3829
- 환경안전팀 : Tel : 031-428-3815∼20     Fax : 031-455-736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rea Testing Certification

시험의뢰 시험상담·접수➞ ➞ ➞시험분석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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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평가분야
▶ 성능평가 시험 : 의뢰시험 및 검사 / 효율관리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환경마크시험 / 속도측정기 / 행망적합성시험
카지노검사 / 신재생에너지 및 KS 관련시험

▶ EMC : EMC 성능평가시험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시험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시험 / 전기용품안전인증 / 소방기기 전자파장해시험
외국인증 EMC시험

▶ 화학시험 : 정 화학시험 / 환경안전평가 / 환경규제물질분석 / 화장품품질검사
수도용자재및제품용출시험

▶ 유체기계 평가 : 수도꼭지 / 밸브 / 펌프 / 송풍기 / 댐퍼 / 냉동공조기기 등
▶ 부품소재 평가 : 기계 / 기계요소 / 계량기 / 전기분야 등
▶ 계량기형식 승인시험 : 전기식지시저울 / 수도미터 / 가스미터 등 18종
▶ 계량기 일반시험 : 부피 / 질량 / 전기 분야 등의 일반시험 및 KS 관련시험
▶ 전자카드 시험 : 전자여권 품질검사/하이패스카드 품질인증시험

금융카드 품질인증시험/NFC 기기 및 EMV 단말기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신뢰성인증 / 성능특성측정 및 신뢰성평가 / 환경시험 / 내구성시험 / 물성시험 / 수명 및 고장률평가시험
▶ 대전력 시험 : 저압보호기기류(차단기, 퓨즈 등) 단락시험 및 평가 / 중전기기의 검사 / 성능평가 및 형식시험 / 부하개폐시험 /

단락시험기술개발
▶ KOLAS 시험 : 역학시험 / 화학시험 / 전기시험 / 음향 및 진동시험 / 광학 및 광도측정 / 생물학분야

업무소개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안전인증(KC 마크) KS인증 V체크 마크 품질보증(Q-Mark인증)

전자기장환경(EMF)인증
친환경/안전/품질인증

(ESQ마크) 제품인증(M마크) 성능 인증

2. 검사및품질인증분야

3. 상하수도용자재및제품인증시험

배관류
밸브류 수도미터

맨홀 및 철개펌프류 유량계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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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장 기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선텍시티 405호
TEL.(031) 749-1700  
FAX.(031) 749-9955

http://www.leak.co.kr

BOOTH No. A8-1
회사소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앞장서는 기업!
늘어나는 세계 인구에 따른 물의 수요가 이미 감당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상황에

서 한국도 이미 물 부족국가로 유엔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수자원의 효율적

인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왔습니다. 

부족한 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댐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하기 위하여 수천억의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으며 그렇게 생산된 귀중한 수자

원이 누수로 인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유수율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

속한 종합대응체계 확보를 하고 현대화 계획과 접목하여 지하시설물 정보화 구축

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계획의 조기완성 및 예산절감을 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및 수입장비를 판매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혁신적인 장비를 위해 품질향상과 최고의 제

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블록화
▶ 유수율제고
▶ GIS사업
▶ 누수탐사장비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2000
▶ KSA 9000:2001
▶ 특허등록 3종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HBT-Water MAP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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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누수진단종합시스템SoundSens i
▶ 특허기술인 시간동시화(Time Synchronize)에 의한 누수지점 탐사기술
▶ 여러 지점을 동시에 탐사
▶ 주파수 1Hz~5.5KHz의 역으로 미세 누수음 탐지
▶ 일반탐지기와 다른 고감도센서 Accelerometer 내장
▶ 초보자도 사용이 간단한 운 소프트웨어
▶ 완전방수(IP68)
▶ USB방식의 빠른 데이터 전송
▶ 자체데이터 저장 가능

2. 광역누수진단시스템Permalog +
▶ 넓은 지역의 누수혐의 구간 단시간 축소
▶ 자동차를 이용한 탐사
▶ 야간탐사 작업 불필요
▶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으로 혐의지역 색출
▶ 많은 센서 설치 가능
▶ 고감도 센서 및 안테나
▶ 무선으로 데이터 송신
▶ 완전방수
▶ 고정식 센서 - 상시감시체제 가능

3. 지중레이더PIPE HAWK II
▶ 세계 최초의 상하수도관용 전문 탐사 레이더
▶ 안테나와 모니터가 본체로 구성
▶ 단일 안테나로 광범위한 퍼스시그널로 선명한 투시 기능
▶ 세계 최초 수평단층 판독 기능
▶ 세계 최초 2차 가공처리로 판독 용이
▶ 초보자도 쉽게 작동 및 판독할 수 있음

4. 대형관누수탐사기법- SmartBall 시스템
▶ 300mm이상 대형관 누수탐사 ▶ 관의 재질과 관계 없이 탐사
▶ 다중 누수를 감별 ▶ 누수크기 추정 가능
▶ 약 20Km 탐사 가능

5. 실시간부단수대형관검사시스템 - SAHARA 시스템
▶ 부단수 작업으로 관내 촬
▶ 최장2Km 관내 촬 가능
▶ 작은누수(0.019리터) 감지
▶ 관망도 작성을 위한 지상추적시스템
▶ 관의 재질 관계 없이 누수탐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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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13

대표 홍 기 우

본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1010호
TEL.(02) 6220-6300
FAX.(02) 6220-6305

http://www.atikorea.com   
e-mail : ati@atikorea.com

회사소개

21세기 수질환경-ATIK에서 이루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이렇게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갖고 저희 ATIK를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ATIK는 수질환경 및 분체공학 관련 각종 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로써 1994년 창립 이래 국내의 각 연구분야에 분석기를 성공적으로 보급, 이

미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해지는 장비의 응용 및 수요에 부응하여 분야별 세분화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장비 응용 분야의 확대 및 활용도의 극대화와 다양한 사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의 중견기업으로서 저희 ATIK는 국내 사용자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

기의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새롭게 창조

해나갈 것입니다.

21세기 고도산업을 창조하는 ATIK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주십시

오. 감사합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KS A 9001: 2001
▶ ISO9001: 2000
▶ INNO-BIZ 기업선정
▶ 기업부설연구소인정

취급제품소개

▶ On-Line Particle Sizer and Counter
▶ Surface Area Analyzer
▶ Porosity Analyzer
▶ On-Line Water Analyzer
▶ Organic Carbon Detector
▶ Zeta Potential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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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quaCounter540
▶ 활성탄 여과효율 및 역세척주기 모니터링
▶ 막 여과효율 및 막파과 모니터링
▶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On-Line Particle Counter. 
▶ 전자동 입도/개수 분석 및 ppb 수준의 탁월한 감도
▶ Rack 또는 Wall Mounting
▶ 입자 측정범위 : 0.5 ~ 400㎛
▶ 실시간으로 입자의 크기와 개수를 측정
▶ 현장 On-line용, Sample port 2
▶ PHA (Pulse Height Analyzer) 기능으로 현장에서 Sensor Calibration
▶ ISO, ASTM 기준에 의거 Latex표준물질에 의한 Calibration

2. Autosorb-iQ
▶ 활성탄 표면적 및 기공도 전자동 분석
▶ 재생 활성탄 성능 평가
▶ 전처리 과정 전자동 원격 조절 가능
▶ 시료의 전 처리와 분석 동시 전자동 수행
▶ 전 처리와 분석 모두 원격 조절 가능
▶ 최대 96시간 분석 가능한 3L의 Dewar

3. UV500
▶ On-Line 수질 자동분석기
▶ UV spectroscopy 방식(암모니아, H2S, COD, Hydrocarbons, NO3)
▶ 전처리과정이 필요없음
▶ 매우 낮은 유지 비용
▶ 최대 12개 분석항목 가능
▶ 분석 시간 5초 이내
▶ Automatic Cleaning System
▶ Peristaltic Pump

4. LC-OCD
▶ 수중에 존재하는 저농도의 NOM, SOM 등의 유기물질을 실시간 자동 분석
▶ 막파과 On-Line 모니터링
▶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분리 & Organic carbon detector
▶ UV185nm Thin Film Reactor(TFR) 이용한 효과적인 유기물산화
▶ Organic matter를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적 성분을 분자량별로 명확하게 구분
▶ Cooling Autosampler 장착
▶ 실시간 자동 연속분석 가능
▶ 자동 정성 및 정량 분석 Software
▶ 재이용수 생산및 각종 수처리 공정 시스템을 위한 단계별 유기물질 측정 및 진단에 활용
▶ Biopolymer, Humic substance, LMW-organic materials, etc.

제품및공법소개 계
량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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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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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장 기

본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136-5
TEL.(031) 667-2522
FAX.(031) 667-2524

업사무소
TEL.(031) 749-9853  
FAX.(031) 749-9911

http://www.kent-meters.com     
e-mail : flag93@naver.com

BOOTH No. A8-1
회사소개

누수율 0%에 도전한다!
(주)한국켄트메타스는 고감도의 수도미터를 생산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유량

계 시장에 고품질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유수율제고 및 구역계량시 누수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신기술인 소형 로타리피스톤 미터에서부터, 대

형 고감도 터빈형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정확도와 고성능 품질은 타 회사의 추종

을 불허하며, 해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며 고객의 인지도 또한 해를 거듭할수

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신기술인 소형실측식 수도미터의 보급으로 새로운 소형미터의

장을 열게 되어서 국내 최초로 로타리피스톤미터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터빈형미터의 감도범위를 높임으로서, 전국 상수도 공기업의 유수율

제고에 공헌하고 있으며, 연결식 수도미터(부관붙임형) 또한 획기적인 수도미터

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최고의 감도와 견고성을 자랑하는 전자

식 수도미터와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국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특 허
- 수도계량기특허 제0305634호
- 수도계량기의임펠러지지장치특허 제0305633호
- 압력조절발브를구비한수도계량기 제10-0570479호

▶ 실용신안
- 계량기용스트레이너 제129819호
- 계량기용임펠러 제122148호
- 압력조절밸브를구비한수도계량기 제0206614호
- 저전력다중감지무선원격검침장치 제20-0388471호

▶ 의장등록
- 수도계량기용스트레이너 제0241364호
- 수도계량기용압력조정밸브 제0279505호
- 계량기용임펠러 제169024호

▶ 형식인증
- 로터리피스토식 15~50MM
- Helix3000 40~300MM
- Helix4000 40~300MM
- 부관붙임형(연결식) 50~150MM
- 전자식수도미터 50~350MM

▶ 인증 및 등록
- 우수제품마크(GQ)인증 2007. 9월
- ISO9001, ISP14001획득 2008. 1월

(주)한국켄트메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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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PSM 로터리피스톤수도미터
▶ 혁신적인 디자인.
▶ 원형 피스톤을 작동시켜 그 회전

수와 용적량과의 관계로통수량
측정.

▶ 우수한 정확도.
▶ 회전수와 용적량과의 관계로 통

수량을 측정하므로 기차 발생률이 낮아서 최소 유량 측정
범위가 매우 낮음. 

▶ PSM은 펄스가 발생되어 유·무선원격으로 활용이 가능함.
▶ 15mm∼50mm까지 형식인증제품.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4. 전자식유량계및전자식수도미터
▶ 유량측정, 수압측정, 유속측정이

가능함(정방향, 역방향).
▶ 탁월한 정 도 ±0.25% (전원공

급형) ±0.5% (Battery형).
▶ 검출기, 변환기 모두 완전방수형

(IP68)임.
▶ 데이터 로그 3개 내장.
▶ 폭 넓은 유량측정범위 (측정비율 1000 : 1).
▶ 유량측정범위 (0.006m/sec~15m/sec).
▶ 수압검출기 연결 기능 포함.
▶ 40㎜~350㎜까지 형식인증제품.

5. PRV (감압변)
▶ 수압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하면

효과적임.
▶ 고 수압에 의한 누수방지, 구역유

량계, 가정용 급수계량기 고장에
대한 예방으로 유수율 증대.

▶ 시간에 따른 PRV 제어.
▶ 알람과 원격측정법을 갖춘 데이터 입력.
▶ 유속에 따른 PRV 제어.
▶ 40㎜~400㎜까지 사용.

7. 삽입형전자식유량계
▶ AC 또는 DC 방식. 
▶ 다중채널 2중 로거장치, 고해상도

데이터 저장가능.  
▶ 천공으로 물 공급 중단 없이 설치.  
▶ 압력데이터의 로깅 및 모니터링

가능.  
▶ 간단한 조립식 설치로 장착 가능.   

6. 무선원격검침시스템 (PDA,CDMA)
▶ 무선검침 방식으로 상수도 요금

행정의 신속, 정확, 편리성 및 유수
율 향상 구현.

▶ 수도미터의 원활한 검침과 상수도
수량 관리 및 계획급수.

▶ 검침시스템방식.
▶ 자동검침시스템(CDMA)방식.

2. HELIX4000 (터빈형월트만식)수도미터
▶ 신소재로 개발되어 수 충격 시

소재의 탄력성으로 내구성이 매
우 강함.

▶ 안정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저속 및 고속에 대처능력이 뛰어
남. 

▶ 타 제품이 가지지 못한 복합펄스출력(1plus/10L, 100L,
1000L)있으므로 수용가용, 구역용, 산업용으로 매우 적합
함.

▶ 수평, 수직, 경사면 등 어느 각도에도 설치가 가능.
▶ 고배율 (80~250배수)의 고배율 수도미터 임.
▶ 40㎜~300㎜까지 형식인증제품.

3. 부관붙임 (연결식)수도미터
▶ 광범위한 유량범위를 높은 정확도

로 측정이 가능함.
▶ 미세한 흐름까지 측정하여 유수율

증대.
▶ ±2%의 높은 정확도.
▶ ±2%내의 높은 정확도가 전 유량

범위에 걸쳐 유지 정확도에 전혀 향을 주지 않음.
▶ 어떤 방향으로(수직으로)도 설치가 가능.
▶ 작동원리

- 유량의 흐름이 작아지면 본관미터의 주 밸브가 닫혀서 물의
역류를 막으며 오직 측관의 소형미터로만 물이 흐르게 되어
소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함.  

- 50㎜~150㎜까지 형식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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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기 성

주소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8가 88-2
TEL.(02)  2164-0011 (본원)

(031) 999-3153 (김포청사) 
(052) 220-1129 (울산청사)

http://www.ktr.or.kr

BOOTH No. A2-19
회사소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수도법」제14조 제16항 및「수도용 자재와 제
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4항에 따라 김포시험실과 울
산시험실이 환경부로부터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KTR은 의약품, 헬스케어를 비롯해 생활용품, 전
자·정보통신, 화학, 토목·건축, 자동차·조선, 환경, 녹색산업 등 모든 산업분야
에 걸쳐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하고, 고장원인 분석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C, KS 등 국내인증은 물론, 해외 23개국 73개 기관과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 유럽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수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CE, GOST-
R, JIS, IECEE-CB, FCC, NSF 등의 인증을 짧은 기간에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유럽, 중국, 일본 등 각국의 화학물질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KOLAS/KAS를 비롯한 국내 인증 취득,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KTR은 한국 융합산업 발전의 지원기관으로, 기업 발전의 파트너로 앞으로도 기
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수도용자재시험인증사업안내

KTR은 수도용 자재의 시험·인증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드립니다.
KTR은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술컨설팅 기관으로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환경부) 모든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범위
-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일반 수도용 제품
- 급수설비 및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저수시설 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표층에 도포

▶ 시험접수·상담 절차
- 시험의뢰 ⇒ 시험검사·접수 ⇒ 시험상담 ⇒ 시험분석 ⇒ 성적서 발급

▶ 시험분석 비용
- 수도용 기자재 업체의 경우 분석항목에 따른 법정 수수료 적용

▶ 접수 및 시험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02-2164-0011
- 김포청사 031-999-3153
- 울산청사 052-220-1129

▶ NSF 관련 시험·인증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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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덕 남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23-30 (양노공단 내)
TEL.(031) 366-8736
FAX.(031) 366-8727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3-41
TEL.(02) 2617-7791
FAX.(02) 2617-7781

http://www.hsmeter.com   
e-mail : hs@hsmeter.com

BOOTH No. A4-2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 수도미터 (습식, 건식)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습식, 건식)
▶ 금형주조·단조

인증및획득마크

▶ 환경표지(환경마크) 사용 인증(총 16종, 인체유해물질저감)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온수미터 등 24종 형식인증(형식승인) 취득

한서시스템은 설계, 금형제작, 주물성형, 사출성형, 기계가공 등 직접생산 시스템

을 갖추고 수도미터, 온수미터, 난방유량계 등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에너지관

리 Total System업체입니다.

당사는‘평생직장의 실현’을 사훈(社訓)으로 모든 임직원의 꾸준한 기술축적과

그간 쌓아 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끊임없

이 발전되는 산업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며 노력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 Total System업체로서 앞으로도 계량계측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내일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고객만

족을 넘어 고객감동의 실현을 위해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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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미터 (습식, 건식)
▶ 황동주물, 저연주물
▶ 우수한 정 도와 내구성 가진 수도미터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저감시킨 저연황동을

소재로 제작함.
▶ 규격 15~50mm

2. 역류방지용수도미터 (습식, 건식)
▶ 황동주물, 저연주물
▶ 역류방지 수도미터를 사용하면 수도미터에 역류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역회전에 따르는 문제점(도수&계량기 수명 감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규격 15~50mm

3. 온수미터
▶ 80배율의 고감도 온수미터/난방용 유량계
▶ 회전부에 내마모성이 뛰어난 Sapphire Bearing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 개별검침이나 집합원격검침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종합검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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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유 순 열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2-53
TEL.(031) 997-1445?6
FAX.(031) 997-1444

화성공장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23-30 (양노공단 내)
TEL.(031) 366-8731?2 
FAX.(031) 366-873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3-41
TEL.(02) 2617-7791 
FAX.(02) 2617-7781

http://www.hsmeter.com    
e-mail : hanseo@hsmeter.com

BOOTH No. A4-2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 무선 디지털 수도미터
▶ 수도미터
▶ 적산열량계
▶ 디지털 온수미터
▶ 산업용 전자식 적산열량계
▶ 감압밸브

▶ 유·무선 원격 지시부
▶ 온수미터(난방용유량계)
▶ 디지털 수도미터
▶ 디지털 적산열량계
▶ 수직 윌트만식 대형수도미터
▶ 유·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인증및획득마크

▶ 벤처기업 선정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특허등록 : 수도계량기의 상부캡 회전방지장치 外
▶ 실용신안 등록 : 수도계량기의 봉인체결장치 外
▶ 환경표지(환경마크) 사용 인증(총 81종, 인체유해물질저감)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역류방지용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등 103종 형식인증

(형식승인) 취득

제품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한서정 계기(주)는 에너지 관리 원격검침 Total system업체로서, 새로운 제품 개

발과 계량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 계측기 전문 메이커로서 설계, 제조, 판매, 설치, 운 관리 등 모든 역

에 대하여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더욱더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차별화 된 서

비스로 고객만족 경 을 실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되는 산업사회 속에 하루하루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 속에 한서정 계기(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진보하며 발전하는 한서정 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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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무선디지털수도미터
▶ RF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결선공사가 필요 없이

원격검침이 가능함.
▶ PDA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검침 할 수 있음.
▶ 지침이 디지털이라 검침이 쉽고, 역류, 누수, 최대유량초과

등 경고 표시.

4. 수도미터
▶ 125배수 고성능 수도미터
▶ 황동주물, 저연주물, 스텐레스 스틸
▶ 복갑습식, 복갑건식, 역류방지 수도미터

5.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감압밸브

2. ZigBee 무선디지털수도미터

▶ 2.4GHz 대역의 ZigBe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유무선 수도
미터.

▶ 수도미터와 ZigBee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
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PDA 또는 ZigBee 라우터에 전송.

3. 무선원격검침시스템

▶ PDA로 계량기 근처에서 검침 : 별도의 통신료 없음
▶ 수집된 검침값을 PC에 자동 저장
▶ 통신망 구성을 위한 중계기 및 전송장치가 필요없어 대도

시에서 장비설치에 따른 애로사항 및 민원 해소
▶ 전력선 통신과 자동화 연계이전까지 기존 인력 활용

▶ 전력선 통신(PLC:Power Line Communication)
▶ 정부가 추진중인 지능형 전력망 사업과 연계
▶ 기존 통신망을 이용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 / 에너지 자

원의 통합관리
▶ 통신용 중계기 설치 불필요(기존 한전주 사용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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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 순 이

본사
충남 금산 금성 하신 764
TEL.(041) 751-1051 
FAX.(041) 751-1050

http://www.hanyoungkorea.co.kr

BOOTH No. A4-1
회사소개

정직하고 신뢰성있는 제품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한 계기!
(주)한 계기는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전문생산업체로 끊임없는 개발과 투

자로 3년전부터 스테인리스 수도미터를 개발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미

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온력이 향상되고 지하 건수에 의한 보온재 상승으로 인

한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는 수도계량기보호통을 개발하여 특허인증을

받아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미터 - 스테인리스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 스테인리스 일반 수도미터

▶ 수도계량기보호통 (동파방지 보호통, 혹한지방용보호통, 밭기반전용보호통,
생활용수 전용보호통, 감압밸브부착보호통, 대형 고감도 보호통) 

▶ 특수 라이닝 코팅 - 정수장 및 물탱크 내부코팅

제품및공법소개

1. 계수부이물질유입방지수도미터개발
▶ 계량기 내부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수도미터임.
▶ 상부내갑 보스부와 익차 조립체 사이의 착 면적을 증가시켜 물속에 포함된 이

물질이 계수량 장치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함.
▶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적은 유량에서도 정확한 계측이 되어 소

비자의 요구를 충족시 키는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임.
▶ 계수부 이물질 유입으로 고장 및 불회에 의한 민원 최소화.

(주)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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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2. 친환경스테인리스수도미터
▶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하여 중금속 위해물질인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수도법 위생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3. 수도계량기보호통제조공법
▶ 보호통 성형이 부로아 공법에의한 제작품으로 보호통 내부에

홈을 형성하여 보온재 상승커버를 고정시켜 지하 건수에의한
보온재 상승을 방지하여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고
동파방지 보온재 제작으로 보호통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 하여
보온력을 향상시켜 수도미터 동파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통
몸체와 다리 발판 조립 시 피스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됨.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스테인리스 역류방지 수도미터> <스테인리스 일반 수도미터>

<기존보온재(앞면)>

<동파방지보온재(앞면)> <동파방지보온재(뒷면)>

<기존보온재(뒷면)>

<보호통 내부에 물이차 보온재 및
뚜껑이 상승되어 있는 모양>

<보온재상승카바조립으로 보온재
및 뚜껑 상승방지>

<동파방지 보호통>

4. 특수라이닝코팅 (특허제0432777호)
▶ 물을 일정기간 저장시키는 정수장 설치공법에 관한 것

으로 정수장을 장기간 사용시에도 이물질이 정수장 내
면 벽에 부착 또는 성형되지 못하도록 하므로서 물의 수
질을 양호하게 유지토록하고 정수장 외부의 물이 정수
장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장 바닥면
과 측면에 배수시설을 형성하고 정수장 내면에는 특수
라이닝 코팅을 형성시켜 뛰어난 방수기능 보유와 정수
장 내부의 찌꺼기 등의 발생을 억제 시키고 일정기간 경
과 후 반복 실시하는 정수장 내부 청결 작업이 대단히
간편하고 원활토록 하는 것이다.

▶ 저수조 바닥 및 벽면에 프라이머로 도포하고 매트를 수
지로 접착하고 그 위를 코팅 처리하여 방수가 완벽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가 쉽고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적용대상 : 상하수도시설물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하수처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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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학 용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쌍용 IT 트윈타워 A동 606호
TEL.(031) 602-6593  
FAX.(031) 602-6595

http://www.leakdoctor.co.kr     
e-mail : institute@leakdoctor.co.kr

BOOTH No. A2-12
회사소개

21C 상수도관리의 선두주자!
1991년 설립된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은 유수율 향상과 맑은 물 공급 대책

의 일환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제고 사업, 관로시설 및 기술진단, GIS

를 통한 급·배수관망도 작성, 각종 상수도 설계 등의 용역사업과 탐사장비판매

및 A/S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안정된 배·급수와 수자원의 절약 및 수도사업의 경 수지개선

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완벽한 급수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화사업

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 블록시스템구축 및 유수율제고 사업
- 블록시스템 구축 계획 및 설계
- 유수율제고 기술 자문
- 유량감시의 현대화 유도
- 누수방지사업 (병합계량, 구역계량, 누수탐사 등)

▶ GIS사업 및 관망도 전산화 사업
- GIS사업 및 배·급수 관망도 전산화
- 지하 시설물 탐사 및 측량

▶ 상수도 설계 및 기술진단
-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 상수도 관로 및 기타 설계
-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일반·전문기술진단)
-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일반·전문기술진단)

▶ 상수도 관망 최적유지관리 사업
- 관망도보완
- 유수율제고
- 블록시스템 구축 검증 및 재조정 등 유지관리
- 상수도 관망진단(일반진단) 
- 민원관련 업무 등

▶ 계측·탐사 장비 판매 및 A/S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인증및획득마크

▶ 2007 기술혁신기업 (INNO-BIZ) 획득
▶ 2003 ISO 9001 갱신
▶ 2003 공공측량업 등록
▶ 2002 벤처기업 인증
▶ 20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0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
▶ 1991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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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판매및A/S

1. 단순청음봉 (JC-1010, 국산)
▶ 빠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누수탐사 장비

2. 전자청음봉 (Aqua M50D, 독일)
▶청음되는 누수음을 증폭하여 들려줌으로 단순청음봉보다 효과적

3. 누수종합진단시스템 (ZoneScan 820, 스위스)
▶상수도 관로상의 제수변 등 노출된 다지점에 센서를 설치하여 노이즈의 특성을 무선으로 다운받아

누수지역을 자동 선별

4. 상관식누수탐지기 (Lokal 200, 국)
▶두개의 상관식 센서를 설치하여 주파수 분석의 디지털방식으로 두 센서간의 거리상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

5. 전자식누수탐지기 (Aqua M100D, 독일)
▶소음레벨이 LCD에 표시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청음식 누수탐지기

6. 관로탐지기 (RD4000, 국)
▶기존의 RD400시리즈 탐지기에 이은 RD4000시리즈 탐지기는 21세기에 맞게 좀 더 세련되고

견고화된 케이스, 사용이 편리한 판넬, 튼튼한 엑세서리 등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

7. 제수변BOX탐지기 (M880B, 미국)
▶와이어메쉬 배제기능 등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제수변 BOX 탐지기

8. 휴대용초음파유량계 (UFP20, 일본)
▶Clamp-on타입으로 설치가 간단하며, 정도가 높은 휴대용 초음파유량계

9. 간이수압계 (HP-1, 국산)
▶국내 특허(특허 제0251282, 2000년)받은 간이식 수압계로 수도꼭지 등에서 간단하게 수압측정이 가능

10. 비교유량측정장치 (HFC-2000P, 국산)
▶수도미터 비교유량측정장치로 기계식 유량계 data logging이 가능하며, 수압측정이 가능한

복합식 계측장비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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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 연 철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 3차 1310호
TEL.(031) 720-5252
FAX.(031) 720-5251

http://www.호서.kr

BOOTH No. A2-14
회사소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당사는 상하수도 전문기업으로 단수없이 상수관로를 조사할 수 있는 상수관로조

사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하 으며, 새로운 비굴착 보수 공법개발과 더불어 기존의

하수관로 조사시스템과는 다른 관로평면도면화장비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문건설기업이면서도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품질향상과 최고의 제품으로서 고객에게 보답하고 다

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여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

가 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관로평면스캔 시스템
▶ 부단수 상수관로 조사장비 및 시스템
▶ 비굴착 보수 공법
▶ 관로변형률측정장비

인증및획득마크

▶ 환경신기술 제 247 호
▶ 특허등록 9종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벤처기업인증

(주)호 서
HOSEO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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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PCT공법
▶ 하수관로변형률 측정기술
▶ 상촬 으로 관로의 변형률 동시 확인
▶ 곡관 및 단차진관의 측정가능
▶ ±1%의 정확한 측정값
▶ 데이터 및 보고서 즉시확인가능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3. 상수관로조사시스템
▶ 단수없이 상수관로 촬 가능
▶ 상수관로의 유지관리 가능

2. 관로평면스캔시스템
▶ 관로내면을 190도 초광각렌즈를 이용해 주행즉시 평면전개 및 보고서화하는 기술
▶ 최소 다섯배 이상의 촬 속도
▶ 육안조사가 아닌 스캔검사
▶ 절반이하로 줄어든 보고서 / 동 상 파일용량
▶ 기존 국가지리정보관망전사화 사업(NGIS)에 최적화된 신조사기술
▶ 기존 CCTV의 정면 상 취득도 동시에 이뤄져 거부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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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 관

본사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57
TEL.(042) 864-2462 
FAX.(042) 864-2463

http://www.humas.co.kr      
e-mail : humas3@paran.com

BOOTH No. A2-3
회사소개

(주)휴마스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신소재 및 환경기술

관련 연구기관 출신 연구원들과 KAIST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적인 기술집

약형 기업입니다. 

(주)휴마스는 창립 초기부터 수질분석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수질분석기술 분야

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수질분석에 이용되는 70여개 항목의 수질분석키트와 수질분석기, 휴대용탁

도계, 총대장균키트, 현장용 탁도센서 및 TN/TP,대장균 On-Line Meter를 개발하

여 고객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마스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에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

습니다.

▶ 설립년도 : 2000년 5월 12일 ▶ 자본금 : 7억 3,500
▶ 연간매출액 : 40억 ▶ 종업원수 : 18명

취급제품소개

▶ 분광광도계 (모델명 : UV-3300)
▶ 휴대용수질분석기 (모델명 : HS-1000PLUS)
▶ 종합수질분석기 (모델명 : HS-2300PLUS)
▶ 종합수질분석기 (모델명 : HS-3300)
▶ 휴대용 탁도계 (모델명 :Turby-1000)
▶ 전용반응기(HS-R200) 
▶ 총대장균/대장균 정성 분석키트(Colitest)
▶ 휘발유(GT-1000), 경유 간이시험기(DT-1000)
▶ 수질분석키트(COD(Cr), COD(Mn), TN, TP, NH3-N, NO2-N, NO3-N, PO4-P, 중금속 등.)
▶ 현장용 침지형 온라인 탁도센서
▶ 염소 연속자동 측정기(CL-4000)             
▶ TN/TP, 대장균 Online meter
▶ 인산염인 연속자동 측정기(PHOSPO 4000)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신기술인증서(NT) : 제 2001-027 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국산신기술인증서(KT) : 제 1271 호 - 과학기술부
▶ 조달청우수제품인정 : 제 2001120 호 - 조달청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 제 2003-38 호 - 대전.충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
▶ INNO-BIZ기업확인(A등급) : 제 3051-0032 호 - 중소기업청
▶ 우량기술기업선정 : 제 2654 호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업부설연구소인정 : 제 20012805 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QS-9000:1998 인증획득 : K-QA-QS04249 - KQA
▶ CE인증 : KZ-03-L-02290 - RWTUV

HUMA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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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수질분석키트/ 먹는물분석키트
▶ 수질오염물질을 미리제조된 분석키트를 이용하여 분석
▶ COD(Cr), COD(Mn), 총질소, 총인, 중금속류 등 분석
▶ Cl2(Free), Fe(T), Cu, NH(N), F, Cl, Zn, Mn, Al, NO3(N)

2. 수질분석기
▶ 휴대용 수질분석기 (HS-1000 Series)

- COD/질소/인 등 23항목측정, 자동충전기능 내장
- 먹는물 분석 10항목측정( HS-1000DW)

▶ Lab 용 수질분석기 (모델명 : HS-2300Plus)                             
- 램프 (LED type) 수명이 반 구적 램프교체 불필요.   

▶ 종합수질분석기 (모델명 : HS-3300)
- 분석키트 이용 및 UV/Visible Spectrophotometer 겸용. 
- PC Connection : (PC와 연결후 PC프로그램 사용시 가능)          
- COD/질소/인 등, 중금속, 해수분석 가능 70항목 분석.

3.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모델명 : UV-3300) 
▶ 파워풀한 PC프로그램 기본채용(Windows 사용자라면 쉽게 사용)

4. 휴대용탁도계 (모델명 : Turby-1000 )    
▶ 측정범위 : 0~9.99 , 10~99.9 , 100~1000NTU 

5. 총대장균/대장균정성분석키트 ( 모델명 : ColiTest )
▶ 24시간 이내에 총대장균/대장균을 동시에 분석가능.
▶ 분석방법 : 효소발색법.                                          
▶ 검출한계 : 1CFU in a 100mL Sample

6. 침지형탁도센서Turby 2100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 용도 : 수돗물, 정수, 간이상수도, 처리수 등의 탁도측정
▶ 원리 : 90。산란광 측정(직광보정), Wiper자동세정
▶ 출력 : RS-232, 4~20mA, 0~5V
▶ 특성 : 측정 범위 0~5 NTU

7. 염소연속자동측정기CL-4000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 DPD시약식 으로 실시간 연속측정
▶ pH의 향없이 분석 가능 Cl2(Free), Cl2(T)

8. 인산 (PO4) 연속자동측정기PHOSPO-4000 
▶ 최소 5분 1계측 측정
▶ 하수처리장 약품 투입 연동 계측 가능

9. TN/TP-Online meter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 TN, TP, TN/TP 3가지 모델
▶ 시료의 자동 취수 및 자동분석
▶ 데이터의 자동전송 및 저장, 프린터

계
량
·
계
측
기
기
류

<수질분석키트 / 먹는물키트>

<수질분석기 & UV-Vis 분광광도계 >

<탁도센서프로브>                < 모니터>

< 총대장균 / 대장균정성분석키트 >

< 염소, 인산연속측정기 > 

<TN/TP-Online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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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및 펌프류

http://www.wak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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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크코리아

대풍건설

동아밸브

동양밸브

바램

삼진정

서광공업

신진정공

안국밸브

안국인더스트리

알피엠텍
※ 편의상 (주)는 생략

에이치케이밸브

동금속

왓슨 말로우 펌프 그룹 코리아

우성밸브

울트라밸브

일성종합기계

지텍이엔지

진원개발

청원산업

하지공업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대표 배 철 균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 
광림빌딩 403호
TEL.(031) 711-3107
FAX.(031) 711-3057

http://www.newtork.co.kr  
e-mail : newtork@newtork.co.kr

BOOTH No. B2-4
회사소개

액츄에이터 전문 Newtork Korea(주)입니다!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는 20년 동안 원자력, 화학플랜트, 상.하수도, 발전소, 댐,

정유사, 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Electric, Pneumatic Actuator 및 Valve를 공

급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직 한길을 걸어온 엔지니어들이 모여 설립

하 습니다.

밸브 자동화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노력과 실력을 쌓아 왔기에, 다방면에

걸친 교육과 자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뉴토크코리아 주식회사는 밸브 전동화 부문에서 최상의 솔루션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며, 오랜 경력의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

분께 플랜트의 안전성과 차별화된 기술지원 및 완벽한 사후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액츄에이터
▶ 기어박스
▶ 전동화 컨설팅
▶ 액츄에이터 유지보수 서비스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국제 품질 관리 인증
▶ ISO 14001 국제 환경 관리 인증
▶ CQC 국제 보건, 안전관리 인증
▶ ATEX 방폭 인증
▶ TUV CE 인증
▶ Greatork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 액츄에이터 의장 등록
▶ ABSG 제품 안정성 컨설팅 검수

뉴토크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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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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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류

비간섭디자인

Greatork의 전동밸브는 non-intrusive design으로 되어있다.
모든 부품은 방수용 금속재로 이중 씰링 되어있다. (IP68, 15미터 90시간), 방폭인 IIC T4
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전동밸브 셋팅은 기계식 리미트 스위치를 대체한 가장 효율적인
적외선 리모컨으로 할 수 있다.

1. LCD 표시와현장제어
▶ GREATORK 액츄에이터는 고화질의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 다. 
▶ 백-라이트의 큰 표시창은 밸브 위치, 토크값과 기능 상태 등을 어두운 지역에서도 선명

하게 볼 수 있다.
▶ 뚜렷한 초록, 노랑과 빨강의 LED는 고객들이 쉽게 밸브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적외선셋팅과조절
▶ 진보된 적외선 셋팅툴로 액츄에이터의 커버를 열지 않고 셋팅을 할 수 있다. 
▶ 적절한 토크값, 리미트 셋팅, 제어와 출력 기능을 특히 방폭 위험 지역에서 안전하게 변경 할

수있다.

3. 에러감지및알람기능
▶ 에러 감지 프로그램이 항시감시를 하고 있다. 
▶ 에러가 감지되면 관련된 알람이 LCD창에 표시가 된다. 
▶ 이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 주알람의 형태는 밸브 알람, 배터리 알람, 제어 알람과 액츄에이터 알람이 있다.

4. 배터리
▶ 내장된 백업 배터리는 외부 전원 공급 없이 5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로 전원

차단시 밸브 위치를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람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5. 필드버스
▶ GREATORK 액츄에이터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필드버스 및 프로토콜과도 호

환성을 가진다. 
▶ 가능한 필드버스는 Modbus 와 Profibus가 있다. 
▶ 고객만족을 위하여 인터페이스 카드는 공장에서 셋팅을 한 후에 메인보드 후면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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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제 현

본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89-207 
대풍빌딩 2층
TEL.(02) 456-7456
FAX.(02) 455-8726

http://www.daepoong.com
e-mail : daepoong-co@hanmail.net

BOOTH No. B4-2
회사소개

부단수(겘斷水)공법 전문기업!
끊임없는 R&D로 무한기술혁신 추구!
대풍건설은 부단수 천공공사 관련 자재 제조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기업으

로, 회사 창립 이래 부단수 천공공법에 대한 일관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동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INNO-BIZ)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회사들의 선진기술을 파악하여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술인 EM 부단수

공법(기설관 절삭공법, 부단수 S-GATE밸브 삽입공법)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 S-

GATE VALVE를 소프트하고 경량화 된 제품으로 리모델링에 성공하여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을 하기에 이르 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공실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S-

GATE VALVE에 대한 기술성을 인정받아 어려운 심의과정을 거쳐 성능인증을 획

득하여 우선구매지원 및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을 받았습니다.  

대풍건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R&D를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과 첨예한 경쟁 속에서 독보적인 품질과 친환경적인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S-GATE 밸브 ▶ S-CLEAN
▶ 누수방지대 ▶ 부단수 할정자관
▶ 동구경 할정자관 ▶ 밸브 일체형 할정자관
▶ 부단수 밸브 교체기 ▶ 부단수 분기 공사 일체

인증및획득마크

▶ 2011 : ISO 9001:2008(품질경 시스템), ISO 14001:2004(환경경 시스템) 획득
▶ 2010 : 디자인 등록 (부단수 할정자 분기관)
▶ 2009 : ‘S-GATE 밸브’우수제품인증 (조달청)
▶ 2008 : ‘S-GATE 밸브’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 (동구경 할정자관)
특허출원 (부단수 분기밸브 교체기) 

▶ 2007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특허등록 (일체형 부단수 할정자관)

▶ 2006 : ‘S-GATE 밸브’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과제 성공판정
(중소기업청)

▶ 2005 : 특허등록 (기설관 절단공법, 기설관 절삭공법, 배관구조, 
부단수 밸브 삽입공법 및 부단류 밸브삽입공법)

▶ 2002 : 특허등록 (부단수 천공용 제수변) 
▶ 2000 : 실용신안등록 (부단수 천공용 제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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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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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부단수

■부단수 분기공사

■

U자형천공

설치가완료된사진제품사진

1. S-GATE VP (비금속관용규격 : Ø80㎜~ Ø300㎜)
▶ 비금속관용 전용으로 콤팩트한 모양
▶ 작업용 보조밸브가 내장됨으로써 주변기기와 작업공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함
▶ EM천공기는 220V전원을 사용하는 타입으로 시공현장에서의 기동력이 뛰어남

설치가완료된사진

▶ 설치공법설명 : 유체가 운용되고 있는 각종 관로 상에서 유로를 차단하지 않고(부단수) 관과 일체형
으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임.

▶ 공법의 필요성 : 단수를 수반하지 않고 중간밸브 설치, 관로이설 및 증설, 유지보수(관로개보수, 세척
갱생, 블록고립화, 노후관 및 불용관 정비, 노후밸브 교체 및 대체),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  적수로
인한 수질악화방지, 단수구간 축소, 누수사고 시 신속한 복구 등 단수로 인한 민원발생소지를 없애거
나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품사진

천공기설치사진제품사진

2. S-GATE (주철 / 강관용규격 : Ø80㎜~ Ø500㎜)
▶ 보조밸브가 내장되어 빠르게 시공가능
▶ 천공기계가 작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용이 함
▶ 복잡한 공정과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

S-CLEAN 설치 퇴수변설치 이물질흐름가상화면 배출된잔류이물질

할정자관 동구경할정자관 누수방지대 부단수분기공사

3. S-CLEAN (규격 : Ø80㎜~ Ø500㎜)
▶ 본관의 최하단부를 U자 형태로 천공함으로써 관내의 잔류 이물질이나 기타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 가능

2. 할정자관(규격 : 80×80 ~ 1,000×600) / 누수방지대 (규격 : Ø80㎜~Ø500㎜) 및부단수분기공사

1. 일체형부단수할정자관
▶ 슬라이드형 지수판 내장으로 별도의 분기용 게이트 밸브 불필요
▶ 밸브 일체형 구조로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도 작업이 용이함
▶ 작업공간의 축소로 공사비용 절감과 공사시간 단축 및 토공물량의 대폭감소



대표 김 시 화

본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9-5번지
82B 6L
TEL.(032) 812-4230~3
FAX.(032) 812-4343

http://www.dongavalve.com 
e-mail : davco@chol.com

BOOTH No. B2-8
회사소개

인간중심의 친환경 제품개발에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
(주)동아밸브는 1984년 회사 설립 이래 창의개발, 품질향상, 인화단결이라는 가치

아래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매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하수도 밸브 전문 메이커로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설비와 품질을

검증할 테스트설비를 갖추고 고객이 검증을 요구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에 따른 철저한 A/S 를 실현하여 ISO9001를 인증

받아 고객의 NEEDS를 반 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친환경제품에 대

한 사회적 인식과 당사에 고집으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도

료인 폴리우레아수지 코팅을 업계 최초로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선진주자가 되기 위해서 최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

승과 선직국 기술 보호등 국내-외의 다변화된 환경을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고효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실한 자세로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며 시장에 리더

기 되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것입니다.

끝으로 당사의 모든 임직원 일동은 제품개선 및 가격 혁신을 위하여 자매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항상 고객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

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여 21세기의 주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디스크 고정장치 버터플라이 밸브(고무, 메탈, 더블시트) 
▶ 실링 동심조정 버터플라이밸브(고무, 메탈, 더블시트)
▶ 메탈 양면실링 제수 밸브
▶ 완폐, 직폐식 역지 밸브
▶ 원형, 각형 수문(HDPE, GC200) 
▶ 신축관 이음
▶ 플랩 밸브(SS400, HDPE) 

인증및획득마크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KS B 2333) 
▶ 수도용 제수밸브(KS B 2332) 
▶ KS A 9001/ISO 9001(KSA)
▶ 디스크 고정장치 스텐버터플라이 밸브: 성능인증(중소기업청), 우수제품(조달청)
▶ 메탈 양면실링 제수 밸브: 성능인증(중소기업청), 우수제품(조달청) 
▶ 실링동심조정 버터플라이밸브 : K마크인증(한국산업시술시험원)
▶ 벤처기업(기술보증기금)
▶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한국수자원공사)
▶ 특허 밸브 코팅 방법 외 6건 등록

(주)동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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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밸
브
및
펌
프
류

<디스크고정장치> <디스크고정장치상세도>

<폴리우레아코팅>    <제수밸브상세도>   

2. 메탈양면실링제수밸브
▶ 시트면에 주입된 반원의 홈에 의해 관 내부에 흐르는 유체의 압력을 분산시켜 작동이 부드러움
▶ 밸브 개방시 유체의 흐름으로 발생되는 와류 현상을 방지하여 작동에 안정성을 보장함
▶ 밸브업계 최초로 밸브 내외면에 연신율 및 접착력이 우수한 친환경 도료인 폴리우레아 수지 코팅을함. 
▶ 디스크 재질을 수질에 향이 없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함.
▶ 테프론 실링 방식 적용으로 스핀들 실링 부위 완전 폐됨.

1. 디스크고정장치버터플라이밸브
▶ 디스크 고정장치 부착으로 단수 없이 수리 가능
▶ 관로에 설치된 밸브의 감속기 고장 및 디스크 고정 연결핀의 파손으로 작동이 불가능시 감속기 반대 측의 디스크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임의 각도로 고정 후 보수 및 수리 가능
▶ 보조 감속기를 취부하여 디스크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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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 병 전

본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 688-13 
남동공단 118 블록 7롯트
TEL.(032) 812 - 3344~7
FAX.(032) 812 - 3348

http://www.dyvalve.co.kr    
e-mail : dyvalve@chol.com

BOOTH No. B4-3
회사소개

(주)동양밸브는 1979년 설립 이래 상하수도용 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

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사 초기 수도용 제수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 으며, 점차적으로 버터플라이

밸브, 체크밸브(역지밸브), 수문, 소프트 실 제수밸브, 비금속(HDPE) 플랩밸브 등

의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 품목의 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주)동양밸브는 전 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정 가공에서부터 도

장까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으며, 매 공정마다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제품

안전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와 시장 분석을 통해 새로

운 개념의 밸브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항균 소

프트실 제수밸브,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등 각종 특허 및 신제품으로

시장에 선을 보 으며, 수자원 보호와 절약,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필

요한 밸브를 공급하고자 (주)동양밸브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연구

고객을 위한 개발

고객을 위한 생산

이라는 경 방침을 수립하여, 항상 고객 여러분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업

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 더블디스크 버터플라이밸브
▶ 싱 디스크 버터플라이밸브 ▶ 4중지수(항균) 소프트실 제수밸브
▶ 덕타일주철 제수밸브 ▶ 스테인레스 제수밸브
▶ 논슬램 체크밸브 ▶ 완폐식 체크밸브
▶ 긴급차단 밸브(혼합역지밸브) ▶ 급속공기밸브
▶ (비금속) 역수방지(플랩) 밸브 ▶ 비금속 수문
▶ 주철제 수문 ▶ 신축관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우수제품인증 ▶ ISO9001 품질경 시스템 인증
▶ ISO14001 환경경 시스템 인증 ▶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 특허 및 실용신안 18건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기업청)
▶ 한구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업체(SEMS) 등록
▶ 한국수자원공사 수리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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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밸
브
및
펌
프
류

<삼중편심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구조도> <삼중편심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2. 4중지수항균소프트실제수밸브
▶ 본 제품은 디스크가 양면 4중시트로 획기적인 디스크 림방지와 지수능력 향

상시킨 밸브입니다.
▶ 항균 분체도장 및 항균 고무를 적용하여 부식방지 및 항균효과가 탁월한 친환

경적인 밸브입니다. 
▶ 기타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없이 밸브의 원료 제조과정에 항균력을 포함시켜

항균력이 반 구적입니다. 

4. HDPE 플랩밸브, HDPE 수문
▶ 본 제품은 비금속 재질인 고 도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사용

하여도 부식의 염려가 없으며, 자유로운 규격(예:240 X 480) 제품의 생산이 가
능하며, 중량이 금속제품에 비해 월등히 가벼워 설치 및 이동이 수월합니다.  

1. 삼중편심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 본 제품은 삼중편심 구조로 회전시 시트 마찰이 없어서 조작토크가 낮고, 시트 수명이 반 구적인 경제적인 밸브입니다. 
▶ 원뿔(corn) 형상의 시트가공으로 실링효과가 우수하며, 디스크 오버런(over-run)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 항균 분체도장을 실시하여 부식방지 및 항균효과가 탁월한 친환경적인 밸브입니다.

< 4중지수항균소프트실제수밸브>

<충격방지급속공기밸브><에어해소가이드>

3. 충격방지급속공기밸브
▶ 본 제품은 배관내의 물과 섞여있는 공기를 빠른 시간 내에 흡입 또는 배기를 하여 관로를 보호하는 용도의 밸브로써, 펌프 초기

가동시 관로상의 공기에 의해 워터 햄머와 유사한 에어 햄머 현상이 나타나 플로트와 플로트 가이드 파손의 원인이 되어 밸브
고장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기존 밸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순간적인 공기 충격을 완화시켜 플로트를 비롯하여 밸브와 배관
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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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상 현

본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83-1
(녹산국가산업단지 內)
TEL.(051) 831-5557
FAX.(051) 831-5559 

(051) 831-5593

http://www.balem.com     
e-mail : balem@balem.com

BOOTH No. B6-2
회사소개

국내 최대구경1,000A감압밸브 출시!
주식회사 바램은 수위조절 및 자동제어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로서 1984년 설립
이래 30여년 역사를 이어온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서 상하수도 관련 밸브 개
발 및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주)바램은 "물은 생명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와 함께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동참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한 결과 스스
로, 알아서 관로내 유량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원격제어 밸브(로보시스 로보콘)를
개발하여, 상수도 관로관리를 위한 블록화 사업 단지 및 접근이나 관리가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및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연구소에서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로 국내 최대구경인 1,000A 감
압, 릴리프, 정수위 밸브도 개발을 완료하여 대구경 관로의 효율적인 압력 및 유량
조절 등이 필요한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등제품을 지향하는 (주)바램에서 생산하는 모든 밸브는 우리나라 상수도 관련
자동제어 밸브의 기술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확
신합니다.
또한, (주)바램은 품질만족을 위하여 최대구경 1,000A까지 자체시험을 행할 수 있
는 국내유일의 최고시설을 갖춘 제품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하는 모든
밸브는 당사의 제품 시험실에서 성능을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오니 변함
없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기술 확보, 고객감동, 환경제품 개
발에 앞장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 관련 자동제어 밸브 전문 제조회사로
서 행복과 감동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국내 최대구경 1,000A / 감압, 릴리프, 정수위 밸브( Globe 형, Angle 형, Y 형 )
▶ 원격제어 밸브
▶ 감압 밸브 / 이중제어 감압 밸브
▶ 릴리프 밸브 / 수충격 예지 및 릴리프 밸브
▶ 솔레노이드 제어 밸브 / 긴급차단 밸브 / 체크 밸브
▶ 펌프제어 밸브 ( 부스터 펌프제어 밸브 / 심정 펌프제어 밸브 )
▶ 수위조절 밸브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청 우수제품 ▶ 성능인증제품
▶ 수출 유망 중소기업 ▶ 클린 사업장
▶ ISO9001:2008 인증 ▶ CE 인증
▶ 벤처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INNOBIZ 인증(기술혁신형, 경 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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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제어밸브 (MODEL 130-010) - 로보시스로보콘
▶ 입출력단자 16개(아날로그 신호입력단자 8개, 디지털 신호입력단자 3개, 제어출력단자 4개,

USB 단자 1개), 통신단자 4개(RJ11, RJ45, RS232, RS485)를 이용하여 현장 적응력 을 극대화
하 으며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완전공개하여 어떠한 종류의 감시 제어 데
이터 수집 시스템 (SACDA System) 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 컨트롤러와 센서만 사용하여 데이터 로그 및 송신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제어 프로그램과 프로파일이 컨트롤러에 탑재되므로 비상시 완벽한 독립운전이 가능

하며, 원격운 센터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 바램 SCADA System은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내장되어 있는 프로파일에 따라

자동운전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로보시스 로보콘 사용자에게는 당사에서 개발한 SCADA System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밸
브
및
펌
프
류

2. 시간설정이중제어감압밸브 (MODEL 132-060)
▶ 시간에 따라 공급압력을 자동선택하여 공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사용유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고압으로, 사용유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저압으로 공급하여 야

간시간대의 누수율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관리가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고
압으로 인한 배관 파손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는 밧데리 내장형이므로 전원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사용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외부 리모컨에 의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3. 수충격예지및릴리프밸브 ( MODEL 133-040 )
▶ 급격한 유속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충격으로부터 배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의

Bypass 라인에 설치되는 제어 밸브입니다.
▶ 펌프의 급작스런 정지 및 밸브의 개폐 등에 의해 발생되는 하강압을 감지하여 밸브가 개방되

어 관로내의 부압을 방지하고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며 설정압력이상의 압력은
배출시킵니다.

▶ 민감한 압력제어가 가능한 다이어프램형 구조입니다.

4. 감압밸브 ( MODEL 132-010 )
▶ 압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하고 정 한 압력제어가 가능한 차압작동식 다이어프램

형 밸브입니다.
▶ 국내 최대구경인 1,000A까지 제작됩니다.
▶ 현장 조건에 따라 Globe / Angle / Y-Type 으로 밸브 선정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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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 태 희

본사/공장 (주)삼진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55번지
TEL.(042) 672-3600
FAX.(042) 626-3142

삼진 JMC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31번지
TEL.(042) 637-1100 
FAX.(042) 639-2200

삼진코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39번지
TEL.(042) 623-8300 
FAX.(042) 625-7755

SP&C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49번지
TEL.(041) 552-5900
FAX.(041) 552-5910

http://www.samjinvalve.com
http://www.jmcvalve.kr
e-mail : samjin@samjinvalve.com

sales@jmcvlave.kr

BOOTH No. B10-2
회사소개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용 밸브제조업체인 (주)삼진정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밸
브제조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하수도 밸브제조 전문회사로 명성을
쌓아오던 이 회사는 07년3월 오일/가스용밸브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를 인수하여 새로
운 법인인 삼진 JMC를 설립, 산업용밸브시장에 뛰어들었다. 법인설립 후 국내밸브업
체에선 볼수없었던 다양한 가공설비와 테스트설비를 구입하여 국제규격에 부합된 완
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삼진정 구공장으로 공장을 이전, 정유 및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용 밸브 생산에 본격 돌입하 습니다. 정태희 대표는“이러한 자회사 설립과 미
국 현지법인 구축 및 중동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북미시장 및 중동시장 개
척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동남아 및 중동지역 10여개국에 수
출을 하고있으며, 새로인수한 정유 및 가스,석유화학 플랜트용 밸브로만 신규시장인
북미시장에 4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3년전 두바이에 900만달러의
MOU를 체결,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등 해외시장에서도 짧은 시간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삼진의 우수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을 인정받아 다수
의 국제적회사가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하고 실제로 업체등록을 하여 세계적인 업체
제품과 경쟁하여 납품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전 직원의 15%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인 이회사는 지금까지 약200여 건에 달하는 특허
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이 NEP, 조달청우수제품들로 구성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한 완제품 전수검사로 품질관리는 물론 365
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지역별 A/S 팀을 별도운 , 신속하고 철저한 고객
불만처리를 하고 있다
직원의 15%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인 이회사는 지금까지 약200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이 NEP, 조달청우수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한 완제품 전수검사로 품질관리는 물론 365
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지역별 A/S 팀을 별도운 , 신속하고 철저한 고객
불만처리를 하고 있있습니다.  “큰 기업보다는 바르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가장 좋
은 기업’을 만들 것”이라는 정 대표는“(주)삼진JMC, 삼진코리아, SP&C 설립을 발판
으로 국내최초의 다국적 밸브기업으로‘제2의 밸브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류 (스카치요크형, 웜구동형, 부식방지 3중편심형, 
2중편심형, 서브디스크형, 스테인리스형 외)

▶ 부식방지 양면 소프트실 제수밸브 (표준형, 공기변부착, 바깥나사식, 캡상승식 외)
▶ 콘디스크형 컨트롤밸브 ▶ 편심형 금속시트 볼밸브
▶ 수도용 공기밸브 (쌍구, 단구, 급속, 다기능 에어릴리즈밸브)
▶ 정류격자 스트레이너
▶ 체크밸브류(소프트실 체크밸브, 틸팅체크밸브, 스윙체크밸브외)
▶ 볼밸브(석유화학/오일가스/산업용밸브) ▶ 수도계량기 호보통 및 기타배관자재
▶ 수문 ▶ 수충압완화밸브
▶ 가압형 버터플라이밸브 ▶ 막여과 버터플라이밸브
▶ 틸팅체크밸브 ▶ 볼체크밸브

인증및획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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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여과장비용버터플라이밸브
▶ 동심형의 고무시트를 갖는 버터플라이 밸브로서 ,매우 빈번한 개폐동작을 해야 하는 막여과 방식 수처

리 설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트의 재질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밸브입니다.
▶ 제원

- 사용압력 및 등급 : 10K(#150) - 작동방식 : 수동식/공압식/전동식
- 시트구조 : 동심형 - Standard : API 509
- 면간거리 : API 509 - 관체결방식 : Wafer/Lug/Flange(Single)
- Size : 50/80/100/150/200/250/300
- 주요재질 1) Body : GC/GCD/SCPH/ADC 2) Disc : SSC13A/SSC14A/SSC16A

3) Seat : EPDM/NBR 4) Shaft : STS 304/410/316/316L/420J2

5. 가압형버터플라이밸브
▶ 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 중 면간거리가 가장 짧아 제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가 가능하며 설치면적이 최소

화되는 큰 장점이 있어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밸브입니다. 그러나 90도 회전하는 구동방식은 개
폐 시 시트부의 마찰로 인하여 구동토크가 급상승할 뿐 아니라 시트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600이상의 고압에서는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런 구조상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으로 직선
운동과 회전운동이 적절히 조합되어 시트부의 마찰이 없이 작동되도록 고안한 밸브입니다.

▶ 특징
- 시트부의 무마찰, 무간섭 구동방식 - 내구성이 우수
- 폐쇄 시 회전력에 의한 실링이후 기계적인 힘에 의해 추가가압되어 지수성능이 우수
- 고압(#600이상)에서 사용하기 접합하도록 설계

1. 스카치요크구동방식버터플라이밸브
▶ 삼중편심구조로 작동시 마모가 없어 수명이 반 구적이고 쐐기형 구조로 디스크가 넘어가지 않으

며, (오버런이 없다) 밸브 구동장치가 스카치 요크방식으로 작은힘으로 큰토크를 발생하여 개폐시
작동이 부드럽고 웜기어 타입 같은 파손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분체도장으로 부식에 완벽한 구조
입니다.

▶ 고무시트형 : 일체형 고무시트로 완벽한 성능보장

▶ 적층메탈시트형 : 메탈시트와 고무시트의 장점만을 도입하여 제로 리퀴지를 실현하 으며, (다른 메
탈시트의 경우는 일정량의 누수가 허용됨) 단일축방식으로 축에의한 작동 불량문제를 완벽하게 해
소하 고 정교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3. 수충압완화밸브
▶ 특징

1. 밸브 개방시 관로에 의한 손실이 없습니다.
2. 다이아프램식 구성으로 대구경 규격도 제작이 용이합니다.
3. 압력설정이 용이하고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운전이 손쉽습니다.
4.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설치공간이 적어 설치후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5. 스프링식 수충압 밸브대비 50%정도 저가이므로 경제적입니다. 
6. 펌프운전과 연계하여 서지예상 밸브로 사용가능하므로 별도의 서지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생산규격 : 50A ~ 400A

<고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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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디스크형컨트롤밸브
▶ KAIST 기술지도에 의해 개발된 제품 상수도 분야는 물공급/분배 시스템과 관련된 삼진의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삼진 컨트롤 밸브는 압력손실을 줄이고 다른 컨트롤밸브에 비해 캐비테이션에 의한
손상이 적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풍부한 유량조절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콘 디스크형으로
설계되어 진동으로 인한 스프링 보호 및 수충격을 완화 하 습니다.

▶ 기능 : 감압밸브기능, 릴리프밸브 기능, 펌프 컨트롤밸브 기능, 솔레노이드 On-Off밸브 기능, 체크
밸브 기능, 수위조절 밸브 기능

<적층메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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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896-2
TEL.(031) 674-3196
FAX.(031) 674-3101

사업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4 
시흥빌딩 202
TEL.(031) 709-1430
FAX.(031) 709-0649

http://www.skvalve.co.kr
e-mail : skvalve@chol.com

BOOTH No. B4-4
회사소개

안녕하십니까?

서광공업은 지난 48년 동안 상.하수도 시설현장에 소요되는 각종 밸브를 생산·

공급하여 오직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시설 환경을 위해 일해 온 회

사입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시설분야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산 수입제품이 차지하던 시절, 자체 기술로 수도용 버터

플라이밸브와 수도용 볼밸브를 국산화하여 국내 밸브제조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

으며 나아가 수도용 밸브와 강관의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신청을 통하여

수도시설 표준화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제품(NEP)인증

서, 우수제품지정서, 성능인증서, CE인증 등 기타인증과 수십종의 특허를 보유하

고 있으며 성실한 A/S로 항상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버터플라이밸브’와‘메탈시트 버터플라

이밸브’, 그리고‘수도용 볼밸브’가 그 품질과 성능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요기관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

전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 강관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싱 디스크 버터플라이 밸브 (고무시트)
- 더블디스크 버터플라이 밸브 (고무시트)
- 메탈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볼 밸브
- 고무시트 볼 밸브
- 메탈시트 볼 밸브
- 역류방지용 메탈시트 볼 밸브(체크밸브 기능)

▶ 초저온 밸브 ▶ 역지변 ▶ 기타

인증및획득마크

▶ K.S표시허가 취득(KS B2333 / KS D3583 / KS D3565)
▶ A.P.I (미국석유협회) 모노그램(Spec. 6D)획득.
▶ NT관련 개발기술평가 우수기술 인정 획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발급 ▶ 신제품(Nep) 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획득 ▶ 특허증
▶ 우수제품지정증서 ▶ CE0045 인증
▶ CE MARK (유럽 압력용기 안전 시험성 규격) 인증

서광공업 (주)



109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제품및공법소개

1. 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Matal Seated Butterfly Valve)
▶ 유동형 시트구조 / 구조의 단순화 및 피스톤 효과 / 정·역 방향 차수를 극대화 시킴.
▶ 생산규격 : 200㎜ ~ 3000㎜ ▶ 작동방식 : 수동, 전동, 유압, 공압
▶ 사용압력 : 4.5kgf/㎠ ~ 20 kgf/㎠ ▶ 종 류 : 수평형, 수직형
▶ 몸통과 디스크 시트가 모두가 메탈시트로 몸통시트가 내부 압력에 의해 디스크 시트와 잘 착,

접촉되는 실링기구(시트장치)로 구조로 개발되어 정.역방향의 실링 효과를 증대.
▶ 기존의 메탈시트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의 최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이며 기존의 메탈시트 버터플라이 밸브보다 누설차단효과 증대.

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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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폐식체크밸브 (Check Valve)
▶ 역류방지 / 관내 수충격을 저감 / 수리적 폐쇄
▶ 생산규격 : 200㎜ ~ 1000㎜ ▶ 작동방식 : 완충장치(대쉬포트)
▶ 사용압력 : 4.5kgf/㎠ ~ 20kgf/㎠ ▶ 종 류 : 수평형
▶ 펌프 토출측에 설치하여 수충격 및 역류 발생시 펌프를 보호.
▶ 웨이트 장착으로 수리적인 폐쇄.
▶ 완폐식 대시포트는 2단계운동(Two stage motion)으로 작동됨.

- 1단계(약 85~90%)는 급폐, 2단계(나머지10~15%)는 완폐작용을 하여 수충격을 완화하며, 진동 및 소음 감소함.
▶ 투대시포트인 경우 대시포트가 양쪽에 설치되어 디스크 닫힘시 축의 비틀림 하중이 양쪽 밸브축에 균등하게 작용하여

축의 이상 파단을 방지함.

4. 완폐식체크밸브 (Tilted Disc Check Valve)
▶ 역류방지 / 관내 수충격을 저감 / 수리적 폐쇄 / 빠른 폐쇄시간
▶ 생산규격 : 200mm ~ 1000mm ▶ 작동방식 : 완충장치(대쉬포트)
▶ 사용압력 : 4.5kgf/cm2 ~ 20 kgf/cm2 ▶ 종 류 : 수평형
▶ 펌프 토출측에 설치하여 수충격 및 역류 발생시 펌프를 보호함.
▶ 완폐식 대시포트는 상부(고압용) 또는 하부(저압용)에 부착될 수 있으며, 2단계 운동(Two stage motion)으로 작동됨.
▶ 상부에 부착된 대시포트는 디스크와 직접 연결되어 1단계(약 85~90%)는 대시포트에 의해 통제되며, 2단계(나머지10~15%)또한 대시

포트에 의해 통제되어 완폐 작용을함. 상부에 대시포트를 부착할시 1단계 폐쇄속도를 조절하여 시스템 압력의 급증을 감소.
▶ 하부에 부착된 대시포트는 자유로이 디스크가 1단계(약 85~90%)는 급폐하고, 2단계(나머지10~15%)는 완폐작용으로 2단계

폐쇄가 이루어져 수충격을 완화하여 진동 및 소음 감소함.
▶ 대시포트는 밸브 몸통과 연결된 중간에 Air Gap이 형성되어 오일 누유시 관로에 혼입되어 매체를 오염시키지 않음.
▶ 기존 스윙식 체크밸브보다 짧은 행정거리를 가지고 있어 수충격을 좀 더 완화함.
▶ 몸통과 디스크의 시트 재질이 메탈 대 메탈 시트의 조합.
▶ 시트교체나 시트유지보수를 거의 필요로 하지않고 유속이 빠르고 개,폐가 빈번한 곳에 설치되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함.
▶ 고무시트 역지변의 경화, 마모등으로 인한 시트 수명 단축 단점이 해소됨.

2. 실링조정형볼밸브 (Adjustable Sealing Ball Valve)
▶ 시트 접촉량을 외부에서도 조정 가능. ▶ 관내 수충격을 저감. 
▶ 유압식 볼 밸브는 펌프장내 체크밸브와 조절밸브로 사용 ▶ 부단수 밸브로 사용.
▶ 생산규격 : 200㎜ ~ 2400㎜ ▶ 작동방식 : 수동, 전동, 유압, 공압
▶ 사용압력 : 4.5kgf/㎠ ~ 20 kgf/㎠ ▶ 종 류 : 수평형, 수직형
▶ Full port 타입으로 Head loss가 적고 정숙한 유체이송.
▶ 볼의 형상은 플러그형(사다리꼴형)으로 개,폐조작시 조작력을 감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작시 발생하는 시트의 손상을 기기적으로 보완하여 수명이 대폭 연장.
▶ 유,공압식 볼 밸브는 펌프 토출측에 설치하여 수충격 및 역류 발생시 긴급폐쇄 (체크밸브기능)를 하여 펌프를 보호.
▶ 유,공압식 조작기는 링크 앤 레버 방식으로 2단계운동(Two stage motion)속도로 작동되며, 1단계(약 85~90%)는 급폐, 

2단계(나머지10~15%)는 완폐작용을 하여 수충격을 완화하며 진동 및 소음, 토출측의 부압 상승을 감소.
▶ 열림과 닫힘 속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어 펌프장에서 체크밸브용 밸브로 최적.
▶ 밸브 몸통은 3조각으로 볼트체결 조립되어 있으며, 추후 시트의 마모등으로 누수가 발생시 외부조정 실링장치가 있어

시트 접촉간격을 외부에서 간단하게 조정.
▶ Double blocking system을 적용하여 완벽한 지수를 보장.    ▶ 유체의 흐름 방향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양방향 차수능력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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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재 호

본사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6-6 
남동공단 58BL-7L 
TEL.(032) 822-2590 (대)
FAX.(032) 822-2590

서울 업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1-3
TEL.(02) 332-6311~3 
FAX.(02) 822-2590

http://www.shinjinvalve.co.kr
e-mail : sjsrs@chol.com

BOOTH No. B10-1
회사소개

아름다운 한국을 만듭시다!
신진정공(주)는 1967년 신진정공사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오직

상수도 밸브분야만을 전문으로 제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1994년 수도용 소프

트 실 제수밸브(SR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등록 및 우수품질인증(EM,

Nep)획득하고 정부의‘맑은 물공급’에 크게 기여 하 습니다.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ISO9001/14001 통합인증을 획득에 이어 1999년도 산업기

반기술개발사업으로 차세대 밸브인‘일체주조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SMSB)’를 연구·개발에 성공, KT/EM(Nep) 인증을 획득을 하 으며, 그리고 국

내 초대형 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호칭지름 4,000㎜)을 개발에 성공하여

EM(Nep)인증을 받아 대형 밸브의 제작 부문에서도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

(사우디아라비아 $600만)에 성공,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 다.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은 물론 품질 및 환경경 에서도 앞장서서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밸브 전문 제조회사로 거듭 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용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 센터캡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
▶ 다용도 소프트 실 제수밸브
▶ 캡 연장식 소프트 실 제수밸브
▶ T형관/양방향 소프트 실 제수밸브
▶ 수도용 보수밸브 일체형 급속공기밸브
▶ 옥외 소화전(지상·지하식)
▶ 닥타일 주철 신축가동관

인증및획득마크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KS 표시
▶ ISO 9001 품질시스템인증KSA)
▶ ISO 14001 환경경 시스템인증 (KSA)
▶ 우수품질인증 (Nep) 해수용 버터플라이밸브
▶ 성능인증 (중기청)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과토크 방지캡)
▶ 성능인증 (중기청)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인디케이터 부착)
▶ 우수제품인증 (조달청) 캡 연장식 소프트 실 제수밸브

신진정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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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개도표시일체형소프트실제수밸브 (SRS - Ⅲ)
▶ 부식 방지

- 국내 최초로 일체형(Mono-design) 소프트 실 제수밸브는 밸브 몸통과
덮개에 나사 체결이 없는 일체형 구조로 볼트 구멍이 없어 완벽한 에폭
시 수지 분체도장이 가능하여 내환경 특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

▶ 높은 신뢰성
- 일체형 밸브 몸통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밸브의 중량은 줄
인 최상의 기계적강도와 장기간의 수명을 보장한다.

- 또한 2개의 독립된 이중 고무 밸브시트 구조는 지수성능을 대폭 향상
시킴.

▶ 밸브의 개도(開度) 표시
- 밸브의 개도를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하여 수돗물의 유량관리에 기술
혁신을 제공함.

2. 센터캡금속시트버터플라이밸브 (SMSB - Ⅱ)
▶ 배관 설계 및 유지관리 용이, 원가절감

- 밸브 조작캡의 위치가 밸브 및 관로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밸브 설
치의 위치 선정에 제악이 없어 배관 설계가 용이하고, 또한 밸브 개도
표시의 식별이 용이하며 소형·경량이고 내환경 특성이 뛰어나 직접
매설함으로 별도의 밸브실이 필요 없어 매우 경제적 임.

▶ 유연한 밸브시트 구조
- 밸브 몸통과 금속밸브시트가 분리된 합리적인 구조설계로 밸브를 직
접 매설할 경우 외력에 의한 몸통 변형을 밸브 몸통과 금속밸브시트의
미세한 틈새에서 흡수하여 지수성 및 조작성에 향을 주지 않아 신뢰
성이 대폭 향상됨.

▶ 밸브의 과토크 방지 캡
- 밸브조작기의 축에 부착되어 설정된 조작력 이상의 과부하로 조작시
캡이 공회전하게 되어 밸브조작기나 밸브 본체 및 밸브시트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함.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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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안 병 무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TEL.(031) 366-5757
FAX.(031) 366-6711

http://www.ankuk.co.kr     
e-mail : ankuk@kornet.net

BOOTH No. B10-3
회사소개

주식회사 안국밸브는 국내외 최초로 SMC Ball Valve를 개발하 으며 특히 내약

품성이 우수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포스코, LG화학, 삼성토

탈 등 100여개 회사에서 테스트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수 업체와 공급계약

을 체결 하 습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10여개 국가(유럽연합)에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

제품(NeP) 인증,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신기술 기업으로 평가 받아 벤처기업

인증 및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 유지하고 있습니

다.

안국 SMC Ball Valve는 열경화성 수지로 고온에서도 연화하거나 변형이 되지 않

고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이 생기지 않으며 비중이 금속, 철의 약 1/5정도로

대단히 가볍고 중량에 비해 강도비가 우수합니다. 

앞으로 안국밸브는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 개발로 고객만족 실현과 그리고 세계

의 안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동밸브
▶ 자동밸브(공압식, 전동식)
▶ 제수밸브
▶ SLURRY 펌프

인증및획득마크

▶ NeP 신제품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ISO 9001 인증
▶ 우수산업디자인(GD) 선정
▶ 안국 POWER 밸브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및 등록
▶ PL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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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밸브> <공압식 자동밸브> <전동식 자동밸브>

<제수밸브> <SLURRY 펌프> <임펠러>

▶ 고온(150℃)에서 누설이 없음
▶ 오링 하나로 누수방지(일체형 : 오링+테프론)
▶ 내산, 내식, 내염기, 내열, 무독성
▶ 녹, 스케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가 가벼워서 설치 및 유지, 보수 시 사용이 편리함
▶ 열전도율이 금속의 1/180 정도로 낮고 단열성이 양호하고 보온, 보냉이 필요 없음
▶ 후 가공을 하지 않아 원재료 대비 제품가격이 저렴하여 금형으로 생산하여 치수 안정성이 우수함
▶ 전기 절연성이 우수함
▶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특히 고온에서의 작업 시 내수성이 좋음
▶ 열경화성 수지로 고온에서도 연화하거나 변형이 되지 않으며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이 발생하지 않음
▶ 비중이 금속, 철의 약 1/5정도로 대단히 가볍고 중량에 비해 강도비가 우수함



대표 안 병 무

본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TEL.(031) 366-5757
FAX.(031) 366-6711

http://www.ankuk.co.kr    
e-mail : ankuk@kornet.net

BOOTH No. B10-3
회사소개

친환경 특허기업!
안국인더스트리(주)는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통해 높이조절용 원형프리맨홀에서

부터 완벽한 수 을 자랑하는 JOYBAND, 냄새방지 홈트랩, 한번 조이면 풀리지

않는 이지너트, 각도조절이 가능한 법면용 날개벽 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보

유하고 있으며, 특히 원형프리맨홀과 수 밴드(JOYBAND)는 조달청우수제품으

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SMC를 소재로 개발한 안국 POWER 밸브는 도장하지 않아도

녹슬지 않는 다목적 만능밸브로 내산,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가격 또한 저렴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신제품(NEP)인증 및 국내외 특허 등록으로 인정받고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안국인더스트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개발로 환경을 생각하며, 고

객만족실현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안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취급제품소개

▶ 원형프리맨홀
▶ 착수 밴드 (JOYBAND)
▶ PE원형 오·우수받이
▶ 홈트랩
▶ 밸브
▶ 펌프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청우수제품등록
▶ NEP (신제품인증) 획득
▶ ISO 9001:2008 인증 획득
▶ 성능인증
▶ 벤처기업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안국 POWER 밸브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
▶ 우수산업디자인 (GD)상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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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프리맨홀
▶ 스틸+아연용융도금+논타르에폭시방수
▶ 내식성 : 내부는 산, 알칼리, 염분 등 각종 유기물에 대한 내식성이 강함
▶ 내충격성 : 탄성을 지니고 있어 내충격에 강함
▶ 유연성 : 연결관을 맨홀 지관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부등침하에 특히 강함.
▶ 중량이 가벼워서 적재 및 현장관리가 용이하다.
▶ 주문제작으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제작이 가능하여 관유입부 위치나 방향, 

관저고에 관계없이 생산, 시공이 가능하다.
▶ 현장에서 유입, 유출관 위치 변경 시에도 분기관 설치로 현장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다.
▶ 맨홀지관과 파이프 삽입 후 마감처리가 쉬워 공정이 단축된다.

2. 착수 밴드
▶ 스텐레스 스틸재질이며, 수 포는 연질의 PVC로 사출되어 오수에

대해 수명이 오래간다.
▶ 너트가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볼트의 조임 시 조임 각도가 각

도에 따라 별도로 움직여 나사산의 마모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
서 여러 회 반복하여도 조임이 용이하다.

▶ 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PVC관, PE이중벽관, 흄관 등 어떠한 재질의
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밴드 끝이 연장되어 마감하는 방식이 아닌, 본체와 수 부자재가
분리된 방식이기 때문에 관경이 일정하지 않아도 수 이 완벽하다.

3. 홈트랩
▶ 홈트랩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공기 유통을

막아 악취를 차단한다.
▶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포장레벨에 따른 시공을 할

수 있다.
▶ 좁은 공간에서의 시공이 용이하다.
▶ 홈트랩의 유닛 각도를 자체에서 조절할 수 있어 다

른 연결곡관(엘보)을 사용하지 않고 하수도관의 각
도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 오물제거통이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오물제
거 방법은 뚜껑을 열고 오물제거통의 손잡이를 들
어올려 청소가 간편하다.

▶ ABS수지로 되어 열, 동파, 외압에 강하며, 특히 뚜
껑이 강하여 인도 (보차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안국 홈트랩>

→

4. 원형PE오수받이
▶ 제품의 몸체 두께가 25mm로 외압 및 토압에 따른 변형이 없다. 

(최대압축하중 85.6kN)
▶ 원형이므로 어느 방향에라도 하수관의 인출·입이 가능하며

물 흐름이 좋고 토압에 강함.
▶ H650~850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포장면에 따른 레벨맞춤 및

마무리가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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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대 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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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2-3
회사소개

다양한 밸브의 자동 조작이 가능한
유압식밸브조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알피엠텍은 고속정 구동장치 및 이와 관련된 핵심 부품을 개발하여 수입 의존

도가 높은 중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기술력을 높이고자 설립된 기업입니

다.

모터 및 베어링 기술과 제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SO9001 인증 업체로 주요 제

품으로는 원격제어밸브구동장치(유압식밸브조작기) 및 고속 스핀들이 있습니다.

㈜알피엠텍은 소형 패키지식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의 수동제어는 물론 원거

리에서도 여러 종류의 밸브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유압식 밸브조작기를 국

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 혁신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더욱 향상되고 지능화한 제품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

고자 합니다.

또한 축적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웨이퍼 및 PCB 가공에 중요한 부품인

공기 베어링 스핀들의 국산화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알피

엠텍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성장을 함께하며, 기업

의 건전한 이익창출과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성실한 선

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인증및획득마크

▶ 소형 유압 파워팩 시스템, 체크밸브시스템, 밸브 개폐용 유압식 조작기
시스템 특허 획득

▶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유압 개폐장치)
▶ KS Q 9001:2001 - ISO 9001:2000
▶ KS Q 14001:2004 - ISO 14001:200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특허스타기업 인증

(주)알피엠텍

MHP-Q11S 600 150 - 450
MHP-Q12S 1100 350 - 500
MHP-Q13S 2200 450 - 700
MHP-Q14S 5000 600 - 900
MHP-Q15S 9000 800 - 1100
MHP-Q16S 16000 900 - 1350
MHP-Q17S 32000 1100 - 1800

모델명 최대토크 (Nm)

▶ 유압 패키지식 밸브조작기

사용모델 적용 가능 밸브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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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유압패키지식밸브조작기- MHPQ 시리즈
▶ 원격제어 밸브구동장치로, 모터를 이용하여 유압을 발생시켜 그 힘으로 밸브,

수문 등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 기존의 전동식 구동장치에 비해 큰 토크를 발생하는 장점과 함께 시스템 구조

단순화를 통해 고장 발생률을 낮추어 사용수명이 길며 위치 및 속도 제어 기능
을 강화하 고, 다양한 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응성 및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2. 디지털개도계
▶ Quarter turn 밸브 전용으로, 비접촉 센서가 밸브의 위치 정보를 99% 이상의

정 도로 제공합니다. 
▶ 내부 전원과 Analog 출력 간 절연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Analog 개도 출력(전

류.전압 6종류)과 RS-232 통신 출력이 가능합니다. 
▶ 메카니컬 개도표시기(Beacon)가 장착되어 있으며, 산업방수기능을 갖추고 있

습니다.

3. 설치운용사례

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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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HPQ 시리즈제품의주요특징
▶ 소형 유압 작동기로 고출력 발생

- 동등 출력(토크)제품 대비 소형.
- 대형의 유압발생장치 불필요

▶ 다양한 제어방식 제공
- 위치 및 속도제어, 비례제어, 수충격방지제어
- 접점제어, 전류제어, 필드버스제어, 비동기통신제어

▶ 유압부와 액츄에이터 일체형 제품
- 유압전달 튜브 불필요
- 누유(Oil Leakage)발생 최소화
- 설치 간편 및 유지보수 편리

▶ 경제적인 운 을 지원
- 동등제품 대비 낮은 가격
- 유지보수 부품의 저렴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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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6번지
(3-12블럭)
TEL.(031) 495-9511 
FAX.(031) 495-5611

http://www.hkvalve.co.kr 
e-mail : hkv@hkvalve.co.kr

BOOTH No. B3-1
회사소개

1947년 창업이래 HKvalve는 오직 국가기간산업에 초석이 되는 주물 및 밸브 공

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외길만을 걸어왔

으며, 오늘날 HKvalve가 자랑하는 환금(HKvalve의 전신)의 ㊎자 표시의 정평 높

은 제품들은 이러한 땀과 정성의 열매로써 HKvalve의 기술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1947년 환금공작소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탈없이 성장해온 우리 회사

는 2007년 6월에 회사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고객여러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오며, 항상 우리회사 제품을

애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창립 60주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

에 보답하고, 나아가 해외로 뻗어가는 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지난 60년의 축적

된 기술력과 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60년을 창조

하고자, 회사명을 (주)환금에서 (주)에이치케이밸브로 개명하 고, 2006년 7월 6

일 신공장으로 확장이전을 하 습니다. 

또한 2006. 1. 1 산업자원부에서 NEP인증, 2006. 3. 29 조달청 우수제품인정을 받

은 폴리우레탄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하여 2006. 6. 30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 고, 2006. 4. 6 산업자원부 NEP 인증, 2006. 6. 29 조달청 우수제품인정을

받은 폴리우레탄 라이닝 제수밸브는 2006. 8. 28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 기에

알려드리니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

는 (주)에이치케이밸브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소성변형 방지용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 양방향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 폴리우레탄코팅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 수도용 폴리우레탄코팅 제수밸브 (KS B 2334)
▶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2), 수도용 덕타일 제수밸브 (KS B 2334)
▶ 플랩밸브 (주철, HDPE)       ▶ 수문 (주철, HDPE)       ▶ 완폐식 체크밸브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서 :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제수밸브)-한국표준협회
▶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서 :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한국표준협회
▶ 신제품 인증서 : NEP-2006-142(EM) 폴리우레탄 라이닝 제수밸브-산업자원부
▶ 신제품 인증서 : NEP-1761(KT) 폴리우레탄 버터플라이밸브-산업자원부
▶ 우수제품 인정서 : 50~500mm이하(2006078) 폴리우레탄 라이닝 제수밸브-조달청장
▶ 우수제품 지정증서 : 200~2000mm이하(2006019) 폴리우레탄 버터플라이밸브-조달청장
▶ ISO 9001 인증서 : ISO 9001, 2008-TUV
▶ ISO 14001 인증서 : ISO 14001, 2004-TUV
▶ API 인증서 : API STANDARD 609-0006

(주)에이치케이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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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이퍼타입폴리우레탄버터플라이밸브
-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한 제수·버터 내오존 밸브이며 재생이 가능한 제품으로
평생관리를 고객에게 약속 드립니다.

- 밸브의 내측 면에 폴리우레탄 코팅 층이 형성되어 슬러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

- 내부의 산화부식에 의한 녹 발생을 방지하므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밸브수명을 대폭 연장시킴.

- 밸브의 플랜지면에 형성된 폴리우레탄이 패킹기능을 하므로 완벽한 누수차단
및 수명을 대폭 연장하여 기 을 장기간 유지시키며 설치시 가스켓이 필요 없이
공사원가가 절감됨.

- 밸브 내면에 폴리우레탄 코팅 층이 형성되어 겨울철 동파방지 및 누수방지 효과.
- 양방향 설치 가능
- 디스크가 유선형 구조로 유체저항을 최소화
- 양압, 고압에 사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함.    - 고품질의 저렴한 가격

3. 폴리우레탄라이닝제수밸브(KS B 2334)
- 밸브의 내측면과 디스크의 양측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층이 형성되어 슬러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

- 내부의 산화부식에 의한 녹발생을 방지하므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밸브수명을 대폭연장시킴.

- 밸브의 몸통과 커버사이 및 플랜지 면에 별도의 가스켓을 생략하여 비용을 절감시킴
- 내면 및 디스크의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층이 형성되어 겨울철 동파방지 및 누수방지
효과

- 디스크에 안내 돌기를 형성하고 몸통에는 안내 홀을 형성하여 디스크의 상하 이동이
양호하고 몸통 내면 하부를 평활하게형성하여 이물질 끼이는 것을 방지하고 디스크의

폐를 향상
- 밸브의 누설비지용 백시트 부재를 구비하여 결합 틈새에 장착된 오링을 탄성 변형시켜
유체의 누설을 방지함

- 양압, 고압에 사용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다.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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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생산SIZE : 200㎜ ~ 2000㎜
- 작동방식 : 수동, 전동, 공기압, 유압
- 재질 : 몸통 GCD450, 디스크 SSC13,

SSC16
- 사용압력 : 7.5 ~ 20㎏f㎝

▶ 적용
- 생산 SIZE : 50㎜ ~ 500㎜
- 작동 방식 : 수동, 진동, 공기압, 유압
- 재질 : GCD450, SSC13, SSC16
- 사용압력 : 7.5 ~ 20㎏f㎝

▶ 적용
- 생산SIZE : 50㎜ ~ 350㎜
- 작동방식 : 수동, 전동, 공기압, 유압
- 재질 : 몸통 GCD450, 디스크 SSC13,

SSC16
- 사용압력 : 7.5 ~ 20㎏f㎝

1. 폴리우레탄코팅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한 제수·버터 내오존 밸브이며 재생이 가능한
제품으로 평생관리를 고객에게 약속 드립니다.

- 밸브의 내측 면에 폴리우레탄 코팅 층이 형성되어 슬러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

- 내부의 산화부식에 의한 녹 발생을 방지하므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밸브 수명을 대폭 연장시킴.

- 밸브의 플랜지면에 형성된 폴리우레탄이 패킹기능을 하므로 완벽한 누수차단
및 수명을 대폭 연장하여 기 을 장기간 유지시키며 설치시 가스켓이
필요 없이 공사원가가 절감됨.

- 밸브 내면에 폴리우레탄 코팅 층이 형성되어 겨울철 동파방지 및 누수방지 효과.
- 양방향 설치 가능
- 디스크가 유선형 구조로 유체저항을 최소화
- 양압, 고압에 사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함.       - 고품질의 저렴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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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윤 환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201
TEL.(032) 561-7900
FAX.(032) 561-5773

http://www.yd-metal.co.kr    
e-mail : yd7900@nate.com

BOOTH No. B2-7
회사소개

동금속(주)는 일반배관 및 수도용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무결점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량품제로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개발부터 철저한 품질

관리로 완제품까지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터)는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탁월한 기

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국내의 어떤 업체와 겨루어도 성능이 뒤지지 않으며 외

국의 유수한 기업의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대비 성능이 타 회사의

제품보다 우수하고 뛰어나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금속(주) 임직원 일동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가치창조를 통해 고객만족

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터)
▶ 청동밸브(게이트, 로브, 스윙체크)
▶ 공기/흡배기밸브
▶ 방열기밸브, 볼밸브
▶ 앵 밸브, 엘보, CM Nut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B 200) 단체표준 표시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인정
▶ 인천시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
▶ ISO 9001
▶ KS 인증(KS B 2301, KS B 2308, KS B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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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커넥터)
▶ 본 제품은 수도용 단일식, 이중식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터)로 국내 에서

사용되는 L형 커넥터에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역류방지용 카트리
지 두 개를 일자형으로 배치한 제품임.

▶ 역류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성과 함께 국내수도 배관구조에 적합한
실용성 및 좁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일체화 되어 각 연결 부품을 해
체하고 역류방지 장치를 별도로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타 방식의 고비용 문제
를 해소하 음.

▶ 외국에서는 30-40년 전부터 각 가정에 역류방지밸브를 상수도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으며 불이
행시 벌금 및 단수 조치가 가능함.

▶ 고도수화 되어가는 수돗물과 더불어 급수장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전기의 누전차단기와 같은 역할이 가능한 역류방지
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함.

2. 볼앵 밸브
▶ 볼밸브와 앵 밸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하 으며 볼이 내장되어 개폐 반응이 확실하고

누수현상이 없음.
▶ 세계보건(WHO) 식음료수의 납(Pb)검출기준인 0.01mg/L 이하인 무연청동으로 생산되어

수질 환경개선에 적합한 제품임.
▶ 좁은 공간에서도 배관작업이 용이한 인체 공학적 설계로 기존의 앵 밸브와 연결부품을

일체화하고, 누수부위 감소 및 연결부품이 필요없는 획기적인 제품임.(의장등록)
▶ 나비핸들방식을 채택하여 개폐동작이 쉽고 편리함.
▶ FULL BORE 타입으로 충분한 유량확보가 용이함.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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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밸브
▶ 드레인 전용홀이 붙어 있어 급속 흡기, 배기 기능을 가진 공기 밸브임.
▶ 배관이 진공이 되는 경우에 빠른 흡기, 배기 기능으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함.
▶ 드레인 전용홀이 붙어 있어 옥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드레인관을 배수구까지 배관하는 때는 대기 개방에 따른 것임.
▶ 중앙직결급수 방식의 흡배기 밸브에 최적화 되어 있음. 

4. 청동밸브, 무연청동밸브, 볼밸브, 방열기밸브, 앵 밸브, 엘보, CM Nut
▶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
▶ 수도용은 무연청동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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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장 창 우

본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0-13
71B-14L 
TEL.(032) 820-3970~5
FAX.(032) 811-0321

http://www.watson-marlow.co.kr    
e-mail : wmb@kr.spiraxsarco.com

BOOTH No. B1-3
회사소개

Innovation in Full Flow
왓슨 말로우 펌프그룹은 스파이렉스사코 그룹의 계열사로서 1956년 국에서 설

립되어 세계 최초로 튜브 연동식 펌프를 개발 하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요업, 수

처리 및 폐수처리, 식품 및 음료, 포장, 인쇄 등 모든 산업분야 적용되고 있습니다. 

왓슨 말로우 유량제어 튜브 연동식 펌프는 밸브나 씰이 없고, 펌핑 유체가 펌프와

접촉이 없이 호스 또는 튜브로만 접촉, 호스 및 튜브 장착이 편리하고, 사용의 용

이, 정비시간의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최신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

고 있는 펌프 타입입니다. 2011년 현재 왓슨 말로우 펌프(WATSON-MARLOW),

브레델 펌프(BREDEL PUMP), 알리티아 OEM PUMP(ALITEA OEM PUMP), 마

소사인(MASOSINE), 플렉시콘(FLEXICON) 의 총 5개 군의 펌프 및 시스템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계 여러 산업군에서 적용된 축척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종 유체를 정 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각 현장에서 최적화된 펌프를 공급하기

위하여 올바른 설계, 설치, 운전, 사후관리까지 고객분들께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WATSON-MARLOW PUMP & TUBE
▶ BREDEL HOSEPUMP & HOSE
▶ ALITEA OEM PUMP
▶ MASOSINE PUMP
▶ FLEXICON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 2000         
▶ ISO 14001 : 2000
▶ FDA   
▶ CE     
▶ USP CLASS VI     
▶ ISO 10993 (의요용구의 생물학적 평가기준)
▶ EN601010 / EN60529

왓슨 말로우 펌프 그룹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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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WATSON MARLOW PUMP
▶ 정 하고 반복정량성 뛰어난 유량 제어 ▶ 이송유체의 오염이 없다.
▶ 변형에 민감한 유체의 이송에 적합 ▶ 설치가 쉽고, 간편한 조작
▶ 부식성의산, 알카리화학약품이송에적합 ▶ 자흡식 구조의 펌프 : 흡입양정(9 m)
▶ 점도가 높은 유체 및 슬러지, 슬러리 이송에 적합 ▶ 펌프 자체가 체크밸브 역할을 수행
▶ 간단한 유지 보수

- 밸브, 씰이 없는 펌프 - 유지 보수 부품이 간단한 펌프(튜브, 호스)
▶ 공회전 가능한 펌프 ▶ 정, 역회전 가능한 펌프

2. BREDEL PUMP
▶ 브레델 호스펌프는 고압용으로 특수 설계된 매우 견고하면서도 탄력성 있는 호스가 펌프 커

버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펌프 중심부의 회전자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불룩한 모
양의 유선형 압축슈(Sliding Shoe)가 대칭이 되도록 연결되어 있어 회전자가 회전하면 이 압축
슈가 호스를 완전히 누른 상태로 훑어가면서 회전하여 호스 내부의 물질을 전진 이동시키게
됩니다.

▶ 펌프 토출 측의 압력과 펌프의 회전속도에 따라 압력 조절판의 수량을 가감하여야 호스의 수
명도 연장 되고 효율적인 펌핑이 보장 됩니다. 펌프의 전면에는 탈착이 가능한 커버가 있으며 이 커버에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점검창이 있고, 펌프 케이스 내부에는 윤활작용과 호스의 냉각을 위한 특수 윤활액을 반정도 채우고 운전을 합니다. 특수
제작된 고압용 호스는 호스단면 전체에 압력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몇 겹의 특수 고무와 나이론 섬유로 보강하고 제작하여 높은
압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수명이 우수합니다.

3. ALITEA OEM PUMP
▶ 알리티아 OEM 펌프는 다양한 용량, RPM 등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제

품들이 있습니다. 이화학기기, 발효기, 약품 분석기, 알약 코팅기, 의약품 이송, 프린터기, 케미컬 투
입기 등에 쓰여 지며, 펌프 헤드, 모터 부착형 펌프, 튜빙 등이 있습니다.

5. FLEXICON
▶ 왓슨말로우 플렉시콘 고객들에게 있어서 높은 정량성을 가지는 설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우

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산업은 공정, 제품 및 운전자에게 최
소한의 위험 내에서의 안전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왓슨말로우 플렉시콘 제품은 독자적인 연동
식 충진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요구조건을 해결하 습니다. 왓슨말로우 플렉시콘 충진 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다양한 범위의 충진용량, 충진제품, 생산용량 및 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주문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왓슨말로우 플렉시콘은 수동 충진을 위한 탁상용 제품에서 반자동 시스템, 완
전자동 시스템, 스토퍼 및 캡핑기까지 광범위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전자동 시스템은 어떠한 종류의 유리병, 플라스틱병,
테스트 튜브, 접안기 또는 자체로 설 수 없는 마이크로 튜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왓슨말로우 플렉시콘 사용
고객은 소량 및 중간 배치 정도의 충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왓슨말로우 플렉시콘 제품은 손쉽게 운전할 수 있
으며, 최소의 유지보수비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고 수준의 A/S를 제공하며, 모든 제품에 대한 완벽한 증빙서
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왓슨말로우 플렉시콘은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고객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4. MASOSINE
▶ 펌프 전문가들은 마소사인 SPS 펌프를‘펌프 기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표현합니다.
▶ 사인파 원리는 실제적으로 용적식 펌프를 재창조하 으며, 최대 90,000 ℓ/hr 까지 이송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펌프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소사인 SPS 펌프는 세척이 간편하고 최대 15
bar 압력까지 사용 가능한 식품용 및 산업용 펌프입니다. 사인파 형태의 로터는 네 개의 움직이는
챔버들을 만들며, 이 챔버들은 흡입부에서 압력이 높은 토출부로 제품을 부드럽게 이송시킵니다.
연동식 펌프의 작동원리와 같이, 마소사인 펌프의 작동원리도 밸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개의 챔버들은 완전히 폐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과일과 같이 부드러운 덩어리가 있는 제품과 고점도의 소스 및 실리콘과 같은 제품 이송에 매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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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오 찬 세

본사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29-1
TEL.(051) 831-1251
FAX.(051) 831-1201

http://www.pancheck.co.kr    
e-mail : wsvav@yahoo.co.kr

BOOTH No. B2-5
회사소개

저희 우성밸브(주)는 1992년부터 20년동안 체크밸브만을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

여 온 업체로서 국내외 산업, 건축, 조선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경험과 축척된 노

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밸브(주)의 고유 브랜드인“판(板) 체크밸브”는 원판을 뜻하는 DISC에서 따

온 이름으로 발음과 표기가 용이하며, “모든, 널리”의 뜻을 가진“PAN”으로 표기

하여 범용화(汎用化), 세계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의 시스템으로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맞추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판체크밸브 Pan Check Valve
- 후랜지끼움식(Wafer type)
- 나사연결식(Screw End type)
- 클램프식(Clamp type)

▶ 안전밸브 (Safety Valve) 
▶ 볼 후로트 밸브 (Ball Float Valve)
▶ 후드밸브(Foot Valve)
▶ 스트레이너 (Coil Strainer)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 등록 3종
▶ 실용신안 등록 6종
▶ 상표권 등록 1종
▶ 디자인 등록 1종
▶ ISO 9001:2008 인정
▶ 안전밸브 안전인증
▶ CE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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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체크밸브는 쉽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자동밸브의 α요 Ω 입니다. 
즉 처음이며 끝이며, 기술과 정성이 요구되는 제품입니다. 

“우성 판체크밸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후랜지사이에끼웁니다. 
▶ 판체크밸브는 KS규격 후랜지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그 면간거리는 Din 3202,

Sheet3에 맞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KS 규격외의 후랜지는 당사 문의)

2. 워터햄머현상이없습니다.
▶ 판체크밸브는 역류가 일어나기 전에 스프링힘으로 먼저 닫히므로 워터햄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얇고작고가볍습니다.
▶판체크밸브는 디스크 이동거리가 짧고 자체 후랜지도 없으므로 면간거리나 중량이

기존 스윙체므나 리프터체크에 비하여 매우 짧고 가볍고 취급하기 쉽습니다.     

4. 고장이거의없습니다.
▶판체크밸브는 단순한 구조로 고장이 거의 없으며 디스크 시트부의 표준사양은

Matal to Matal이므로 긴수명이 보장되며 보수나 수리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5. 기 이확실합니다. 
▶판체크밸브의 디스크 시트는 전량 랩핑 가공되어 확실한 기 을 보장합니다.      

6. 수평·수직모두배관할수있습니다.
▶판체크밸브는 스프링 압축구조이므로 수평.수직 어느 방향이든지 배관할 수 있으며,

스피링 강도를 높이면 수직하향 배관 라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본체누설이없습니다. 
▶판체크밸브는 본체에 Hole 가공이 없으므로 본체로부터 외부로의 누설이 없고, 따

라서 위험한 유체의 이송라인에 작당합니다. 

8. 개방압력의자유로운선택이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방압력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9. 널리쓰입니다.
▶판체크밸브는 스윙체크밸브나 리프터체크밸브를 대신하여 널리 쓸 수 있는 법용 체

크 밸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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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2>

<SP22>

<DUAL DISC>

<LF>

<P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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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병 문

본사·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재)부산테크노파크 POST-BI 201호
TEL.(051) 974-9622
FAX.(051) 974-9623

http:// www.ultravalve.co.kr
e-mail : goodultra@naver.com 

BOOTH No. B1-1
회사소개

더불어 사는 환경을 실천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자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

점이다. 그 중 물과 에너지의 공급을 증가 시킬수 없다면 우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은 피할수 없고 수자원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입니다.

울트라밸브는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으로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감

압, 릴리이프, 솔레노이드 제어 밸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동 제어 밸브들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스테인리스 직동식 감압밸브
▶ 다양한 기능의 자동 제어 밸브

인증및획득마크

▶ 2010년 6월 : 벤처기업확인 (제20100400480호)
▶ 2010년 10월 : 상표 등록 (제40-0838219호)
▶ 2011년 7월 : Star기업 선정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울트라밸브



127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제품및공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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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인리스직동식감압밸브 (구경 : 15A ~ 50A)
▶ 주요 부품이 스테인리스 정 주조 공법으로 이루어진 위생적이고 콤팩트한 외형
▶ 이물질 거름망이 내장되어 있고 몸체 해체없이 쉽게 청소
▶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결부가 유니온 및 플랜지 타입
▶ 수직, 수평, 경사 배관등 위치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
▶ 압력 게이지 부착 구멍

<기본메인밸브>

2. 자동제어밸브 (구경 : 80A ~ 400A)
▶ 역압에 대한 자동 체크 기능 내장
▶ 이중 챔퍼 구조의 Y형 로브 형태
▶ 다양한 기능을 구현 가능한 구조
▶ KS 10k, 16K, 20K RF 플랜지 접속형태의 제품 생산

<세대용감압밸브> <계량기와연결된감압밸브>

<플랜지식감압밸브><유니온식감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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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 배

본사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83-2
TEL.(02) 2671-7250(代 )  
FAX.(02) 2671-7992  

공장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2-186
TEL.(02) 2618-9233(代 )
FAX.(02) 2618-9236 

http://www.ilsungpump.co.kr 
e-mail : ilsung@ilsungpump.co.kr  

BOOTH No. B2-6
회사소개

특수 펌프 종합 메이커 일성펌프!
1984년 일성종합기계를 설립하여 특수 펌프·브로워를 시발로 지금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산업용·특수 펌프 전문생산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수년간 연구 개발에 매진한 바 특허청에 발명특허등록과 실

용실안외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국민훈장,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상,  NEP신제

품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과 국제품질규격인 ISO9001, ISO14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수출증대를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닦고있으며 8,000여업체에 납품 및

수출로 그 능력을 인정 받고있습니다.

▶ 자본금 : 3억
▶ 설립연도 : 1984년 11월
▶ 종업원수 : 26명
▶ 연간매출액 : 65억 6천만

취급제품소개

▶ 진공강자흡식 펌프
▶ 진공강자흡식스컴 펌프
▶ 진공강자흡식 슬러리 이송 펌프
▶ 위생 펌프
▶ 내산 펌프
▶ 각종 특수 펌프 외

인증및획득마크

▶ 발명특허14, 의장등록9, 실용신안19, 국제특허출원6, 발명특허출원9
▶ ISO9002인증, ISO9001인증, ISO14001인증, 
▶ KT신기술인증 (충남대학교 특허출원 지원)
▶ 산·학·연 컨소시엄 (동양전문대, 충남대) 대통령 표창
▶ 벤처기업등록, 조달청우수제품선정
▶ 국제발명전 (특별상 수상)
▶ NEP 신제품 인증 (MOCIE - 2006 - 074)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주)일성종합기계
IL SUNG SYNTHESIS MAHINER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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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공강자흡식펌프의특징
▶ 초기가동시 펌프내에 물을 채우거나 체크밸브 및 진공펌프가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물을 빨아 이송한다.
▶ 흡입 최대 8.5m 이송
▶ 기존 제품도 진공강자흡식으로 가능
▶ 파손과 흐름 유동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 진공강자흡식으로 마중물없이 이동용으로 가능하다.(공기가 흡입되어도 이송가능)
▶ 독특한 진공 흡입 장치가 임페라와 케이싱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임페라에 대한 캐비테이션 파괴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펌프의 효

율과 흡입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 진공 흡입 장치를 통해 자동 혹은 수동을 이루며, 사용 수명 연장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 설치와 사용이 편리하다. 펌프를 지면에 설치하고 흡입관을 수중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 유량, 양정의 표준화로 넓은 사용 범위
▶ 액질의 종류에 따른 특수재질 사용가능

밸
브
및
펌
프
류

국민훈장 동백상 수상 서울시장님께 진공강자흡식 펌프 제품 설명 삼성동 COEX 환경기자재전

창원종합운동장 특별전시장 한국기계박람회 두바이 오만 국제전시회 서울교육문화회관 (충남대 대통령 표창)
산학연 컨소시엄 국무총리 참가 시연회

2. 사진으로본 (주)일성종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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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안 준 성

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73-6 
청기와 빌딩 3F
TEL.(02) 416-2671
FAX.(02) 416-2674

http://g-techeng.com  
e-mail : g-techeng@hanmail.net

BOOTH No. B4-1
회사소개

새 기술 창조·새 의식 개혁·새 경 혁신
(주)지텍이엔지는 수자원 분야(상·하수도, HVAC, 소방, 가스, 오일, 핵에너지)

에 대한 고품질, 고성능의 밸브 및 액추에이터로 고객에게 최상의 Solution을 제

공합니다.

(주)지텍이엔지는 Singer - 각종 자동조절밸브, Bray - 버터플라이 밸브 및 액추에

이터, EBAA - 배관이음 류, Crispin - 각종 에어 릴리즈 밸브, National Pump - 각

종 펌프류 등을 수입, 판매 및 A/S 업체입니다. 상기 기업들은 고 품질, 고 사양 및

고 효율의 제품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水)자원 문제는 현재 인류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주) 지텍이엔지는 효율적인 수(水)자원 관리를 통해 불필요

한 손실을 줄이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 지텍이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 산업현장의 수자원 분야에 있어 고객여러분께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하수도 분야 자동조절밸브
(감압밸브, 유량조절밸브, 압력유지밸브 등)

인증및획득마크

AWWA 2009 ,
LEED

ISO 9001 : 2008 API 610 : 

▶ 버터플라이 밸브 및 액추에이터

▶ 배관이음 류(Flexible ball joint)

▶ 각종 펌프류

▶ 각종 에어 릴리즈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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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감압밸브, 압력유지밸브, 실시간제어및유량제어밸브류

감압밸브 (106/206-PR)
▶ 유입되는 높은 압력을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압력을 제공한다.
▶ 파이프의 파열을 감소시키며 누수량 감소와 불필요한 수자원 손실을 막을 수 있다.
▶ 밸브 내 외부 NSF 61에 의한 2회 코팅으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나다. 
▶ 밸브 내부 모두 Stainless Steel 316, EPDM, 롤링 다이어프램을 적용하여 내구성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밸
브
및
펌
프
류

캐비테이션 방지 밸브 (PR-AC)
▶ 급격한 압력강하로 인한 캐비테이션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 316 Stainless Steel 이중 슬라이딩 구조로 안정적인 제어를 제공 한다.
▶ 소음 발생 및 배관내의 손상을 줄임으로써 수자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버터플라이밸브(물용, 스팀용[triple offset], 소방용) 및액츄에이터

버터플라이 밸브 & 액추에이터
▶ Bray의 모든 버터플라이 밸브는 AWWA 기준을 초과하며 물 관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 FDA 승인 된 Nylon 11코팅은 부식, 오염으로부터 저항성이 뛰어나며 더 작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온다.
▶ 모든 제품은 기준압력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   

상수도용, 오수용에어릴리즈밸브, 진공밸브및콤비네이션밸브류

에어 릴리즈 밸브 (X-Series)
▶ 관로 내 충수 및 배수 시에 형성 되어지는 에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원활한 유체의 흐름을 가져온다. 
▶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 보수가 매우 용이하다. 
▶ 모든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되어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나다. 
▶ 3개의 Color Code 구성 (호환 가능)

(Air Release Valve, Air Vacuum Valve, Combination Valve)

각종다단심정펌프, 수중펌프, 입형펌프, 부스터펌프류

각종 펌프
▶ 일반 고객을 비롯한 참관인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다. 
▶ 대용량(다단 입형 펌프) 및 특수 목적의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 유량 : 130~39500 ton/day [ 90~27500 lpm ] )
( 양정 : 90 Bar [ 1300PSI ] ) 

▶ 모든 산업 분야의 맞춤형 설계를 제공한다. 

플랙시블& 익스펜션조인트, 메카니컬조인트, 싱 & 더블볼조인트

플렉시블 볼 조인트
▶ 굴절/확장/축소 되는 곳의 배관의 파열을 방지한다.
▶ AWWA C600 또는 ASTM D2774 기준에 따라 테스트 되어진다. 
▶ 조인트 내부 완벽한 씰링 (Sealing) 제공
▶ Single, Double ball Type의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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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개발(주)

대표 이 기 완

본사·공장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71-2
TEL.(031) 868-5664~5
FAX.(031) 868-4389

http://www.jwepc.com   
e-mail : jw1712@empal.com

BOOTH No. B2-1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 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신축가동식)
▶ 부단수 밸브
▶ 부단수 할정자관
▶ 동구경 부단수 할정자관
▶ 밸브일체형 부단수 할정자관
▶ 밸브붙이 부단수 할정자관 등

인증및획득마크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ISO9001품질경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외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다수

진원개발(주)는 상수도용 자재의 개선과 시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달청 우수제품 2종을 비롯해 각종 특허 및 실용신안, 우수

품질인증 마크 등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부단수 할정자관

등을 수년간 관급 납품 및 시공 현장에 공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제수변교체공사 등에 필수적인 부단수 밸브, 수직볼타입 밸브 일

체형의 밸브붙이 부단수 할정자관, 1:1천공을 위한 동구경 부단수 할정자관 등을

출시하 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꼭 필요한 기업어 고객을 만

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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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써클밸브 (부단수밸브)
▶ 송,배수관로의 단수 없이 유체 차단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음
▶ 본관을 천공 후 원형 디스크를 삽입하여 밸브 개폐
▶ 블록시스텀 구축, 구역 개량공사, 노후 밸브 교체 작업 등에 사용

2. 동구경부단수할정자관
▶ 1:1 동구경 천공시에도 안전 및 수 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 부단수 할정자관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우수한 품질을 보장
▶ 100×100mm ~ 500×500mm

3. 밸브붙이부단수할정자관
▶ 부단수 할정자관과 수직형 볼밸브를 일체화
▶ 접합품 및 중량이 감소
▶ 지하식소화전 시공에 사용시 획기적인 예산 절감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용 인증 획득 (2010. 08. 16)

4. 밸브일체형부단수할정자관
▶ 부단수 분기 공사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실 제수변을 할정자관에

부착, 일체화
▶ 작업시간, 소요자재, 공사비 절감 효과

5. 부단수할정자관
▶ 부단수 분기(천공) 공사에 사용 (상수도 시설물 및 소화전 공사 등)
▶ 소실모형주조(EPC) 공법으로 제조되어 가볍고 견고하다.
▶ 에폭시 정전분체도장, KSM 6613 수도용고무패킹 사용한 최상품
▶ 기본 2조각, 본관 구경 600mm 이상 3조각

6.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볼밸브
▶ 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규격 KWWA D100-2에 준하는 규격과 품질관리
▶ 서울시 지정 급수공사 자재, 다년간 조달 납품
▶ 신축가동식으로 부동침하, 중차량의 진동 등에도 하자 발생 억제
▶ 스테인리스 정 주조품

밸
브
및
펌
프
류



대표 원 승 연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51
TEL.(031) 339-8600
FAX.(031) 339-7552

e-mail : 2448789@hanmail.net

BOOTH No. B1-2
회사소개

지하식과 지상식을 혼합시킨
신제품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
새로운 소방문화로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설립년도 : 1996년 06월 20일

기존 소화전이 지상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소화전

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 중복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고. 또한 고장난 소화전은 수리 및 부품 교체가 불가하므로 재정이 2중으로 낭

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원산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스텐레스 304 재질을 선택하여

한번 시공으로 반 구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하 습니다.

사용 후 제품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언제든지 부품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유

지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
▶ 몰코조인트
▶ 스텐레스제품

인증및획득마크

▶ 매설식승하강소화전디자인등록
▶ 지상형옥외소화전제조.시공및수리방법특허등록
▶ 수도계량기 조립체 특허등록
▶ 지하 매설식 승하강 옥외 소화전 실용신안등록
▶ 매설식승하강옥외소화전구조및시공방법특허등록
▶ 승강식 소화전조립체 PCT국제출원
▶ 성능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 NEP신제품인증
▶ KS표시인증 (KS B 1547)
▶ 형식승인서 승인 (한국소방기술원)
▶ ISO9001 품질경 시스템 인증(국제표준인증원)
▶ 벤처기업선정(중소기업청)

청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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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2. 몰코죠인트
▶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 시공후 하자 발생율이 극히 적다.
▶ 작업시 숙련의 필요가 없다.
▶ 안전도와 환경보호 측명에서 최적의 제품
▶ 원가를 절감 시켜준다.
▶ 경량 배관이 가능함

3. 주름마디강관
▶ 강관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자재를 사용하여 부식이 없어 상수도오염을 예방할수 있다.
▶ 지진이나 외부의 충격에도 강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내식이 뛰어나며 경제성이 있는 자재입니다. 스테인레스 자재로 반 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 간단하고 확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대폭 향상 됩니다. 손으로 손쉽게 구부릴 수 있어 공구 및

연결 배관자재가 절감됨은 물론 매설시 지반이 고르지 않아도 시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제품입니다. 

밸
브
및
펌
프
류

1. 매설식승하강소화전
▶ 매설되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 매설식으로 공간확보와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에 도움된다.
▶ 스텐렌스(STS304)로 되어있어, 산화 및 부식이 없고 릴리프 밸브 설치로 소화전 내에

소화용수를 완전 배수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토양오염이 적다.
▶ 매설식으로 도난 및 파손이 없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 승하강이므로 설치위치를 제약받지 않으며 설치가 용이하다
▶ 스텐렌스(STS304)로 되어있어, 기존 소화전에 비해 반 구적이다.
▶ 별도에 공사가 필요 없이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 부품의 교환이 용이하다.
▶ 소화전을 사용하는 소방대원의 업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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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안 태 상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6-2
TEL.(031) 352-8491~4
FAX.(031) 352-8495

업본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8 
중산빌딩 202호
TEL.(031) 457-1965~8  
FAX.(031) 457-1969

http://www.hajie.com     
e-mail : sales@hajie.com

BOOTH No. B6-1
회사소개

물을 움직이는 펌프!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하지공업(주)는 1972년 창업이래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

한 펌프를 전문으로 제작,시공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 발전과 함께하 습니다.

산업의 고도화,도시의 발전, 생활의 선진화를 통하여 물 관련 산업도 변화와 진보

의 과정 속에 있으며 하지공업(주)도 어제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개발과 교

육훈련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여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

습니다.

이제 저희 하지공업(주)는 창업 40주년을 바라보면서 펌프를 비롯한 RO

application 및 Actuator 사업과 에너지 절감형 Pump Operation System 개발을

통하여 물 관련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

다.

지난 40년간의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축척된 기술과 Know-how, 그리고 가장 중요

한 기업의 신용을 자산삼아 고객여러분께 가치 있는 기업으로, 고객여러분의 가

치를 높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유체기계 산업의 역군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심정용 수중펌프
▶ 부스터펌프
▶ 수중그라인더펌프
▶ 수중 축·사류펌프
▶ 인라인 펌프
▶ 밸브 액츄에이터

▶ 인라인 부스터펌프
▶ 오배수용 수중펌프
▶ 내부순환펌프 / 수중교반기
▶ 입형 다단원심펌프
▶ 편흡입 / 양흡입 펌프
▶ 해수 담수용 RO PUMP

인증및획득마크

▶ KS B 6320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 ISO 9001 : 2000 인증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인증 Q마크
▶ 벤처기업 인증 획득
▶ 각종 실용신안 및 특허 획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획득
▶ 직접 생산 증명 인증(중소기업중앙회)
▶ 품질경 시스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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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인라인가압펌프
▶ 인라인 가압펌프는 송수관로 중간에 설치되어 부족한 수압을 가압시켜 고지대

의 물을 원활하게 공급시켜 주는 펌프입니다.
▶ 송수관로 중간에 설치되므로 지상의 별도 구조물이 필요가 없고, 지하구조물 내

에서 운전되므로 소음과 진동이 없어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입니다.

▶ 제품의 용도
- 고지대 배수지 상수도 직송 - 대유량의 가압이 필요한 곳
- 증압이 필요한 공장 LINE -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 제품의 특징
-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므로 지상면적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 - 자동운전되어 가압장 근무인원 불필요
- 지하구조물에 설치되어 소음공해가 전혀 없음 - 인버터 제어로 일정한 수압 및 유량 유지

2. 부스터펌프
▶ 부스터 펌프는 건물의 물을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 건물의 지하에서 물을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 줌으로서 저층과 고층의 수압

변동을 최소화하고 또한 옥상의 탱크를 없애줌으로 건물의 미관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 제품의 용도
- 아파트 기계실 상수도 직송 /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 육상 기계실 중소유량의 가압이 필요한 곳

▶ 제품의 특징
- 설치 후 자동 운전되므로 근무 인원이 불필요함 - 압력제어운전이므로 일정수압을 유지함

밸
브
및
펌
프
류

3. 수중그라인더펌프
▶ 제품의 용도

-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 펌프장 - 하수 처리장의 원수 / 유입 이송 펌프

▶ 제품의 특징
- 특수 크롬 합금강으로 만들어진 분쇄형 임펠러로 1차 컷팅하여 통과시켜 헝겊, 장갑, 
로프, 비닐 등 펌프의 고장 원인이 되는 각종 고형물들을 근본적으로 막아 제거할 수 있다.

4. 에너지회수장치
▶ 제품의 용도 - 해수담수화용

▶ 제품의 특징
- 에너지회수장치,체적식 부스터펌프 및 모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한 획기적인 솔루션
- 회전수와 비례하는 유량성능을 이용하여 손쉬운 유량제어를 구현
- 설치공간의 최소화 - 업계 최대의 에너지효율

5. 밸브액츄에이터
▶ AWT군은 검증된 강력한 전기모터와 이미 증명된 간편한 기계적인 드라이브를 채택했다.

IP68을 만족하는 봉 기술은 모터 starter와 전자 장치들을 완벽히 조정하게 한다.
▶ Oil bath 윤활과 환경적으로 이중으로 봉됨
▶ 완벽한 모터제어 혹은 고객이 원하는 값으로 모터제어
▶ 별도의 모터제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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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코리아

NSF International

PE100 ASSOCIATION

건설화성

건화

고리

국일인토트

뉴보텍

동양벤드

동원철강

듀라케미

리플래시기술

미라이후손관거

미래화학

부덕실업

삼건세기

삼정DCP

서원기술

성일엔지니어링

성호철관

세창주철공업

신안주철

신우산업

에스이피엔씨

에이치엔피테크

위스코

이새

일우산업

지피엠

코오롱인더스트리

파이프텍 코리아

평화

폴리텍

프라코

픽슨

하이스텐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한국스틸코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주철관공업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화이바

현대하이스코

홍일산업

※ 편의상 (주)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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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임 원 일

본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57-6
TEL.(031) 997-0002
FAX.(031) 997-9009

http://www.efkorea.net  
e-mail : nakc66@hanmail.net

BOOTH No. C2-2
회사소개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여러가지 배관설비!
저희 EF코리아(주)는 이러한 배관설비 중에서 지진이나 지반침하에서 발생되는

충격흡수문제, 좁고 복잡한곳의 배관 굴곡문제, 열에 의한 배관의 신축문제, 발전

기 및 펌프의 진동흡수문제 등을 해결하는 스테인리스 Bellows 전문 생산업체입

니다.

그동안 당사는 1992년 창업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세계 기술환경에 접합한 신

기술도입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국내 최초로‘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을 개발하는데 성

공하 으며, 2001년도에는국가시책의하나로시행되는서울시상수도급수배관의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의무화하는등먹는물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되고있습니다.

맑은 물을 깨끗한 상태로 누수없이 인간생활에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

로, 맑은 물 만들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을 배관의 안전 파수꾼 EF코리아가 축척

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파이프라인... EF코리아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

취급제품소개

▶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 지상식소화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 벨로우즈 신축관
▶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인증및획득마크

▶ 규격표시 획득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제7071-673호
- 성능인증서 제21-047호
- 우수제품마크 인증서 제 화학-96호
- ISO 9001:2001 제KQS 6151호
- ISO 14001:2004 제KES 165호
- CLEAN 사업장인증서 제 5,522호

▶ 산업재산권 획득현황
- 특 허 : 제0468347호 금속주름관 제조방법
- 실용신안 : 제0313740호 벨로우즈성형장치의 폐구조

제0378271호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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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수도용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3595)을 원소재로 하여 파이프의 내측에 일정한 압력으로

액압성형하여 주름부를 형성하고 고용화 열처리함.
▶ 파이프의 중간 중간에 15∼20개의 주름부를 형성하여 충격이나 진동, 지진 및 지반침하 등에

의한 배관변위를 주름부에서 신축을 자유로이 해결하므로 배관의 파손 및 관이음부에
향이 전혀 없으므로 누수율“제로”를 지향하는 제품임.

▶ 스테인리스 강관 재질을 사용하므로 내구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며 녹에 대한 염려가 없어 위생적이다.
▶ 주름 마디부가 flexible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파이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수 있어 좁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지반의 굴곡, 凹 凸 이 심한 작업환경에서도 작업이 용이함.
▶ 이음매를 획기적으로 줄여 시공기간을 단축시키고 배관기술이 없어도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배
관
류

2. 지상식소화전용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 개발배경

- 한 곳에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장물로 인한 굴착을 수차례 시행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이는 이중 굴착으로 인한 시공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더러
시민불편을 초래함. 

- 또한 지상식 소화전은 장애물 및 설치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상수도 배관재자(연결부속)가
필요하게 됨.

▶ 개선방안
- 지장물로 인한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 파이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시공이 간편하고

이음부가 필요없는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지상식소화전 전용 배관부속자를 개발.
※주름 마디부가 flexible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파이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좁은 장소에서

의 작업이나 지반의 굴곡, 凹 凸 이 심한 작업환경에서도 작업이 용이함.

3. 벨로우즈형신축관
▶ 특징

- 벨로우즈의 양단에 단관(END PIPE)
과 플랜지를 결합한구조로 배관의
신축과 진동흡수용으로 사용함.

- 신축을 잘 흡수한다. 축방향의 신축
흡수는 물론, 지반침하에 의한 횡방
향 변위도 완벽하게 흡수함.

- 내부식성이 우수하다. 벨로우즈재질이 스텐인리스강
(SUS304,SUS316L) 사용함으로 부식이 되지 않음.               

- 누수가 전혀없다. 압착볼트의 이완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없는 구조로서 설치후 하자발생이 전혀없음.

▶ 용도
- 저압가스관, 덕트, 배기관, 보일러 및 펌프라인, 
엔진배기관, BLOWER 입출구 등.

4. 스프링클러용신축배관
▶ 좁은장소나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

서도 시공이 간편합니다.스프링클
러설비의 닥트(DUCT) 및 전등 장
애물 등이 많은 복잡한 천정공간
에서 스텐인리스 주름관을 사용하
므로 관이 유연하고 간단한 구조
로 되어있어 시공이 간편하고 정

한 치수조정으로 스프링클러 헤
드 취부시 마무리 시공을 편리하
게 할 수 있는 제품임.

▶ 인건비가 절감되며 공기가 단축됩니다. 현장계측, 강관절
단, 나사가공, 엘보우(ELBOW)를 이용한 치수맞춤 등 종전
의 배관방식에 비해 50~70%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미숙련공이라도 아주 빠르고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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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Kevan P. Lawlor

NSF 미국 본사
789 N. Dixboro Rd. Ann Arbor, 
MI 48105 U.S.A. 
TEL.+1-800-NSF-MARK  

NSF Korea LLC 
Water Programs - 이소 본부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49 세나빌딩 6층
TEL. (02) 511-8410
FAX. (02) 511-8305  

http://www.nsf.org
e-mail : korea@nsf.org

BOOTH No. C1-2
회사소개

미국 앤아버에 위치한 NSF International 은1944년에 설립된 비 정부, 비 리 기

관이며, 범 세계적 리더로써 공중 보건과 공공 안전을 위한 국제 규격 개발, 제품

시험인증, 교육과 위험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 , 민

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 화학자, 독성학자, 환경학자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SF는 물, 식품, 그리고 환경분야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미 표준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교육 센터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

로도 환경 보건 분야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보

건기구 (WHO)의 물, 식품 안전, 실내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SF의 물 프로그램은 상하수관련 미국내외 정부 규제기관

및 생산자, 소비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전한 식수 보급 및 하수처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처리 및 보급을 위한 규격인 NSF/ANSI 60과 61은 각각 수처리제와 음용

수용자재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미국 및 해당 규격을 기준하

는 기타 국가에서의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플라스틱 파이프의 경우 NSF/ANSI 14 인증을 통해 소재의 안전성과 물성 인증을

함께 받게되며, PVC, PE  및 PEX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 Point-of-use, Point-of-entry 제품의 경우 NSF/ANSI 42, 44, 53, 55, 58, 62

중 가장 적합한 규격에 대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RO, UV 및 중력여과방식을 사용

하는 기기까지 다양한 정수기 제품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SF는 이 밖에도 적용 가능한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리뷰 후 안전성

보장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시험/인증 프로토콜이 없어 고민하셨다면, NSF로 문의 주십

시오. 

이 밖에도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NSF 홈페이지 http://www.nsf.org 를 방

문하시거나 NSF 한국 지사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NS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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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배
관
류

제품유형 관련규정 필수시험

수처리제
(음용수 처리용 화학품)
수도용 자재
(음용수와 접촉하는 배관 제품 및
부품 소재)
플라스틱 파이프, 피팅 제품
플라스틱 소재 및 기타 원료
그 외 플라스틱 파이프와 함께
사용 되는 다양한 관련 제품들
수도 꼭지, 밸브, 배관 설비 및
배관 비품, 금속 파이프
물 탱크 역류 방지기 등
Point of Use / 
Point of Entry (POU/POE) 정수기기 ; 
정수기, 증류기, 연수기, UV 등

수 장, 스파 및 물놀이 시설용 기구
및 제품

음료수, 먹는 샘물, 포장 얼음 등

NSF/ANSI Std. 60

NSF/ANSI Std. 61 
(Low Lead 적합성을 위한 Annex G 선택 가능)

NSF/ANSI Std. 14
(Low  Lead 적합성을 위한 Annex G 선택 가능)

UL1285
NSF/ANSI   Std. 61 Section 9 
(Low Lead 적합성을 위한 Annex G 선택 가능)
ASME,   CSA, ASSE, UPC 및 ASTM 규격
NSF/ANSI Stds:
42 : 정수기 - 심미적물질 정수 기능
44 : 연수기
53 : 정수기 - 인체유해물질 정수 성능
55 : 자외선 (UV) 정수 처리
58 : 역삼투압 (RO) 정수 처리
62 : 증류기
177 : 샤워 필터
P231 : 미생물 정수기능
CSA B483.1: 정수시스템 (캐나다 규격)
NSF/ANSI Std. 50
ASTM F2208,  ASTM F1346
ASTM F2387, ANSI/ASME A112.19.8
ANSI/ASME A112.19.17
UL1081; UL1563
가이드라인 (FDA, WHO 등)

재질 안전성 시험

재질 안전성 시험

재질 안전성 시험과
외관검사 및
제품 성능 시험

재질 안전성 시험과
제품 성능 시험

재질 안전성 시험과
제품 성능 시험 및
구조적 완전성 시험

재질 안전성 시험, 
구조적 완전성 시험, 
미생물 안전 시험, 
제품 성능시험 및
Claim 시험
안정성 시험



건설화성(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4-5 
한화손해보험빌딩 4층
T.(02) 591-2710 / F.(02) 591-2720
http://www.pepipe.co.kr   

대림프라스틱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63-3 
퇴계농공단지내
T.(033) 262-8337 / F.(033) 262-8334
http://www.pipeway.co.kr

(주)동원프라스틱
서울시 용산구 남 동 129-4 우리빌딩 5층
T.(02) 2039-0500 /F.(02) 2039-0510
http://www.dongwonpl.co.kr

브렌트유화산업(주)
서울시 광진구 능동 222-3
T.(02) 2058-2232 / F.(02) 2058-0329
http://www.brent.co.kr

(주)사이몬
서울시 등포구 당산동 2가 161-18
T.(02) 2068-0129 / F.(02) 2068-0139
http://www.esimon.co.kr

케이넷(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707호
T.(02) 868-4300 / F.(02) 868-4301
http://www.e-knet.co.kr

(주)한국PEM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환승주차빌딩 4층
T.(02) 6201-1600 / F.(02) 6201-1699
http://www.pemkorea.com

현대파이프PEK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20 
현대렉시온오피스텔 1414
T.(02) 2182-5230 / F.(02) 2182-5231
http://www.hdpek.co.kr

BOOTH No. C10-8
PE100 ASSOCIATION 소개

국내 최고의 폴리에틸렌 수도관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PE100 Association은 PE

80 Grade에서 기술적으로 일보 전진한 PE 100 Grade 제품의 개발을 통해 국내

배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직되었습니다.

각 업체별 부설연구소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최고 품질

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함은 물론 다수의 특허 및 정부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는

등 기술과 품질, 모두 검증된 조직입니다.

PE100 Association은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개

발, 그리고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국내 배관재 선두주자로써 항상 최고의 품

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NEP/NET 인증 ▶ 조달우수제품지정
▶ ISO 14001 : 2004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ISO 9001 : 2000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 KS M 3408-2 ▶ 우수단체표준 인증

제품및적용사례

1. PE100 수도관
▶ PE100 수도관은 전식, 부식이 없고, 관석이

생기지 않으며 무독 무취하여 위생급수에 획
기적인 배관재입니다.

▶ 특히 전식구역이나 해안지역에서도 내구성
이 대단히 좋으며, 내산, 내알카리성이 우수
하여 공업용수의 배관재로서도 적격입니다.

2. PE100이란?
▶ PE80, PE100이라 불리우는 것은 분자량 개념이 아닌 등급개념으로써, PE100은

MRS(Minimum Required Strength, 최소요구강도)값이 10MPa인 원재료입니다.
▶ 이 값은 PE파이프의 사용내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값이며, PE의 경우 수명을

50년을 기준으로 이 원재료가 얼마의 내압에서 견딜 수 있느냐의 척도입니다.

PE100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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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류

<송수관로(560호)>

<플랜트배관> <가두리양식장>

<농업용수관로> <화력발전소 공업용수관>

<심층수 취수배관(700호)><하수재이용시설 압송관로(800호)>

1) 상용압의 증가 2) 파이프 두께 감소

3. PE Grade 향상의효과

4. 적용사례

3) 비용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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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화성(주)
본사·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95-46
TEL.(041) 582-9700
FAX.(041) 582-9710

사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4-5 4층
TEL.(02) 591-2710 
FAX.(02) 591-2720 

http://www.pepipe.co.kr    
e-mail : pepipe@pepipe.co.kr

MESCO INC.
본사·공장
일본 오이타시 가수가우라 843-18
TEL.81-97-538-2274

사업부
일본 동경시 시미다구 킨시 3-2-1
TEL.81-3-5610-7850
http://www.mesco.co.jp
e-mail : ishikura-k@mesco.co.jp

BOOTH No. C6-4
회사소개

건설화성(KUNSUL)
1978년 설립 이후 최고 품질의 PE (Polyethylene) pipe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으로써 업계 최초로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 으며 수도, 하수, 전선, 가스 등

의 광범위한 사업범위에서 항상 최고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MESCO
일본 MITSUI GROUP 계열의 MESCO INC.는 각종 PE pipe의 설계, 개발, 제조는

물론 엔지니어링 부문에 이르기까지 배관업계 전반을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일본

내 최고의 PE pipe 제조사 입니다.

일본 전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Hi-Tech PE pipe의 개발과 제조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KUNSUL & MESCO
양국을 대표하는 두개의 기업은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08년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공동 프

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며 서로가 가진 Hi-Technology를 공유하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PE pipe 업계의 1등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인증및획득마크

건설화성(주) 
▶ INNO-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선정“A”등급 (제R6051-1630호)
▶ MAIN-BIZ(경 혁신형중소기업)선정(제100501-04755호)
▶ TL9000-H:R4.0/R4.0&KS Q ISO9001:2009/ISO9001:2008
▶ KS Q ISO 14001:2004 / ISO 14001:2004
▶ KS M 3408-2, KS M 3514, KS M 3500-1, KS M 3500-2
▶ KS M ISO 8085-2(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 KPS M 2009, KPS M 2018
▶ 우수제품인정서(제2009244호)

MESCO INC.
▶ ISO 9001:2008 JISQ9001-2008
▶ ISO 14001-2004 JISQ14001-2004
▶ OHSAS 18001-2007 JWWA인정공장 No.S-43
▶ 특허 No.3540205 (아라미드 섬유보강 PE관)

대표 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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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배
관
류

4. 신규격조임식이음관/ 융착이음관
▶ 공급규격 : 조임식 20A~110A / 융착식 20A~630A

5. WEETA
▶ 저스케일의 수도/소방/고압

배관용
▶ 내마모성, 내화학성, 경량,

유연성
▶ 150A이하의 관은 코일형태

로 공급
▶ 사용압력 : 20㎏f/㎠

6. GNGWA
▶ 동결방지 배관용
▶ 공급규격 : 50A~250A
▶ 사용압력 : 20㎏f/㎠

7. GNG
▶ 온수 및 폐열이용 배관용, 

지역냉난방 배관용
▶ 공급규격 : 25A~250A
▶ 사용압력 : 10㎏f/㎠, 

온도 : 95℃

8. WNG
▶ 해저배관용, 도서지역 식수공

급용
▶ 워터제트 펌프를 이용한 자동

매설/ 설치방법으로 시공비용
절감

▶ 공급규격 : 40A~250A
▶ 사용압력 : 20㎏f/㎠

1. IT식PE수도관
▶ 시공시간 최단축, 최고의 시공성, 완벽한 수
▶ 온도 변화에 따른 PE관의 신수축에도 완벽한 수 을 보장
▶ 공급규격 : 90~225A

2. 고강성PE 차수벽관 (환경신기술(Net)지정제157호)
▶ 반 구적 수명, 우수한 경제성, 동일중량 타관 대비 우수한

강성
▶ 관 내부로의 오·우수 유입 및 유출방지
▶ 공급규격 : 150A ~1500A

3. KP식/UKP식PE하수관
▶ 간편한 시공, 완벽한 수 , 신수축 문제해결, 부등침하에

강함
▶ 스토퍼 기능을 통한 관 이탈문제 해결, 볼트 이탈방지 턱으

로 풀림현상 차단
▶ 공급규격 : 150A ~4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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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일 환

본사·공장
경남 양시 초동면 명성리
2453번지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TEL.(055) 391-2750

(055) 391-2735
(055) 391-2736

FAX.(055) 391-2790

http://www.pepipe.co.kr
e-mail : chm3129@pepipe.co.kr

BOOTH No. C10-5
회사소개

We will server the users with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최고의 품질로서 수요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주)건화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유지와 고

객만족 최우선 경 이라는 방침으로 제품개발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건화는 최신 생산설비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PE수도관, PE하수관, 고강성PVC

이중벽관 및 부속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는 장인의 정신으로 고객만족과 친환경제

품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PE이중벽/차수벽/삼중벽관
▶ KP하수관(이중벽/삼중벽/차수벽)
▶ PE수도관 및 나사조임식/융착식 부속
▶ ISO PE수도관 및 ISO 나사조임식/융착식 부속
▶ 고강성PVC이중벽관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품질경 시스템 인증(QMS-2348)
▶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KS M 3600)
▶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KS M 3408-2)
▶ 한국플라스틱표준표시 인증(KPS M 2018)
▶ 한국플라스틱표준표시 인증(KPS M 2009)
▶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 취득
▶ KS A 9001:2001/ISO 9001:2000 인증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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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수도관
▶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HDPE원료를 사용한 PE수도관은 부식 및 전식

이 없고, 카본블랙을 함유하여 내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또한 (주)건화에서 생산한 이층관은 파이프 내면을 순수 폴리에틸렌으로 생산

하여 위생성을 더욱 향상시킨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수도관입니다.

▶ 제품의 용도 :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2. PE 하수관
▶ 차수벽관

기존 관의 제조과정 중 프로파일 중공부에 W자형 파형격벽을 내설하여 유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프로파일 내부의 구조적 안정화를 이루어
강성의 향상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이룬 신기술입니다.

▶ 이중벽관
PE이중벽관은 관두께의 내부가 사각 HOLE구조를 형성하며 단면이 격자형
중공 블록형태로 그 벽체가 I-BEAM 구조를 갖는 하수관으로써 지반침하 및
외부 하중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우수한 하수관거 배관 자재입니다.

▶ 복층벽관
관 단면을 십자형 3중벽 구조로 설계하여, 기존 이중벽관 대비2배 이상 강한
외압강도를 가지며 PE제품으로 내약품성과 내한성, 내마모성, 내후성 등이 우
수합니다.

3. KP식차수벽관/이중벽관/복층벽관
▶ 복스렌치 하나의 공구로 접합이 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합니다.
▶ 볼트와 너트 부분이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KP식(주철볼트, 너트) 

흙 등의 이물질로 인한 현장에서의 시공 장애를 해결하 습니다.
▶ 전기나 열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기후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 수도관에서 사용되는 고무링을 사용하여 완벽한 수 을 보장합니다.

4. 고강성PVC이중벽관
▶ 활하중에 의한 연집토압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으며 주름진 바깥쪽 면이

독립된 O-Ring형 구조(강성/수 등을 보장)합니다.
▶ PVC재질로 중량이 가벼워 운반, 취급, 설치가 용이합니다.
▶ EPDM 고무링을 사용하여 내수성이 뛰어납니다. 

(내화학성, 내염소성, 내오존성 등 공인된 제품)
▶ 안쪽벽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상으로 하자 부위의 확인이 쉬워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 수 성 보장으로 지하수 유입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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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유 경 열

본사 및 공장, 연구소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850
TEL.(063) 532-9961
FAX.(063) 532-9962
고객센터 : 080-700-9961

업본부, 서울사무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21-4 태정타워9층
TEL.(02) 401-4971  
FAX.(02) 401-4975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수기동 23-2 제일오피스텔 1801호
TEL.(062) 951-9961
FAX.(062) 951-9595

전북사무소
전북 정읍시 하북동 850
TEL.(063) 536-9961
FAX.(063) 536-9963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244-1 미진빌딩 201호
TEL.(051) 851-3068
FAX.(051) 868-0290

대전사무소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6-9 홍인오피스텔 1507호
TEL.(042) 828-7070
FAX.(042) 828-7072

대구사무소
대구 서구 비산7동 1635-1 뉴빅빌딩 11층 1201호
TEL.(053) 351-6391~2
FAX.(053) 351-6393

http://www.goleepipe.co.kr 
e-mail :  goleepipe@goleepipe.co.kr

BOOTH No. C6-7
회사소개

(주)고리는 20여 년간 최고 품질의 내충격 수도관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회사로

서, 자체 기술연구소의 축척된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강하고 안전

하며 편리한 제품의 개발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땀의 1차적인

결과로 HI-3P 내충격 수도관과 HI-3R ABS 이음관, HI-GP 덕타일 이음관을 개발

하 고, 최근에는 위생 안정 성능이 탁월한 HI-3P S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을 출시

하 습니다. 

또한, 제품의 뛰어난 기술과 품질, 인체안전성을 인정받아 NSF 미국국가위생국규

격을 국내 업계 최초로 획득하 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3자단가 계약

물품이 됨으로서, 제품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리는 이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업계의 선두 주자답게 모든 국민에게 깨끗

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더욱 전념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빠르고 확실한 고객만족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HI-3P S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 ▶ HI-GP 덕타일 이음관
▶ GIS HI-3P 관로탐사용 내충격 수도관 ▶ HI-3R ABS 이음관
▶ HI-VAN (3중벽구조)내충격 하수관 ▶ HI-VAN 내충격 이음관
▶ GIS HI-VAN 관로탐사용 내충격 하수관 ▶ HI-VAN 오수받이
▶ CPVC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인증및획득마크

▶ KS M 3401, KS M 3404, KS M 3368 ▶ 우수단체표준 KPPS M 107, M 306
▶ NSF 14 미국국가위생국규격 인증 (NSF)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조달청)
▶ K마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우수품질보증업체(Q마크) 인정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마크(S마크) 인정 ▶ 신기술인정 (NT마크)
▶ 국산신기술 인정 (KT마크)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 ▶ ISO 9001 : 2000 품질경 시스템
▶ 우수단체표준 표시인증 ▶ ISO 14001 : 2000 환경경 시스템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소방산업기술원) 

(주)고리가 이어가는 깨끗한 물길-
인류와 자연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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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HI-3P S 삼중벽내충격수도관 배
관
류

2. GIS HI-3P 관로탐사용내충격수도관

▶ 규격 - 직관 : 50~400㎜ / 편수칼라관 50~400㎜
▶ 특징
- 삼중 구조로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인장강도와 내수압성이 뛰어
납니다. 

-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쉽고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수도관으
로, 3m 이내 매설관로측정 시 오차허용 범위 평면 ±20㎝, 심도
±30㎝ 이내로 높은 탐지 성능을 발휘합니다.

- 4개 선이 독립적으로 절연체에 도포되어 있어서 선의 일부가 손
상되더라도 관로탐지가 가능합니다.

- 원터치 결합방식과 접착제가 도포된 선을 적용하여 시공이 쉽고
빠릅니다. 

- 연결부분에 열수축튜브를 장착하여 수분에 의한 부식 및 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 습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구매가 편리한 연간 단가계약(3
자 단가 계약) 제품입니다.

구 분 규 격
소켓

플랜지소켓
90°엘 보
45°엘 보
221/2°엘보
111/4°엘보
레듀셔

플랜지 레듀셔
플랜지티

소켓 플랜지티
마감캡
정티
이경티
밸브소켓

급수전용소켓

16㎜ ~ 400㎜
50㎜ ~ 400㎜
16㎜ ~ 300㎜
16㎜ ~ 400㎜
40㎜ ~ 400㎜
75㎜ ~ 400㎜

20×16㎜ ~ 400×350㎜
100×75㎜ ~ 400×300㎜
100×75㎜ ~ 400×400㎜
75×75㎜ ~ 400×100㎜

16㎜ ~ 400㎜
16㎜ ~ 400㎜

20×16㎜ ~ 400×300㎜
16㎜ ~ 65㎜
16㎜ ~ 20㎜

▶ 규격 - 직관 : 16~400㎜ / 편수칼라관 50~400㎜
▶ 특징
- 국내 최초, 최고의 삼중벽구조 내충격 수도관으로 최신 특허
소재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합니다

- 수도관의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서부터 수도관과 고무
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NSF 인증을 국내 업계 최초로 획득함
으로써 위생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외부노출이나 장기간 보관 시에도 쉽게 물성이 저하되지 않으
며, 전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도 적합합니다.

- 장기항균효과가 탁월한 항균제를 사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하여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강력한 항균 효과를 발휘하므로 안심.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구매가 편리한 연간 단가계약
(3자 단가 계약) 제품입니다.

▶ 특징
- 부식방지를 위해 내 외면에 에폭시 분체도장을 하여 부식과 전
식을 완전히 차단함으로 내식성이 탁월합니다.

- 이탈방지 기능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관의 후방이탈이나 누수
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 누수와 후방이탈 방지 기능이 단 한번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합니다.

- 기존에 설치된 타종관과도 호환성이 높으며 작업이 용이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므로 경제적인 배관재입니다.

▶ 규격

3. HI-GP (수도용내충격성) 덕타일이음관

구 분 규 격
소켓

플랜지소켓
90°엘 보
45°엘 보
221/2°엘보
111/4°엘보
레듀셔
마감캡

마감플레이트
정티
이경티
밸브소켓
급수소켓

16㎜ ~ 200㎜
75㎜ ~ 200㎜
16㎜ ~ 150㎜
40㎜ ~ 200㎜
50㎜ ~ 200㎜
50㎜ ~ 200㎜

20×16㎜ ~ 200×150㎜
16㎜ ~ 40㎜
50㎜ ~ 200㎜
16㎜ ~ 200㎜

20×16㎜ ~ 200×150㎜
16㎜ ~ 65㎜
16㎜ ~ 20㎜

▶ 특징
- 합성수지인 ABS재질로 녹과 이물질의 발생이 전혀 없으며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 이탈방지용 Clamp의 사용으로 수도관의 후방이탈을 방지하여,
노출배관이나 부등침하가 심한 곳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

- 고무링의 구조가 유체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수 효과가 뛰어나
며 수압에 대단히 강합니다.

- 중량이 가볍고 Cap 조임방식으로 되어 있어 시공, 수송, 보관 등
이 쉽고 간편합니다.

▶ 규격

4. HI-3R (수도용내충격성) ABS 이음관



152 2011 WATER KOREA

대표 이 종 철

본사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437번지
TEL.(052) 228-7500
FAX.(052) 228-7550

http://www.kukil.com  
e-mail : kukil@kukil.com

BOOTH No. C6-2
회사소개

인간,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1982년 산업설비용 제품인 Sealing 제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자체 생산

에 의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자 설립하여 국내 Sealing 산업을 개척, 발전시

켜 왔으며 1991년 법인 설립과 1998년 3,000여 평의 신축공장에 생산설비를 확대

재정비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 고, 사명변경, 조직 편제의 재정비 및 신규사업

개척 등의 부차적인 작업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ealing 제품 전문업체로서 동종업체 최초로 ISO9001과 API SPEC 6A규

격을 인증 받았으며, 신기술 실용화 대상 대통령 표창,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 모

법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 대한민국 기술대전 동상,

INNO-BIZ기업 선정, 로벌스타벤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발판으로

국내외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Sealing 기술의 Know-How를 바탕으로 가스켓, 팩킹 뿐 아

니라 상·하수관용 커플링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

(LS 환봉연결구), BTL SUS BAND, LS 분기구, 보수용 클램프 등을 자체 개발하여

환경신기술 지정?검증서, 조달우수제품인증서, 성능인증 획득 등 공인 기관으로

부터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가스켓(GASKET)
▶ 패킹(PACKING)
▶ 커플링(COUPLING)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
▶ API, EM, PL인증
▶ 성능인증
▶ 환경신기술
▶ 조달우수제품인증 획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0여건의 지적재산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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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LS 환봉연결구(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 하수관 연결용 COUPLING.
▶ 비융착식 공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신속하다.
▶ 물이 고인 곳 또는 우천 시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 각종 관로공사 하수/오수/우수관 연결 시 적용이 가능하다.
▶ 특허, 환경신기술,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획득 제품.

2. BTL SUS BAND
▶ 비융착식 하수관 연결용 COUPLING.
▶ 민간자본유치사업(BTL), 택지조성공사 등 각종 관로공사 하수/오수/우수관

연결 시 적용이 가능하다.
▶ U-ANGLE과 T-BOLT 적용으로 내구성 및 체결성이 우수.
▶ 특허 등록 제품.

3. LS 분기구 (분기관연결구)
▶ 하수/오수/우수관 등 각종 관로공사 시 분기용.
▶ 비융착식 조임공법 적용으로 시공이 간편하며, 신속하다.
▶ PE관, DC관, PVC관, GRP관 및 PCF관 등 다양한 관종 적용.
▶ 좁은 굴토 폭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 특허,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 제품.

4. 보수용클램프 (REPAIR CLAMP)
▶ 파이프의 작은 파공, 균열, 깨진 부위 등의 보수용 CLAMP.
▶ 비융착식 공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누수 부위에 즉시 시공.
▶ 강관, 주철관, 흄관, PE관 등의 상·하수관, GAS관에 적용.
▶ 설비 교체 비용 절감 및 시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큼.
▶ 실용신안,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 제품.

5. 중압용커플링 (MEDIUM PRESSURE COUPLING)
▶ 상수관, 하수관, GAS관, 선박라인, 공업라인 등의 연결 및 보수용 COUPLING.
▶ 비융착식 공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신속 시공 가능.
▶ 최대 20㎏f/㎠의 고압 라인에 사용 가능.
▶ 설비 교체 비용 절감 및 시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큼.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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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한거희, 정재원

서울사무소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3가 2-21 우성타워 13층
TEL.(02) 475-8811
FAX.(02) 485-0808

중부지사
대전 동구 용전동 21-3 종근당빌딩 6층 603-2호
TEL.(042) 672-1500 
FAX.(042) 672-3400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3 
TEL.(033) 734-6001 
FAX.(033) 734-6000

남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9-2 2층
TEL.(051) 512-5833 
FAX.(051) 512-4633

호남지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946번지
107동 208호
TEL.(062) 610-5566~5563
FAX.(062) 610-5562

원주공장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8
TEL.(033) 734-6001
FAX.(033) 734-6000

나주공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175-12(동수오량 농공단지 내)
TEL.(061) 333-6071
FAX.(061) 331-6073 

http://www.nuvotec.co.kr

BOOTH No. C10-5
회사소개

IMAGINE OUR NEXT GENERATION
이름을 건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약속입니다!
㈜뉴보텍은 1990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 배관재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연
구개발 및 친환경기술제품 및 공법보급에 주력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토목라이프
라인 컴퍼니입니다. 도전과 혁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를 바탕으로 국내 배관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상·하수도 TOTAL SERVICE’
를 목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강성PVC이중벽관과 HDPE이중벽관을 개발·보급에 주력
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U트랩형 PVC오수받이(MEGA
오수받이)를 최초로 개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후에도 고강성PVC이중벽관을 더욱 진화시킨‘일체형고강성PVC이중벽관’을
개발하여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하 고 MEGA소형맨홀을 개발하여 현재 BTL
사업 등에서 호평을 받는 등 하수관거TOTAL시스템을 구축하 습니다.
친환경 신기술기업 뉴보텍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일본의

‘세키스이화학 (SEKISUI CHEMICAL)’과의 술제휴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고도의
내충격성을 자랑하는 신개념 공중합내충격PVC수도관인‘ESLON NV PIPE’를
출시하여 상수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의 플라스틱 침투?저류조를 통한 빗물관리시스템인‘ESLON
RAINSTATION’을 출시하여 시장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비굴착 상하수도
관거 전체보수공법인 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공법을 도입하여 현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하수도관거업계의 선두 기업으로서‘뉴보텍을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환경토목라이프라인 컴퍼니’로의 변모를 통하여 세계적인 환경기업으로 거듭나
기 위하여 오늘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신제품, 신공법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하수관 : 고강성PVC이중벽관, 일체형고강성PVC이중벽관, HDPE이중벽관, 
내충격PVC하수관

▶ 상수관 : ESLON NV PIPE(HI-VP), ESLON LJ SERIES, ESLON 벨그립
▶ 빗물관리시스템 : ESLON RAINSTATION ▶ 소형맨홀 : MEGA소형맨홀
▶ 비굴착관거보수공법 : 하트-SPR공법 ▶ 오수받이 : MEGA오수받이

인증및획득마크

▶ KS (고강성PVC 이중벽관, VG관, FC관, 수도관(ESLON NV PIPE))
▶ NT (고강성PVC 이중벽관, 고강성PVC 이중벽관 제조기술)
▶ EM, CE (고강성PVC 이중벽관 제조장치 - CORRUGATOR)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ISO 9001, ISO 14001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일체형고강성PVC 이중벽관 / Mega오수받이 / 

ESLON NV PIPE / GIS용 내충격 PVC 수도관)
▶ 우수제품 GQ마크(일체형 고강성PVC 이중벽관 / Mega 오수받이 / ESLON NV PIPE)
▶ 환경신기술 지정·검증 (일체형고강성PVC이중벽관)
▶ 성능인증서(빗물 저장 침투조)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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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배
관
류

(HI-NVP 내충격 수도관)

(ESLON NV PIPE)

■ 상수관 [ ESLON NV PIPE] [HI-VP 내충격수도관 ]   
▶ 국내 최초 공중합PVC관 : PVC수지와 내충격보강재의 나노화학결합
▶ 기존제품의 2배 이상의 내충격 성능 발휘
▶ 기존제품의 4배 이상의 접착 성능 발휘
▶ 파괴수압 최대 150㎏f/㎠이상
▶ 차별화된 확관 가공기술로 완벽한 누수요인제거
▶ 스러스트 방호가 필요 없는 주철제 부속

■ 빗물관리시스템 [ ESLON RAINSTATION ]
▶ 빗물조절능력이 탁월함.
▶ 경량플라스틱으로 시공성이 월등함.
▶ 경사재 적용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 반 구적인 장기 내구성.

■ 비굴착상하수도전체보수공법 [하트-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공법]
▶ 땅을 파지 않는 비굴착 기계화시공 가능.
▶ 신관보다 더욱 강한 관으로 갱생.
▶ 수중시공 가능.
▶ 곡관과 장거리 시공에도 대응가능.
▶ 제관과 몰탈 주입을 동시 가능 (시공성 향상)
▶ 완벽한 수 성과 내약품성.

■ 하수관
▶ 환경신기술 인증
▶ 별도의 소켓이 필요 없는 관대 관 연결의 원터치 시공으로 수 성 증대
▶ 부속 자재의 간소화로 시공성 우수
▶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의 이탈을 극소화
▶ 본체의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결부위 취약성극복

▶ 트랩 내장형
- 트랩내장형으로 시공성이 우수
- Inlet캡 구조 개선으로 슬러지 이물질 잔류 방지
- 가변형 Inlet 연결방식에 따른 시공 편의성 증대
- 수평 바닥 구조로 현장 시공성 우수

▶ 신형
- U트랩과 인버트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더욱 컴팩트한 오수받이
- 전체 연결부는 체결이 용이한 조임 너트형으로 개발
- 가변 이음부를 구비하여 다양한 현장 시공 대응

Mega 오수받이

<트랩 내장형> <트랩 내장형(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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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홍 성 돈

업·물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28-4
TEL.(031) 981-6400
FAX.(031) 981-7675

김포공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37-3
TEL.(031) 984-6401
FAX.(031) 984-6477

제천공장
충북 제천시 왕암동 955-2
TEL.(043) 648-9171
FAX.(043) 648-9175

서울사무소 (PE복합강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3-5 
광일B/D 3F
TEL.(02) 2216-2289
FAX.(02) 2216-2298

http://www.dongyangbend.com
e-mail : dyspe@hanmail.net 

BOOTH No. C2-4
회사소개

환경과 고객을 중시하는 기업 (주) 동양벤드
(주)동양벤드는 1998년 설립 후 철, 스테인리스 용접 무용접식 관이음쇠 및 조인

트 전문 생산 업체로서 선박, 석유화학 플랜트, 화력 발전, 그리고 일반 종합건설

등 전반적인 배관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KS, JIS, 선급인증 (8대 선급),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UL, FM인증

등을 획득하여 국내외 소비자로부터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

다.

다변다각화 되어가는 지금의 건설현장은 배관 분야 역시 끝임 없는 신기술과 신

제품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동양벤드에서는 2005년부터 그부브드조인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점차 그

점유율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PE복합강관은 깨끗한 환경, 인류 건강을 모토로 녹슬지 않는 배관시

스템 제조기술에 전념하여 대한주택공사, 국방부, 조달청, 한국수력원자력, 친환

경상품진흥원 등의 정부공인 기관과 삼성,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등의 기업들

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각 산업계와 유체 순환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철 용접, 무용접 관이음쇠
▶ 스테인리스 용접, 무용접 관이음쇠
▶ 무용접 덕타일 피팅 및 커플링 일체
▶ 친환경 PE복합강관

인증및획득마크

▶ KS B 1522
▶ KS B 1541
▶ KS B 1543
▶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 JIS B 2311표시 인증마크
▶ JIS B 2313표시 인증마크
▶ 친화경마크
▶ Q마크

▶ 선급인증
- KR
- GL
- DNV
- ABS
- BV
- RINA
- LR
- CLASS NK

(주)동양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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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동양벤드 관이음쇠(용접형 관이음쇠 및 무용접식 그루브드 조인트)는 최상의 배관자재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생산된 제품을
친절한 서비스 (service), 철저한 품질관리 (quality), 다양한 규격별 재고 보유(inventory)로 차질 없는 납기(delivery)를 통해 일반
건축, 산업 plant, 그리고 선박용 등 여러 분야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친환경PE 복합강관
▶ 친환경 PE복합강관은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융착방식으로

제조된 파이프로 일체의 박리현상이 없으며, 최상의 위생성과 반 구적인 수명이 확보되며
급수용 뿐만아니라 냉·난방배관, 해수·폐수 처리 배관, 화학배관, 토목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1) DY-ES (건축용)

- 건축용 DY - ES /  PLL(Polyethylene Laminated Lining) Pipe
- 건축용 배관으로 아연도강관 내부에 PE관 삽입형 융착 구조로서 급수·급탕관,  
냉·난방배관, 해수·폐수처리배관, 플랜트, 화학약품 배관 등에 사용됩니다. 

-  생산 규격 : 15A ~ 200A / 향후 600A까지 생산 예정
(2) DY-ED (토목용)

- 토목용 DY - ED / PE-Covered PLL(Polyethylene Laminated Lining) pipe
- 아연도강관의 내/외부에 PE관이 융착된 구조. 지중매립시 배관외부부의 부식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외면을 PE로 라이닝한 제품으로서 지중매설용(상수도) 배관,
토목관 등 외부부식방지를 요하는 부분에 사용됩니다. 

-  생산 규격 : 15A ~ 200A / 향후 600A까지 생산 예정

4. PE복합강관연결부속
(1) 나사식 C-CORE 이음관 (소구경 50A이하)

- C-core Fittings / Screw-Type Fittings for General Use
- C코어 이음관은 내부에 코어가 들어있어 유체가 금속부에 닿지 않아 부식과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 권장 규격 : 15A ~ 50A (100A까지 생산)
(2) 토목용 CD 코어 (소구경 50A이하)

- CD-core Fittings / Screw-Type Fitting for Civil Works
- C-코어 이음관과 동일하게 되어있고 지중매립시 피팅 외부와 나사부의 부식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외면을 PE로 라이닝한 제품입니다. 

- 권장 규격 : 15A ~ 50A (100A까지 생산)
(3) PE 라이닝 그루브 조인트 (대구경 65A이상)

- PE라이닝 그루브드 조인트
- PE라이닝 그루브드조인트 이음관은 내외면에 PE라이닝 처리를 하여
기존 그루브드조인트 이음관의 위생성과 내식성을 보강한 제품입니다. 

- 권장 규격 : 65A ~ 200A (50A부터 생산)

배
관
류

<그루브 피팅 & 커플링><용접용 피팅> <스테인리스 피팅>

1. 용접용피팅
▶ 철 용접 관이음쇠 - 용 도: 건축배관용, 산업 플렌트용, 선박용
▶ 스테인리스 용접 관이음쇠 - 용 도: 건축배관용, 산업 플렌트용, 선박용

2. 무용접피팅 (그루브조인트피팅& 커플링)
▶ 철, 스테인리스, 덕타일 무용접 피팅 및 커플링일체 ▶ 용 도: 소화설비, 급수급탕, 냉.난방

<DY-ED (토목용)>

<DY-ES (건축용)>

<PE라이닝 그루브드 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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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 해

본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960-1
TEL.(061) 852-9988 
FAX.(061) 852-9986

http://www.dwcsp.com  
e-mail : dw9988@lycos.co.kr

BOOTH No. C10-7
회사소개

피복파형강관의 보물창고!
고객의 발전과 신의를 중요시하는 이념으로 창립이래 내실 경 을 토대로 점진적

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백년이상 사용되

어온 파형강관 제품을 생상 공급함으로 간편하고 안전하며, 가장 경제적인 배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실적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국내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트랜드

인 친환경, 우수한경제성, 우수한내구성을 지닌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파형강관
▶ PE피복파형강관
▶ IS 파형강관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한국표준협회)
▶ 품질경 시스템인증 (국제표준인증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확인 (중소기업청)
▶ 조달우수제품인정 (조달청)
▶ 유망중소기업지정 (전라남도)
▶ 특 허

- 이중구조를 갖는 파형강관
- 합성수지피복파형강관
- 파이프연결구
- 철판표면에 폴리에틸렌 시트를 융착하는 방법 및 그 장치
- 연결구를 갖는 합성수지 파이프

▶ 실용신안
- 캡을 구비하는 이중벽관 장치
- 캡을 구비하는 파형강관 장치
- 폭이 넓은 고장도 프로파일을 이용한 합성수지관의 성형장치
- 관결합장치
- 결합각도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플랜지 타입의 가스켓을 갖는 이중벽관 장치

동원철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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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PE피복파형강관 (조달청내자3자단가계약물품 : PD-1RS)    
▶ PE피복파형강관은 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06)에 요철성형공정에서 격자무늬로 요철성형공정을 하여서 접착력을 향상시킨

후 고내식성 폴리에틸렌필름을 고주파유도가열공법으로 내면 또는 양면을 융착피복시킨 제품으로 오폐수관, 하수관, 간척지
등에 적합한 제품이며, 기존 파형강관의 뛰어난 외압강도와 경제성, 긴 내구수명, 간편한 시공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을 획기적
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다.

2. IS 파형강관
▶ IS파형강관은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외부의 파형강관과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복합수지라이너(FRP)를 내

부에 고정시킨 이중구조의 관으로서 어떠한 수질조건 및 환경조건에서도 완벽한 수 성과 염류, 황화수소 가스, 산류 등에 우
수한 내화학성을 지닌 오·하수관이다.

▶ 우수한 강도
- 일정한 주름과 락심(Lockseam)으로 외압강도 우수
- 가요성관으로 하중이 관 주위에 등분포되어 내하력이 배가
- 뒷채움의 토층링이 구조물로써 활하중 반력 작용
- 내부층의 복합수지 라이너의 반발력으로 5%변형시 허용 외압 증가.    

▶ 통수성과 수 성
- 이중구조체인 IS파형강관은 조도계수(0.011~0.021)를 획기적으로 개선(0.010)함으로써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간 사용
해도 문제가 없으며, 내관과 일체형인 플랜지 타입으로 완벽한 수 성과 현장여건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함.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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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동 규

본사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138-2 
부산테크노파크 206호
TEL.(051) 265-9820
FAX.(051) 265-9821

공장
충북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234-1
TEL.(043) 544-3553  
FAX.(043) 544-3443

http://www.durachemie.com

BOOTH No. C2-14
회사소개

듀라케미(주)는 특수 코팅제 개발, 제조, 시공업체 입니다. 전신인 (주)금호인터내
셔날은 1990년 설립이래 CHEMICAL 분야에서 세계 최고품질의 제품개발 및 안
정적 공급에 성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듀라케미(주)는 고객만족, 품질 제일주의를 지향하여 제품별 품질보증제도(ISO
9001:200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COATING제,
GROUNTING제, LINING제, UREATHANE  PAINT, EPOXY PAINT 미끄럼방지
제(신기술 제344호), 저마찰형 방오도료 (실기술 제180호), 각종 ANTI-
CHEMICAL COATING제, LAPPING COMPOUND, 금속보호제등 개발 및 발전
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의 광역화와 조 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 통신뿐
만 아니라 상·하수도와 같은 관설비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그에 따른 관 시설의
노후에 따라, 점차 토양, 지하수 오염과 수송 조건의 악화로 새로운 관 시설 및 관
재료 개발이 중요시 되어졌습니다. 기존 제품에서의 관내면의 부식과 그 부식으
로 인한 오염, 유체이송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지니
는 새로운 코팅소재의 개발이 요구되어‘방오성을 부여한 유기규소 폴리머 코팅
강관, 흄관’신제품 인증(NEP)을 받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듀라케미(주)는 이 보금 자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온 것임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변화와 개방의 21세기는 신기술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더 큰 가능성의 세계로 전
진해 나갈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DURASKID-ROAD (미끄럼방지포장재) ▶ DURA-BIKE (자전거도로)
▶ UREA-FLOOR (주차장 바닥재) ▶ DU-SLIP (저마찰방오도료)
▶ AN-STICKER (광고 부착방지 특수도료) ▶ OSC-SLIP (유기규소폴리머 코팅 흄관)
▶ OSS-SLIP (유기규소폴리머 코팅 강관)

인증및획득마크

▶ 지적재산권 현황 : 특허등록(저마찰형 방오도료외 26건)
실용신안 7건, 상표등록 : 7건
특허출원(15건, 출원준비중)

▶ 인증현황
- 조달우수제품 : 조달청 조달우수 제품인증(DURA-SKID, DU-SLIP, DURA-BIKE)
- 신기술인증(NET) : 건설교통부 신기술제344호(미끄럼방지포장재)

과학기술부 신기술제180호(저마찰형방오도료)
- 신제품인증(NEP): 지식경제부“방오성을 부여한 유기규소폴리머 코팅 강관, 흄관”

▶ 품질기술인증현황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경 혁신형중소기업, 품질보증지정업체. 
- 수출유망중소기업, 부산광역시선도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듀라케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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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류

1. 유기규소폴리머코팅도료의특징
▶ 내마모성 기술

- 도료가 가지는 자기 마모성을 배제한 도료기술로 일반 에폭시 3배나 우레탄 도료 5배이상의 기술을 가짐으로 내구연한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 부착성 기술
- 구조물 벽체와 도료의 일원화하는 기술로 도료와 구조물과의 부착성 기술을 보유한다.  

▶ 내후성 기술
- 촉진내후성 및 수명예측기술을 통해 도료가 가지고 있는 수명연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보유한다.

▶ 저마찰형 기술
- 높은 표면접촉각을 가짐으로서 방수성능 및 방오성능을 가지며, 표면 슬립성이 높음으로써 폭압에 따른 압력분산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술

▶ 친환경성 기술
- 도포 시 무용제형 도료 배합기술로 휘발성 물질(V.O.C)함유량이 0%이며, 실내 코팅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박테리아 성장억제를 막는 친환경소재 도료기술 개발

▶ 시공성 기술
- 주제A액과 경화제 B액의 고압분사방식으로 시공이 빠르며, 도료가 가지는 특성 초속경화로 수분내에 가사경화가 오며, 
가동경화 4시간내에 이루어지는 도료 기술 및 하 -50도 ~  200도의 내열안전성 가짐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한 기술

2. 제품소개
▶ OSC-SLIP(유기규소폴리머 코팅 흄관)

- 유기규소 폴리머 피복형성으로 방오성이 뛰어나며 환경친화적임.
- 콘크리트 구조물과 접착력 증대 및 부식억제와 마찰 저감성으로 유체수송비절감
- 내방오성이 뛰어나 미생물에 의한 관내 부식 및 세균증식 억제로 수질개선
- 기존 하수관보다 40%이상 예산절감 효과
- 수명연장효과(20년이상 콘크리트 보다 2배이상효과)

▶ OSS-SLIP(유기규소폴리머 코팅 강관)
- 유기규소 폴리머 피복형성으로 방오성이 뛰어나며 환경친화적임.
- 철구조물과 접착력 증대 및 부식억제와 마찰저감성으로 유채수송비 절감
- 내방오성이 뛰어나 미생물에 의한 관내 부식 및 세균증식 억제로 수질개선
- 기존강관에 방식 성능대비 30%이상 우수
- 빠른 경화에 의한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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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9-4 성원빌딩
TEL.(02) 480-3807 
FAX.(02) 480-3951

공장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84-1 
TEL.(031) 799-6600 
FAX.(031) 799-6601

http://www.refreshsystem.co.kr       

BOOTH No. C6-3
회사소개

리플래시기술(주)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분야에서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을 통

해 기술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에 전력하는 회사로, 기존의

기술적 기반이 취약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회사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둔 경 마인드와 직원들

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다수의 특허 및 신기술지정(330호, 171호, 577호),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인 INNO-BIZ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 577호는 부착특성의 향상을 위한 접착보강핀을 설치 후 중

성화, 염해, 동해 및 화학적 부식 등과 같은 열화원인에 대응하여 파인플라이애시

및 세라믹섬유를 혼입한 모르타르를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로 RC 구조물을

방식보수하는 공법이며, 기존의 노후화된 관거의 재구축 공법인 신기술 171호

(RPR공법)공법은 타 공법이 접근할 수 없는, 즉 교통장애 등에 의해 개착(Open

cut)이 어려운 대단위 암거 및 관거(상.하수도) 구조물을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신

속하게 신 구조물 이상으로 강도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시설물유지보수분야에서도 맹활약하는 전문

기술개발회사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법소개

1. 관거재구축공법 (RPR공법, 환경신기술검증92호·지정171호)
▶ 하수관거재구축공법인 RPR공법은 소구경(600㎜)에서 초대구경관(5,000㎜)까

지 갱생이 가능하며 특히 타 공법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구형(矩形),마제형(馬蹄
形), 계란형(鷄갻形), 석축단면 등 어떠한 단면형상에도 갱생이 가능한 공법임.

▶ 공법의 개요
- RPR공법은 기존관로내에서 경질염화비닐재를 스파이럴상으로 결합하면서 제관
하고 기존관로와 갱생관(제관한 관)의 사이에 RPR모르터를 충전하여 기존관로
와 일체화된 강고한 복합관으로서 갱생하는 공법

▶ 시공순서

인증및획득마크

▶ INNO-BIZ 기업선정 ▶ NET 인증 / 기술검증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 중소기업청 성능 인증
▶ 특허등록 9종 ▶ 실용신안등록 6종

리플래시기술 (주)
REFRESH TECHNOLOGY Co., Ltd.

관내 세정 제 관 RPR모르터주입 마무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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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의 특징
-  하수공용 중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  시공길이와 경사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  좁은 맨홀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다. -  균열이 발생한 기존관도 약 1.5배 이상의 강도복원이 가능하다.
-  원형 관뿐만 아니라 구형 및 마제형까지 단면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다.
-  하수관로의 단차, 곡선관로에서의 시공이 가능하다.

▶ 원압식 제관방식
-  원압식 제관기를 기존에 설치된 맨홀내에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된 드럼에 감

겨있는 프로파일(경질염화비닐제의 대상(帶狀)재료)을 제관기로 보내고 프
로파일을 나선원통형으로 제관하면서 기존 설치 관내에 회전 삽입한다.

▶ 원자주식 제관방식
-  자주식 제관기를 기존에 설치된 맨홀내에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된 드럼에서

연속적으로 프로파일(경질염화비닐제의 대상(帶狀)재료)을 제관기로 보내고
제관기는 기존 설치관내에서 프로파일을 나선상으로 자동으로 전진하면서
제관한다.

▶ 자유단면 RPR공법
-  구형(矩形), 마제형(馬蹄形), 계란형(鷄갻形), 석축암거 등 모든 단면형상에 대하여 갱생하는 공법이다. 기존 설치관내에서 가이드

프레임에 따라 자주식 제관기의 롤러가 회전하면서 기존 설치관내를 자동으로 움직이며 프로파일(W형 또는 U형 스틸보강재병용)
을 소정의 단면으로 형성시킨다.

2. 구조물의방식보수기술 (에코플래시공법, 신기술제577호)
▶ 공법의 개요

-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단면에 삽입핀과 사각의 메쉬형 접착보강구조물이 결합된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보수콘크리트의 균열이나 들뜸을 억제하 으며, 건식 압
송장치로 모르타르 재료를 이송하고 노즐에서 압축공기와 물이 공급되는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으로 분사함으로써 이송
거리를 증대시키고 재료분리 현상을 저감시킨 콘크리트 단면보수 공법이다.

▶ 시공 순서

▶ 시공 개요도

배
관
류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치핑 고압수세정 ERH-PIN 설치 철근 녹 제거 철근방청처리 ERH-M 모르터 충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하수시설 교량구조물 지하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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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TEL.(041) 751-3100
FAX.(041) 751-2787

업본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6 
한신사이룩스 서관2층
TEL.(02) 3143-7007 
FAX.(02) 3412-0940

광주 업소
광주시 북구 동림동 900-12
TEL.(062) 513-3418
FAX.(062) 513-3270

http://husonmirai.co.kr      
marinewh@hanmail.net

BOOTH No. C6-6
회사소개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 HUSON에게!
1990년 창업이래 지금까지 당사는 각 배관자재 분야에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당사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깨

끗한환경을 우리후손에게”란 목표로 전직원이 하나로 뭉쳐 제품 하나하나에 정

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친환경적인 신소재 원재료의 개발과 기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상·하수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NANO 내충격 PVC 수도관(HI-NP)
▶ 실란 내충격 PVC 하수관(HI-SP)
▶ NANO 내충격 오수받이, 점검구, 소형맨홀
▶ 하수도용 이형관(가변곡관, 조임형소켓, 분기관)
▶ 수도용 OKP JOINT

인증및획득마크

▶ KS M 3401 등 3종
▶ ISO9001,14001 인증
▶ NSF 인증
▶ 조달우수제품인증 3종
▶ K 마크 4종
▶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 우수단체 표준 4종
▶ 특허등록 4종
▶ 실용실안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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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NANO 내충격수도관
▶ 세계 최고권위의 미국국가위생국NSF) 인증으로 제품의 용출기준강화 독성

물질 178개에 대한 내식성 및 내수압기준 2000시간 강화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 습니다

▶ NANO 기술이 가미된 복합신소재원료로 생산되어 기존의 내충격수도관보다
인장강도 압축하중이 월등한 제품으로 내후성이 우수하며 충격에 강하며 깨지지 않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경제적입니다. NANO 내충격수도관은 강관 및 주철관에 비해 경량이어서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
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내화학성과 내부식성이 뛰어나 해안매립지 해수지대 화산지대 쓰레기매립장 등 전식우려지역에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 림방지 가이드링이 있어 관삽입 연결시 고무링에 접히는 현상이 없습니다.

4. NANO 내충격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

키기전에 설치하는 물받이로 생활하수 (주방, 욕실)
와 화장실의 분뇨 등을 한군데 모아서 배출시키는
제품이며 본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
이 있는 제품입니다.

배
관
류

2. OKP JOINT (수도용이형관)
[특·장점]
▶ 시공성

- 제품(ASS’Y)상태로 분해없이 관 접합을 하는 방식 - 관 접합시 저항감없이 손으로 쉽게 삽입 및 탈거가 가능
- 부속품을 분해하지않고 볼트 너트만 느슨하게 풀어주면 관을 쉽게 탈거할 수 있어 재시공이 매우 편리하다. 
(가설배관의 분해작업이 용이함)

- 분해가 불필요한 일체형 조인트 - 파이프 삽입이 간단함
- 시공이 매우 간편하고 수 성이 매우 우수함

3. 실란내충격하수관
▶ SP(screw pipe)type 접합이므로 시공이 매우 간단하며 편리합니다.
▶ 기존 시공방식의 통수능력보다 우수한 통수능력을 최대 활용하여 경제적 이용부담이 절감됩니다.
▶ 오수 및 우수의 역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사 현장특성에 맞게 생산가공되므로 별도의 추가장비없이 간편히 조립시공됩니다.
▶ 기존의 편수칼라접합관 고무링접합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SP-type 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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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 종 록

본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섶머리1길 329
TEL.(041) 582-6900 
FAX.(041) 582-6909

http://www.mrspipe.com   

BOOTH No. C4-10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 상수도용
- PE수도관
- MKP PE수도관

▶ 오·폐수 및 배수용
- PE(PP)이중벽관 (다중벽관)
- MKP PE(PP)이중벽관 (다중벽관)

인증및획득마크

▶ 벤처기업
▶ INNO-BIZ
▶ ISO 9001
▶ 기업부설연구소
▶ 조달청 우수제품
▶ K마크
▶ 성능인증
▶ 특허 32건

미래화학(주)는 PE파이프 전문생산업체로서, 상·하수도관 시장에“KP”라는 바

람을 불러왔으며,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PE(PP)하수관 KS인증을 취득하 으

며“MKP”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신뢰와 믿음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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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PE(PP) 하수관 - PE(PP) 이중벽관, 다중벽관
▶ 규 격 : D=150 ~ D=1000 

(KS M 3500-1, -2 : KS M 3700-1, -2)  
▶ 용 도 : 오·폐수용, 배수용
▶ 접합방법 : E/F밴드, PE밴드, SUS밴드
▶ 설 명 : PE(PP)하수관은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하여 주택단지의

오·폐수관 처리용으로 적합한 제품

2. MKP PE(PP) 이중벽관(다중벽관) - 조달청우수제품
▶ 규 격 : D=150 ~ D=600

(KS M 3500-1, -2 : KS M 3700-1, -2)
▶ 용 도 : 오폐수용, 기반배수, 표면배수용
▶ 접합방법 : KP 메카니칼 접합
▶ 설 명 : 연결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관으로 시공이 편리하고

EPDM 고무링을 적용하여 수 성이 우수한 제품

3. PE 수도관
▶ 규 격 : D=20 ~ D=315 (KS M 3408-2)
▶ 용 도 : 상수도용
▶ 접합방법 : 융착 접합, 나사조임식 접합
▶ 설 명 : 녹물이나 악취의 발생이 없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이 가능한 제품

배
관
류

(이중벽단면)

(다중벽단면)

4. MKP PE수도관- 조달청우수제품
▶ 규 격 : Ø90 ~ Ø315 (KS M 3408-2)
▶ 용 도 : 상수도용
▶ 접합방법 : KP 메카니칼 접합
▶ 설 명 : 연결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관으로 시공이 편리하고

스토퍼를 적용하여 관의 이탈을 방지하고
EPDM 고무링을 적용하여 수 성이 우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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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원 택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03번지
TEL.(032) 574-3361-4
FAX.(032) 574-3365

예산공장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336-1번지
TEL.(041) 337-3185-6 
FAX.(041) 337-3187

http://www.bd.or.kr   
e-mail : vvb 3361@chollian.net

BOOTH No. C4-9
회사소개

당사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급수장치 전문업체로서 단수를 하지 않고 분

기가 가능한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B 2342) 및 부단수 천공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상수도업계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EM)과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용새들붙

이분수전(슬립인조인트식-EM)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급수관용 자재로서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등 품질의 우수성이 뛰어나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

다. 

개발된 제품으로는 지열식 수도미터박스(계량기 동파방지용),옥외부동급수전,출

구방향가변형 새들붙이분수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시공이 편하고 수질에 최적합

한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강관 및 이형관을 개발하는 등 항상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상수도 문화를 창조하는 급수장치 전문회사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B 2342)
▶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 지열식 수도미터박스(실용신안)
▶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강관

인증및획득마크

▶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B 2342)
▶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슬립인조인트식- EM)
▶ 조달청 우수제품(제 2002034호) 
▶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EM)
▶ 조달청 우수제품(제2002035호)
▶ 출구방향 가변형 새들붙이분수전(NEP)
▶ 조달청 우수제품(제2005138호)
▶ ISO 9001,14001 인증

부덕실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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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수도용새들붙이분수전 (표준형, 슬립인조인트형, PE관직결형)
▶ 상수도 주배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시 사용하는 새들붙이분수전으로서 모든 관종(주철관, 강관, PVC 등)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 표준형(PF)은 모든 급수관(ST. PVC, 강관등)에 적용이 가능(연결유니온 부착)한 제품으로 KS 규격품임
- 슬립인조인트식(SIJ)은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직결(연결유니온 불필요)할 수 있는 새들분수전으로 지반침하,
지진에 대응함

- PE관 직결형(ICJ)은 급수관이 PE관인 경우 연결유니온이 필요없이 바로 분수전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임

2. 수도용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일정한 압력으로 액압성형하여 열처리함으로써

-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구조로서
중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지반침하, 지진 등에 대응할 수 있음

- 주름마디부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시공이 간편
- 이음부위가 없어 누수발생 요인을 최소화.

3. 지열식수도미터박스
▶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지열식 수도미터박스로서 주로 옥외용으로 사용 되며

- 박스벽체 내에는 보온재가 내장되고,뚜껑은 겉뚜껑,속뚜껑 2중으로 설치되며 동결
심도까지 지열보온밑통이 설치되어 지열을 이용케 되므로 박스내 보온이 확실하며

- 겉뚜껑 과 속뚜껑은 2중창 구조로 검침창이 별도로 있어 검침이 편리.
- 수도미터기 인입측에 연결되는 앵 신축볼밸브는 신축부가 있어 미터 교체가 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인출측에 연결되는 앵 역류방지밸브는 수질오염을 방지. 

- 2개의 수도미터박스를 하나의 수도미터박스에 설치하므로 협소한 지역에서도 설치
가 가능하며, 특히 근린주택 ( 업용,가정용)설치시 원가절감 및 유지관리가 용이.

4. 타이튼조인트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
▶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수질에 최적합하다
▶ 천공부위 코팅손상이나 부식발생 우려가 없다
▶ 이탈방지클램프을 체결함으로 이탈방지가 완벽하다
▶ 외부코팅으로 토양조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가벼워서 시공이 편하다

배
관
류

표준형 (PF) 슬립인조인트식 (SIJ) PE관 직결형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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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 정 일

본사·공장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56
TEL.(055) 338-3030
FAX.(055) 332-7123

코팅 공장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27
TEL.(055) 338-0770
FAX.(055) 332-3348

R&D 센터
부산시 북구 화명동 삼한골든뷰빌딩
11층
TEL.(051) 711-3000
FAX.0303-3440-5418 

http://www.samkunok.com     
e-mail : sk@samkunok.com

BOOTH No. C2-3
회사소개

삼건세기(주)의 기술력으로 맑은 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삼건세기(주)는 배관 코팅 전문업체로 제관공장, 코팅공장, 도장공장을 보유하여

각 공정을 ONE-LINE상에서 생산 가능하며,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PE코

팅, PA코팅, 고무라이닝, 테프론코팅, 메탈코팅등 다양한 코팅 기술의 컨설팅 뿐

아니라 각종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89년 설립이래, 20여 년 동안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신기술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06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연구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PE코팅강관의 경우 일본과 기술 제휴를 통해 부식에 강하고 화학적 반응이

안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K마크, 건마크는 물론, 우수조달제품에 선정되었습

니다.  

항상“처음 마음처럼”이란 사훈아래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길을

제공하는 삼건세기(주)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PE COATING PIPE (내?외부)
▶ 제관(PIPE SPOOL,각 구조물)
▶ RUBBER LINING, TEFLON COATING, 메탈코팅
▶ 대형 수처리 장치(살균, 정수)

인증및획득마크

▶ 우수제품지정증서(폴리에틸렌코팅강관) 
▶ K마크 인증서
▶ 건마크 인증서
▶ ISO9001:2008
▶ ISO14001:2004
▶ INNO-BIZ 기업선정
▶ MAIN-BIZ (경 혁식형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특허등록 12종
▶ 실용신안등록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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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배
관
류

1. 폴리에틸렌코팅강관
▶ 위생성

- K마크 및 건마크 품질 기준에 모두 만족하며, 용출시험에서 각종 유해물질 및 다이옥신, VOCs 등 무 검출이므로
상수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 되었다.  

▶ 내식성
- 염수분무시험(30일, 720시간)에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녹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 폴리에틸렌코팅강관공법
▶ 수돗물등을 수송하는 강관 내면/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판에 폴리에틸렌 분체(Polyethylene Powder)를

융착시키는 방법이다. 
▶ 폴리에틸렌 코팅 강관은 원관(파이프), 폴리에틸렌 분체 및 도장 재료로 구성되며,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SK-EPF 

(내부 폴리에틸렌 코팅/ 외부 에폭시 도장) 이나 SK-EEF(내·외부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생산 가능하다. 

▶ 시공성
- 용접 등 별도의 가공 없이 부속(볼트/너트 채결)만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시공에 편리하다.  

▶ 내충격성
- 유수충격시험(300회) 통과하 으며 충격에 강한 기계적 성질을 가져 강한 하중 및 수압에 잘 견딘다. 

▶ 내구성
- 뛰어난 내마모성으로 변질되거나 변형이 없이 오래 지속된다. 타 강관에 비해 교체시기가 3배 이상 길므로,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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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문 승

본사·공장
전북 김제시 흥사동 204-1
TEL.(063) 540-1400
FAX.(063) 542-9586

본사 사업부
전북 김제시 흥사동 204-1
TEL.(063) 540-1414  
FAX.(063) 548-2949

안양 사업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307-37 두산관양벤처다임2 708호
TEL.(031) 596-6844~7
FAX.(031) 596-6848

http://www.dcpi.co.kr     
e-mail : dcp@dcpi.co.kr

BOOTH No. C10-3
회사소개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하게 다루는 기업!
(주)삼정디씨피는 내충격 PVC 수도관(HIVP-3L), PVC 이중벽관(하이스텝-분리형

편수칼라),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 PVC 하수관(하이스텝-HIVG2), PVC

UT 오수받이(가변내장형, 외장형), PVC 소형맨홀 및 관련 이음관 등을 생산, 판

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삼정디씨피는 환경보존에 앞장서며 친환경적인 기업으

로 자리매김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이 되도록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

며 정부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는 등 각종 산업인증으로 그 기술과 품질이 검증

된 기업입니다. 

(주)삼정디씨피의 제품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화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환

경을 더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한 삼정디씨피 임직원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인

간의 생활, 21C 환경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생각으로 완벽한 상ㆍ하수

관 개발에 앞장서겠으며,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는 신념

으로 삼정디씨피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주)삼정디씨피는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과 합리화된 경 하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토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보다 더 맑은 환경의 미래사회 구축에 공헌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내충격 PVC 수도관 (HIVP-3L)
▶ PVC 이중벽관 (하이스텝-분리형 편수칼라)
▶ 고강성 PVC 이중벽관
▶ 내충격 PVC 하수관 (하이스텝-HIVG2)
▶ PVC UT 오수받이 (가변 내장형, 외장형)
▶ PVC 소형맨홀 및 중간점검구
▶ HI-3KP / HI-3S 나사식 외 각종 이음관 및 부속류

인증및획득마크

▶ KS M 3401 등 5종 ▶ ISO9001 : 2000
▶ INNO-BIZ 기업선정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NET / NEP 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5종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9종 ▶ 우수단체표준제품 4종
▶ K-마크 인증 2종 ▶ 특허등록 32종
▶ 실용신안등록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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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충격용PVC 3중벽수도관 (HIVP-3L) 
▶ 기존 단층 염화비닐 수도관의 인장력을 화학적으로 강화시킨 인장강화 중심층과 그

내,  외층에 내충격 경질층을 갖는 3중벽 구조이다.
▶ 관벽이 3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 중심층과 표면층 사이에서 충격에너지를 감소시

키며 강한 인장강도를 지닌 관 중심층으로 인하여 충격에 강하다.
▶ 강관 및 주철관에 비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운반과 시공이 편리하며 물류비, 공사비, 유지비 등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 PVC 재질이므로 유체의 마찰이 적어 유속이 빠르고, 내부식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스케일이 생기지 않아 반 구적 수명을

가지고 있다.

배
관
류

2. PVC 이중벽관 (하이스텝-분리형편수칼라) 
▶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일체화 연결되어 출시되므로 현장 시공시 바로 연결이 가

능하여 시공성이 우수하다.
▶ 완충고무링이 있어 관의 연결시 장비에 의한 충격을 감소시켜 관거의 손상을 방지

한다.
▶ 손상된 관의 유지, 보수 시 혹은 맨홀사이의 관거 연결 시 맨홀의 이동 없이 정확한

재단만으로 체결이 가능하여 그 기능성이 우수하다.
▶ 완충고무링의 작용으로 충격에 의한 관거 손상 방지뿐만 아니라 관거의 수 까지 완벽하게 보장한다. 

3. 내충격PVC 하수관 (하이스텝-HIVG2)
▶ 가볍고 강하여 취급이 용이하며 배관 시 가공이 편리하여 탁월한 시공성을 가지고

있다.
▶ 완벽한 수 성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표면이 매끄러워 통수능력이 크다.
▶ 무독·무취하며 내식성, 내약품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 우수한 내충격성으로 수명이 반 구적이다.

4. PVC UT 오수받이 (가변내장형)  
▶ 플랩형 트랩엘보의 내장으로 설치가 간편하다.
▶ 봉수형과 플랩형의 장점만을 혼합하여 상호 보완작용으로 봉수의 막힘시 오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 몸체 내부의 플랩형 트랩엘보에 의한 근본적인 취기 차단으로 완벽한 악취방지 기능을 한다.
▶ 속뚜껑 고정장치를 사용, 속뚜껑의 이탈을 방지하여 불명수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5. PVC UT 오수받이 (외장형) 
▶ 회전식 U-Trap이 좌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곡관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며 최대 180。사용으로

곡관의 사용률이 적다.
▶ U-Trap에 의한 근본적인 취기차단으로 악취 방지기능이 우수하다.
▶ 내화학적 특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기매설 시 토압에 의한 변형이 되지 않는 우수한

외압강도를 지닌다.
▶ 바닥 측면 흙막이를 사용하여 되메움이 용이하며 편락관에 의한 PVC DC관의 연결이 용이하다.

6. PVC 소형맨홀및중간점검구
▶ 어댑터를 이용하여 모든 관종(VG, DC, PE)에 연결이 가능하다.
▶ 사용하지 않는 입구는 앤드캡으로 마감한다.
▶ 바닥덮개를 사용하여 지반침하시 수평을 유지하므로 연결관과의 이탈을 방지한다.
▶ PVC 재질로 내화학적 특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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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경 호

공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
TEL.(031) 322-1271
FAX.(031) 322-1276

서울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35 
HK빌딩 3층
TEL.(02) 564-6799
FAX.(02) 564-6795

http://www.srjoint.co.kr
e-mail :drp-joint@hanmail.net

BOOTH No. C1-5
회사소개

맑은 물과 환경을 생각하는기업!
저희 (주)서원기술에서는 1986년부터 급수배관 설비시공 기술에 적합한 스테인
리스 링을 이용한 관이음쇠인 SR-JOINT를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파
트, 호텔 병원, 학교, 상수도, 연구소등의 급수, 급탕, 환탕, 공조, 난방코일 배관등
에 사용되어 그 성능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새로운 역으로
더욱 확대하여 조선배관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서원기술은 더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배관
이음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회사연혁
1987년 05월 서원특수금속 주식회사 설립
1993년 04월 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999년 03월 대형관 이음쇠 개발(실용신안특허)
1999년 10월 특허 제 0237225호 취득
2002년 02월 한국선급(KR)형식승인 취득
2003년 11월 CELAN 사업장 선정
2006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SR-JOINT 제품승인
2007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년 경 혁신중소기업 선정

취급제품소개

▶ 엘보우(90。,45。) ▶ 소켓(베어소켓)
▶ 티이(이경티이) ▶ 캡, SR플랜지
▶ 레듀샤 ▶ 수전 엘보우
▶ 아답터 엘보우(숫/암) ▶ 아답터 소켓(숫/암)
▶ 라리카 티이 ▶ 라리카 레듀샤
▶ 이경 엘보우 ▶ 특수주문 제작품 등 다수

인증및획득마크

▶ 1987년 10월 상표등록 제146936호 SR-JOINT
▶ 1991년 11월 특허 제 046163호 취득
▶ 1992년 03월 특허 제 050369호 취득
▶ 1999년 10월 특허 제 0237225호 취득
▶ 2001년 11월 ISO 9001 : 2000인증
▶ 2007년 KWWA 상하수도인증 (13~50su)
▶ 2007년 경 혁신중소기업 선정
▶ 2008년 국제6대선급 취득 (ABS,DNV,NK,GL,BV,LR)
▶ 2010년 KWWA 상하수도인증 (60~100su)
▶ 2011년 위생안전기준(KC) 인증취득

(주)서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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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착공구 (건타입)

6. 압착공구 (유압식)     7. 확인지그

배
관
류

1. DRP 제품구조

2. DRP 제품특징
▶ 대형관 이음쇠인 100su까지 개발하여 생산되고 있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숙련공이 필요없으며 1포인트 압착시간이 (25su기준) 20초 이내로 시공성이 좋습니다.
▶ 프레스 전용공구로 접합하므로 용접에 비해 3배이상 빠르며 화재에 안전합니다.
▶ 2개의 홈을 압착하므로 불안전 압착시 재압착이 가능하며 360。회전이 가능합니다.
▶ 시공 후 정상압착 유무를 전용게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수 있으며 동일한 시공품질 확보할수 있습니다
▶ 200만회 진동시험 및 22.28。굴곡 시험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국립기술품질원)

3. DRP-JOINT 적용범위
▶ 급수 , 급탕 , 환탕배관 ▶ 상하수도 매설배관 ▶ 난방배관 , 소화배관

4.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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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오 강 원

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9-17
TEL.(032) 676-0233
FAX.(032) 673-6297

http://www.sungileng.com
e-mail : okw124@yahoo.co.kr

BOOTH No. C2-1
회사소개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회사
저희 성일엔지니어링은 상하수도 및 배관설비용 장비를 제작하는 전문업체로, 수

년간 자동화 장비 제작을 통해 습득한 정 가공 및 자동화 응용기술과 공사현장

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현장조건에 적합한 작업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수많은 장비들을 개발 생산하 으며,

또 하수연결구를 개발 생산하여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사의 신속성, 공정의

단순화를 이루어 여러 공사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일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회사연혁

1995년 9월 새들붙이 분수전용 전동 부단수 천공기 개발 생산

1996년 3월 부단수 천공기 개발 80A~200A

1996년 12월 흄관 천공기 개발

1997년 3월 부단수 천공기 개발 80A~300A

2001년 10월 하수관 연결 단지관 개발 특허등록 및 기술 평가유지 결정

취급제품소개

▶ SRS하수연결 단지관
▶ 부단수 천공기 200A
▶ 전동 부단수 천공기 15A∼50A
▶ 주철관 자동 절단기
▶ 하수관 천공기 (굴삭기부착용맨홀천공기, 거치식유압맨홀천공기, 

지그고정식전기코어드릴용천공기)

인증및획득마크

▶ 1995년 9월 전동 부단수 천공기 개발 특허등록(실용신안 제 090365)
▶ 1995년 9월 파이프(주철관) 자동 절단기 특허등록(실용신안 제 090615)
▶ 1996년 12월 흄관 천공기 개발 특허등록(실용신안 제 090615)
▶ 2001년 10월 하수관 연결구 개발 특허등록 및 기술평가유지결정

(실용신안 제 29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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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RS하수연결단지관
▶ 연결구 규격 : 75A~300A
▶ 재질 : 합성고무(NBR), EPDM

3. 부단수천공기
▶ 특징

- 5HP 양수기 엔진 사용 가능
- 동력은 전기모터를 사용가능 (주문사양)
- 전동천공기ㆍ수동천공기 (15A~50A)도 생산

4. 부단수전동천공기
▶ 특징

- 15A~50A 까지 천공가능
- 50A 약 1분 40초 내에 천공가능
- 전동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드릴 파손이 적음

5. 주철관자동절단기
▶ 특징

- 80A~1200A까지 절단가능
- 수중에서 절단가능
- 절단면이 깨끗하고 절단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
- 설치가 간단하며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가능함

2. 하수관천공기

배
관
류

<고강성 PVC(PE)> <나사조임식> <화이바 라스>

<굴삭부착용 하수관맨홀 천공기> <거치식 유압 하수관 맨홀 천공기> <지그고정식 전기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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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송 재 관

본사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4 
TEL.(063) 835-3526
FAX.(063) 835-3528

http://www.seongho.co.kr    
e-mail : sh04668@chollian.net

BOOTH No. C4-1
회사소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성호철관이 되겠습니다! 
당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100여년의 사용실적이 있는 파형강관 제작 기술을

1992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약 15년동안 강관을 제조해 온 회사로서 이번

에 파형강관의 부식성, 강도, 수 성, 조도계수 등을 보완한 수지파형강관(3층피

복)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생산하는 수지파형강관(3층피복)은 금속표면과 접착수지와의 접착력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체에폭시를 중간의 코팅 매개체로 이용하는 피복방법이며 하

수배관재의 요구사항인 강도, 수 성, 경제성, 내구성, 조도계수, 연약지반 적응력

등을 100% 만족하는 하수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적기에 제작 공급하고 시공의 질을 높이며 기술을 지도하여 시공의 안정

성을 도모하고 항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지파형강관
▶ 파형강관

인증및획득마크

▶ 우수제품 인정 (조달청)
▶ 신자재 인증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신기술 지정 (건설교통부)
▶ 환경신기술 인증 (환경부)
▶ 이노비즈 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경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 KS, ISO 9001 인증
▶ 특허등록 19종
▶ ASTM 표준규격 제정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 1042 / A 1042M - 04

(주)성호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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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3층피복수지파형강관의개요
▶ 파형강관에 에폭시를 코팅(1층)하고 그 위에 접착수지(2층) 및 PE(3층)를 연속으로 피복한 후 원형으로 거멀접기하여 관을
형성하고 관 양단부에 플랜지를 가공하여 결속밴드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

2. 제품의특징
1) 외압강도가 강하다

- 관이 파형의 형상으로써 단면2차모멘트가 커서 작용하중으로 인한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강도가 강함

2) 내약품성, 내구성이 뛰어나다
- 금속파형강관 내외면에 분체에폭시가 코팅되어 있고 그 위에 폴리에틸렌이 다중으로 피복되어 있어 산, 알카리, 유류 등에 의한
내약품성이 뛰어나 오·폐수와 해수에 강함

3) 음극박리저항성이 뛰어나다
- 피복배관재의 성능 중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히 접착력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내구성을 펑가할 수 있는 방법인 음극박리저항성
시험 결과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은 박리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공성 및 수 성
- 수지파형강관의 연결은 맞대기 연결공법으로써 관체를 돌리지 않고 단순히 결속밴드만을 조절하여 접합하므로 시공성이 우수한
연결방법이며 플랜지 결속밴드에 볼트를 조이면 관이 이탈되지 않고 또한 플랜지면의 균일한 압착력으로 수 성이 매우 우수하여
준압력관(수압 3kg/㎠)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5) 조도계수
-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은 관 내면에 평활띠를 형성하여 매끄럽게 하 으므로 동일한 관경에서의 통수능력이 증대된다.

(조도계수 n = 0.01)

6) 부등침하에 대한 적응력
-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은 가요성이 풍부한 연성관으로 관 자체에 탄력이 있고 또한 관체보다도 연결부의 강도가 더 강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지반 흔들림이나 지반안정기간 내에 연결부가 이탈되거나 꺾임의 우려가 없다.

3. 용도
▶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용, 해안매립지 및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배수 관로용, 각종 단지의 우·오수관로용, 합류식 콘크리트

BOX 구조물 대용관 등

배
관
류

<3층피복수지파형강관단면구성도> <3층피복수지파형강관형상> <접합부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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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4-6

대표 김 건 우

본사·공장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470 
(다산지방산업단지 내)
TEL.(054) 956-1171
FAX.(054) 954-1470

http://www.scci.co.kr 
http://www.주철이형관.kr
e-mail : sechang1470@hanmail.net

회사소개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창주철공업(주)는 1984년 창립이래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철이형관 전문업체로서 국내 선두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객 여러분들의 평소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덕

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사 제품은 친환경적인 생산시스템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서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고객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급변하는 현시장에

서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활동과 더불어 고객의 다양한 요

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덕타일 주철이형관
▶ 상하수도 맨홀 뚜껑 및 틀
▶ 기타 상하수도 주철제품

인증및획득마크

▶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8 (DN80~800mm)
▶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D 6021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 KS I ISO 14001:2004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다수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벤처기업 선정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자(SEMS) 등록
▶ 위생안전기준 인증(덕타일 주철 이형관,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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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류

제품및공법소개

3. .기타상하수도주철제품

2. 상·하수도용맨홀뚜껑및틀 (KS D 6021)

4. 공법소개 (친환경생산시스템소실모형주조법)

1. 덕타일주철이형관 (KS D 4308)
▶ 생산규격 : DN 80 ~ 800mm
▶ 도장 :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82 2011 WATER KOREA

대표 이 진 우

본사·공장
충북 동군 용산면 법화리 345-2
TEL.(043) 743-1090 ~ 7
FAX.(043) 743-1098

서울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22
미우골드 오피스텔 6층
TEL.(02) 2237-5662~3  
FAX.(02) 2237-5664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삼덕동 2가 210-1
진석타워즈 12층
TEL.(053) 429-6025
FAX.(053) 429-6024

http://www.shinanpipe.co.kr 
e-mail : sac1090.hanmail.net

BOOTH No. C10-2
회사소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품질이 앞서가는 회사 (주)신안주철
(주)신안주철은 2001년 창립하여 10년간 한결 같이 전임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우

수한 상하수도용

주철관만을 제조하면서‘공익을 먼저 생각하며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며

깨끗한 물은 건강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

다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신기술개발과 생산설비를 현대화하

여 신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제품하나하나에정성을다하여생산하고품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

조달청, 수자원공사, 서울시및전국지자체등에납품하고있는우수기업입니다.

또한 덕타일 주철관(상하수도용 주철관), 주철이형관의 KS 인증을 획득하 고,

ISO9001 상하수도용 주철관 및 주철이형관을 국표준협회(BSI)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수도법에 따라 KC마크 전 품목 인증을 받았으며

기술연구진의 노력으로‘멀티 주철관 연결장치’를 특허를 받았고 Blue pipe는 기

존 에폭시에 다른 물질을 합성시켜 기존 에폭시관의 깨짐 현상을 보완한 신제품

을 개발하여 특허출헌을 실시한 신뢰 깊은 기업입니다.

신안주철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DN80 ~ DN 1 000㎜)
▶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DN80 ~ DN 1 000㎜)
▶ 상하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DN80 ~ DN 1 000㎜)
▶ 특수이형관 (DN80~DN1 000㎜)

인증및획득마크

▶ 덕타일주철관 KS D 4311 (DN80 ~ DN 1000㎜) - 한국표준협회
▶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KS D 4323 (DN80 ~ DN 1000㎜) - 한국표준협회
▶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8 (DN80 ~ DN 1000㎜) - 한국표준협회
▶ ISO 9001 (덕타일주철관, 덕타일 이형관,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 BSI
▶ 멀티주철관 연결장치 (특허청)
▶ 위생안전기준(KC마크)-한국상하수도협회

(주)신안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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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덕타일주철관
▶ 원심력에 의하여 제조된 관으로 열처리를 통하여 관의 연신율을 향상시켜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의 깨짐을 방지하여 지하 매설시 하중에 잘 견디며
내진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관입니다.
▶ 덕타일 주철관의 내면 시멘트 몰탈 라이닝 시멘트와 세골제의

질량비율은 1 : 3.5이하 하며 라이닝의 압축강도는 50MPa 이상의 제품입니다.

배
관
류

2. 덕타일주철이형관
▶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주철용에 적절한 양질의 선철 또는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리를 한 다음 조직이

균일하고 가공이 쉬워지는 특징을 가진 제품이다.
▶ 제품의 종류에는 플랜지 소켓관, 이음관, 소켓곡관, 소켓플랜지 T형관 등이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은 80 ~ 1000㎜를 생산. 
▶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내면 도장방법으로는 에폭시 수지분체도장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11。곡관 22。곡관 33。곡관 44。곡관 직관

3. 멀티주철관연결장치
▶ 멀티주철관 연결장치는 신안주철 기술진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특허)로 기존 이형관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배관 현재

(80㎜~150㎜) 위치에 따라 연결되는 각도가 다르게 이루어진 주철관 사이의 이음 작업 시 주철관 연결부위의 삽구와 수구의 간
단한 회전 조작으로써 그 연결 여러 각도를 조절하여 연결함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주철관을 연결할 수 있어 현장에서 작업성
이 우수하고, 또한 종래 규격화된 이형관에 비하여 하나의 구조로써 간편하게 여러 각도를 변형할 수 있어, 호환성이 우수하여
제작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제공된다.

4. Blue pipe
▶ Blue pipe 또한 신안주철 기술진에 개발된 직관의 내면 코팅 재료인 기존 에폭시분체도료에 신제품을 합성시켜 개발된 제품으

로 기존 에폭시관의 단점인 절관 취급시 깨짐 현상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신제품으로 차세대 내면 코팅제로 각광을 받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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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천시 서구 당하동 834-4 
TEL.(032) 564-3355
FAX.(032) 564-5522 

서울 업부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401호
TEL.(02) 780-0051 
FAX.(02) 780-0054 

http://www.since1968.co.kr   
e-mail : sale51@since1968.co.kr

BOOTH No. C10-5
회사소개

자연과 함께한 40년, 100년 제품과 함께 합니다!
산업, 소재, 기술의 형태가 눈부시게 변화한 지난 반세기를 저희는 정직함을 기반
으로 오로지 좋은 배관재의 생산, 보급에 전념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국가산업 발전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상수도관, 전선관, 첨단산업의 기초인 광케이블 보호관 및 하수관까지 합성수지
관 종합메이커로서 저희들이 정직하게 보다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쌓아
가며 아름다운 강산, 건강한 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NSF 인증 위생수도관 ▶ 고강성 PVC 이중벽관 (PVC DC)
▶ 내충격 PVC 하수관 (HI-VG2) ▶ 멀티 오수받이 & 멀티분기구
▶ PVC 위생관 (VG1, VG2, VG, TS) ▶ 내충격 PVC 수도관 (HI-VP)
▶ PVC 수도관 (VP) ▶ 한전용 합성수지직관 (RR)
▶ 내충격용 전선관 (HI) ▶ 가요전선관 (CD)
▶ 파상형 지중전선관 (SLP) 

신우산업(주)

▶ 회사 연혁
은나노 항균 내충격수도관 조달우수제품 선정
고강성 PVC이중벽관(연결관일체형)조달우수제품선정 (200713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Multi 오수받이 조달 우수제품 선정
Multi 오수받이(특허 원 제49562호)및 분기구
(실용신안 제386472호, 특허 원 제49373호) 개발
WITH SOCKET PIPE 개발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이중벽 주름관 KS표시 인증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HI-VP KS표시 인증
한국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자매회사 유니켐(주) 설립 (열수축튜브)
ISO 9001 시스템 인증
기술경쟁력 우수업체로 선정
경질비닐전선관용 커넥터, 커플링 KS 표시인증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표시 인증
특허 기술상 수상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염화비닐관 KS 표시 인증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표시 인증
기술선진화 업체로 선정
공업표준화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회사 사옥 건립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KS 표시 인증
자매회사 일우산업(주) 설립 (특허 제18558호)
인천공장 준공(1, 2, 3 공장 통합)
경질비닐전선관 KS표시 인증
경기도 벽제 제3공장 설립, 연질 PVC호스 생산(실용신안 제17778호)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2종 KS표시인증
경기도 부천시 제2공장 설립, 경질비닐골판생산
신우산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신우화학공업사 설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켓을 갖는 이중벽관의 연결구 성능인증 획득
고강성 PVC 이중벽관(확관일체형) 조달우수제품 선정
멀티오수받이 성능인증 획득
멀티오수받이 조달우수제품 선정

2007. 09     
2007. 06     
2006. 12     
2006. 12     
2005. 09      

2004. 10     
2002. 08     
2002. 07     
2001. 06     
1999. 05     
1998. 12     
1998. 11     
1998. 06     
1994. 09     
1993. 02     
1992. 07     
1991. 05     
1990. 12     
1990. 11     
1988. 06     
1987. 12     
1987. 07     
1982. 09     
1980. 07     
1980. 03     
1980. 02     
1978. 05      
1975. 07      
1968. 12
2009.08
2009.10
2010.02
2010.04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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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자단가 계약 (다수공급자 물품) 체결”

1. 은나노항균내충격수도관 (HI-NC) (KSM3401) (조달청우수제품, 성능인증21-122, NSF 인증위생수도관 (NSF/ANSI-14인증) 

내충격용수도관 (HI-VP) (KSM3401)
▶ 내층은 천연항균제 Ag를 사용하여 관내벽에 생물층 생성을 억제하거나 생물층에 있는

해로운 균을 살균시키며 관내에 흐르는 수질을 정화시켜 깨끗한 수질의 물을 공급하며,
외층은 내충격층으로 외부충격에도 잘 깨어지지 않는다.

▶ 신우 내충격 수도관은 내부식성, 내약품성으로 수명이 반 구적이며 우수한 전기절연성
으로 전식을 차단시키고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다.

2. 고강성PVC이중벽관 (연결관일체형, 확관일체형KSM 3600) (조달우수제품20071139, 성능인증21-091, 특허제0516801호) 

고강성PVC이중벽관(KSM 3600)
▶ 관 자체가 강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고 완전한 수 성 보장과 완벽한 결합으로 토양오염

을 방지하여 폐수 이송관, 침출수 이송관 농업 용수 이송관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 타연성관(4-6kgf/㎠)에 비하여 PVC 이중벽관(8-10kgf/㎠)은 강화PVC재료를 사용하여

합성수지관중 최고의 강성을 지녔으며, 기존 소켓 고무링 접합방식에 현장의 요구를 반
한 관과 소켓이 일체화된 연결관 일체형을 개발함으로써 좀더 간편하고 완벽한 시공

을 위한 제품을 개발에 힘쓰고 있다. 

3. 내충격PVC 하수관 (HI-VG2) (우수단체표준제005호)
▶ 내약품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염화비닐제 수지와 첨가제로 구성, 합성제조하여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서 반 구적 내구연한을 지녔으며, 특수첨가제로 배
합하여 탁월한 강도, 내충격성, 내화학성 Creep저항, 그리고 장기하중에서의 파괴응력과
외부하중에 대한 공학적인 특성에 따라 외압강도를 지니고 있다.

▶ 대형관거 보다는 중소형의 관거에 대량으로 소요되며, PVC오수받이와 함께 널리 사용한
다. 

4. 멀티오수받이 (조달우수제품2006238, 성능인증21-073, 특허제0538651호)
▶ 오수받이 몸체에 봉수형 트랩과 방취구를 혼용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취를

차단하고 시공이 용이한 Simple ＆ Perfect한 오수받이 이다.
▶ 악취의 역류를 완전하게 방지(봉수형 및 탈취제 부착)
▶ 손잡이가 포함된 가벼운 뚜껑을 사용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
▶ 사출일체형으로 내면이 평활하고 이물질이 잔류하지 않아 통수율 우수
▶ 유지관리용 다목적 소제도구를 패키지화하여 고객만족도 극대화

5. 멀티분기구 (실용신안제386472호, 특허제0532193호)
▶ 본관의 관종(고강성PVC이중벽관, PE하수관,유리섬유복합관, 콘크리트 흄관 등)에 관계

없이 모두 시공할 수 있는 다기능요소의 Simple ＆ Perfect한 분기관이다.
▶ 신우Multi분기구는 분해 조립이 간단하고, 양면 접착고무판이 있어 조립후 절대누수 염

려가 없다. 
▶ 또한 돌기된 손잡이가 있어 별도의 공구없이 분해조립이 간단하여 시공현장에서 매우 유

리하다.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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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보령공장)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9
TEL.(041) 935-0678
FAX.(041) 935-0630

서울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4 
(신이빌딩 4층) 
TEL.(02) 6916-8700
FAX.(02) 6916-8787

http://www.sepnc.co.kr
e-mail : aye4885@hitel.com

BOOTH No. C4-8
회사소개

친환경을 추구하는 피복강관의 선두기업!
1985년 설립이래 당사는 피복강관의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활동과 일상생활

에 필수적인 수도, 가스등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항상 앞서가는 최신기술(무항변 폴리우레아 다층 코팅강관 등) 및 제조설비와

인증받은 ISO9001 품질경 시스템 및 한국산업 표준규격[KS]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강관코팅의 제조기술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해 국내 시장은 물론 국

제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강관의 부식 방지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강관코

팅 생산업계를 선도하는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요생산품목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LAYER, 2-LAYER), 분말에폭시 정전피복강관(F.B.E)
: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용관, 공업용수관, 화학플랜트, 원료수송관, PILE(해
안, 지중), 지중케이블 보호관 등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수도관, 일반용수관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2000
▶ KSD 3565, 3589(한국표준규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 인증
▶ K마크 인증(상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마크 인증(가스관용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
▶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건’규격
▶ 상수도용 무항변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특허No. 10-1028405)
▶ SF-JOINT (특허No. 10-102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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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용무항변폴리우레아도장강관 (특허No. 10-1028405)
▶ 폴리우레아의 외부 환경 노출시 황변현상 발생을 방지
▶ 강관의 외주 및 내주면에 각각 프라이머층 및 폴리우레아층을 동시 형성
▶ 전처리 작업과 코팅작업, 프라이머층과 폴리우레아층의 동시 코팅으로 인한

작업시간 감소하고 생산량이 극대화 되어 납기 감소
▶ 코팅 도막 손상시에도 프라이머층으로 인해 강관 부식 방지
▶ 내후성과 방식, 방청성, 내식성, 내수성, 내충격, 내약품성 우수

3. 수도용도복장강관 (KSD 3565)
▶ 다양한 도장 및 복장으로 반 구적 내식성 확보 ▶ 급수 분기가 간편
▶ 도하부에서 강관 자체로 직접 가설하여 비용절감 ▶ 통수 능력 우수
▶ 용접 이음으로 누수 완전 차단

4. 가스관, 송유관 (DIN 30670, CAN/CSA Z245.21-98)
▶ 원형단면으로 지진등의 대형사고 및 방향성 없는 수평력에 유리
▶ 외경과 두께의 다양성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사방의 휨 저항에 강함
▶ 막대한 강성 및 지지력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 최소화
▶ 좌우 굴절력에 잘 견딤

6. SF-JOINT (특허No. 10-1021968)
▶ 기존의 조인트, 용접, 소켓 등의 방식 대비 시공성 용이
▶ 시공 장비 간소화로 인한 비용 감소
▶ 시공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
▶ 기계적 힘에 의한 결합으로 연결 성능 우수

배
관
류

2. 압출식폴리에틸렌3층피복강관 (KSD 3589)
▶ 변성 폴리에틸렌(Adhesive)을 개발, 강관과 PE가 기계적으로 융합하여 피복의 효과가 극대화
▶ 피복재의 연신 및 인장강도가 높아 굽힘 등으로도 사용이 용이
▶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악성토양 환경에서 관 보호
▶ 절연저항치가 높은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전기적 부식 높은 지역에서 뛰어난 방식 효과
▶ 수명이 반 구적이라 경제적임

5. 에코라이닝스테인리스강관 (특허No. 10-0963423)
▶ 스테인리스 강관의 내부식성과 탄소강관의 충격강도, 내마모성 등 내구특성의 강점을

결합시킨 제품
▶ 탄소강관 내부에 얇은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결합시킴으로써 기존 스테인리스

강관 대비 경제성 확보
▶ 사용 목적에 따리 외, 내관 선택이 가능(STKM, STK, SPPS 등)
▶ 하이드로포밍 공법을 적용하여 고압의 수압(600~1000 bar)을 가하여 내, 외관을 기계적으로 결합
▶ 최신 무용접 연결 시공으로 현장 시공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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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복 현

본사·공장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49-5
TEL.(031) 541-7062
FAX.(031) 541-7062

업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1-1 
삼성쉐르빌 542호
TEL.(02) 2248-7060
FAX.(02) 2248-7063

경남지사
경남 진주시 평거동 301-1 
한보하이타운 상가2층 227호
TEL.(055) 747-8923 
FAX.(055) 747-8924

http://www.hnptech.co.kr 
e-mail : gogopipe@naver.com

BOOTH No. C2-8
회사소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친환경에 앞장서는 기업!
우리회사는 금번 상수도관 내부의 수질오염과 혼탁수 발생요인인 각종 이물질 등

을 포집하여 수시로 배출 할 수 있는 이물질 배출장치(HKP 다기능점검구)와 유지

관리 편리함과 관로계통의 시설을 보호하는 밸브접합관(다기능 분기형 밸브접합

관)을 개발하여 21세기 새로운 상수도 관리의 성장을 이끌 전략사업으로 정하

습니다.

물을 마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수

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신선하고 청결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System을 위하여 모

든 기술력을 모았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수를 지켜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주)HNP Tech 임직원 일동

은 항상 고객의 견해를 존중하며 국가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HKP 이물질배출장치
▶ HKP 다기능점검구
▶ 밸브접합관 (분기형 밸브접합관)
▶ 내충격수도관 이탈방지 시스템 (HI-KP접합)
▶ GIS 내충격수도관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 제 10-0959373호 (이물질 배출장치)
▶ 특허 제 10-0607574호 (관로탐사보유형 합성수지관)
▶ HKP상표등록
▶ 실용신안 제 20-0413222호 (관로탐사선 보유형 합성수지관)
▶ 디자인등록 제 0403951호 파이프고정구
▶ KS D 3578. 

(주)에이치엔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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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배
관
류

1. 이물질배출장치 (HKP 다기능점검구)
▶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배수공사중 유입되는 이물질, 관 내부코팅 탈

리물질 등이 혼합된 이물질을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 피그세척 및 플
러싱등의 작업도 할 수 있는 특수고안된 수돗물 오염방지 배관장치.

송배수관내부의수질오염과혼탁수발생요인인이물질을포집하여수시배출

2. 밸브접합관 (분기형다기능밸브접합관)
▶ 맨홀크기 축소·연결부속자재감소·탁월한 시공성
▶ 기본 밸브접합관과는 달리 홈.링 조인트강관, 용접용PEP강관, 그리고 닥타

일 주철관과 직접연결이 가능한(플랜지접합 미사용)기능과 동시에 T분기
(공기변포함)가 가능하여 복잡한 도심지역에 맨홀크기등을 대폭 줄이고 시
공성이 탁월한 구조로 구성.

3. 내충격수도관이탈방지시스템 (HI-KP접합)
▶ 닥타일주철관과 내충격수도관(HI-VP) 분기·연결시 100% 호환가능.
▶ 이탈방지클램프의 곡률반경을 관의 외경곡률과 일치시키며 관과 클램프

내면과의 착성을 유지시켜주고 이형관의결착을 증가시키고 클램프와
핀의 거리를 유지시켜 관의 신축성에 의한 관의파손을 방지함. 

4. GIS 내충격수도관 (관로탐사형)
▶ 내충격수도관 관로탐사 불가 /관로탐사테이프의 기능 미비
▶ 유수율 제고사업(블럭화시스템구축)

- 환경부 훈령486호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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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천 민

본사·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7-5 
시화공단 3나 706  
TEL.(031) 432-3589 
FAX.(031) 432-8210

http://www.wistco.co.kr  
e-mail : wistco@wistco.co.kr

BOOTH No. C10-6
회사소개

사람과 자연을 향한 기술력으로 푸른 지구를 만듭니다!
(주)위스코는 4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지하시
설용 피복강관과 각종 산업용 강관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아울
러 최신식시설 및 각종의 시험 기자재를 이용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로 품질경 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KS규격은 물론 JIS, DIN, ASTM, CSA, AS 등의 각국 규격표의 생산 및 ISO
규격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증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품질/생
산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매출 증대의 결과를 낳는 등 대외적으로 코팅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호평 받고 있
습니다. 
(주)위스코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품질향상 연구와 기술개
발을 통해 로벌 시대의 코팅리더로써 세계 일류 상품과 감동을 고객에게 전달
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고객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NEP 취득 : 파손 및 누수감지관 / 파손감지용 강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용자재선정)

▶ KS D 3589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
▶ KS D 3565 : 수도용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PEP)
▶ NT, DIN 30670 : 3층 에폭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LAYER)
▶ DIN 30671 : 분말에폭시피복강관(F.B.E)
▶ ASTM A775, KS D 3629 : 염해방지용 에폭시 피복철근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2000), 14001 ▶ KS D 3589, 3565
▶ 우수제품인증(2006153) ▶ 신기술인증(3-Layer NT Mark)
▶ 우수제품마크인증(GQ) ▶ 2006년 100대 우수특허상품 선정(우수상)
▶ 특허 제0418969호-희생약극이 부착될 수 있는 와이어가 용접된 피복강관
▶ 특허 제0462269호-누수탐지가 용이한 액체관
▶ 특허 제0474931호-액체관 네트워크 구축방법 및 액체관 누수탐지 시스템의

데이터 보정방법
▶ 특허 제1476165호-액체관의 손상위치 검출시스템 및 검출방법
▶ 특허 제10-0613725호-누수탐지가 용이한 하수관
▶ 미국특허-Water Leakage Detecting System for Liquid Pipe and Method

Thereof (United States Patent, US 6,935,160 B2) 
▶ MIC(전자파적합등록) 인증

(주)위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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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파손누수감지관
▶ 파손누수 감지관은 파손누수 상태를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해 파이프 외면 피복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감지선을 감아서 제작된 특수 기능 관입니다. 
▶ 파손누수 감지관은 파이프 외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감지선 2개를 넣어서 제

작됩니다.
▶ 감지선을 삽입하여 제작할 수 있는 관이면 모두 감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파손누수 감지관은 희생양극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 파손누수 감지관의 제조규격은 80A~1,650A까지 가능합니다.
▶ 파손누수 감지관의 접합방법은 조인트 및 용접 방법을 사용합니다.

< ※파손누수감시시스템 : 파이프가드>
▶ 파손누수 감시 시스템(파이프가드)은 U-City, U-Korea 구축을 위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파손누수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전자지도(GIS)에 정확한 위치 정보
및 매설된 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이메일, SMS,
알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폴리에틸렌기능성에폭시피복강관(PEP-U) 
▶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용 도복장강관은 내면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각종 도장

재로 코팅하여 사용하나, 이물질(물때 등)이 수도관 내면에 침착되어 각종 박테리아
가 서식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기능성이 부여된 코팅제(황토나
노)를 사용하여 항균력과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고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발생율을 높
여 인체에 안정하고 유익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제품인증내용>
▶ K마크 인증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원 시험 발급
▶ 건마크 인증서: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발급
▶ NSF 인증서: 미국 국가 위생 재단
▶ NEP 인증서: 지식경제부

3. 폴리에틸렌피복강관 (3-LAYER PLP)
▶ PE 압출식 피복강관은 관외면을 SIS SA 2?기준에 맞게 Blasting 처리하고 필요온도로

예열한 후 그 위에 분말상의 Epoxy를 정전 도장법에 의해 피복하고 연이어 방식성과
접착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2차로 압출 피복한 후 3차로 PE를 압출 피복한 완벽한 방
식피복강관으로 동·서남아 및 유럽지역에서 GAS, OIL LINE용 배관재로 대부분 사
용되고 있는 탁월한 방식능력을 갖춘 초고품질의 방식 피복강관입니다.

4. 분말에폭시정전피복강관 (FBE)
▶ 분말에폭시 정전피복강관은 관외면을 SIS Sa 21/2 기준에 맞게 Blasting 처리하고 고

온 (250? 미만)에서 예열한 후 그위에 분말상의 Epoxy를 정전 Spray-Gun에 의해 피
복하여 경화시킨 1층 피복강관으로 음극박리 저항치가 높고 혹한지역 및 고온 다습
한 지역에서 우수한 물성치를 보여 동남아 및 북유럽 특히 북미 지역등에서 OIL,
GAS, 상수도 LINE용 배관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품질의 방식 피복 강관입니다.   

배
관
류

<(파손)누수감지관(PEP-S)> 

<파이프가드시스템> 



대표 임 지 후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 31-24
TEL.(031) 984 - 8172
FAX.(031) 984 - 8173

http://www.polyber.kr 
e-mail : rcnfdc@naver.com

BOOTH No. C1-6
회사소개

세계적인 플라스틱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소재를 당사에

서 개발한 라미네이팅 특허기술을 통해 국산화하 습니다. 

폴리버™ 폴리계(poly)와 G.R.P의 복합소재로 높은 강도와 내화학성을 모두 갖추

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가의 수입품 또는 값비싼 스테인레스에 의존하던 화학물 저장탱크 시장

에 우리의 기술력으로 보다 고기능성의 제품을 부담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플랜트 현장의 발전을 돕고자 노력하겠습니

다. 

취급제품소개

▶ 각종 스크라바
▶ 덕트 및 화학파이프
▶ 식품공업원료 저장용 탱크
▶ 화학공장의 반응용 탱크
▶ 내식용 저장탱크

인증및획득마크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ISO 9001:2008
▶ ISO 14001 : 2004
▶ 직접생산인증
▶ 특허출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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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값비싼 스테인레스 탱크는 필요 없다!
세계적인 플라스틱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한 라미네이팅 폴리버™ (특허출원번호2010-0108864)가
그 해답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GRP 및 값비싼 스테인레스 등 기타제품을 대체할수 있으며 GRP의 강도와 친환경 소재 PP,
PE의 내산성 강점을 결함 보완하여 경제성이 월등한 제품으로 완성시켰다.

간단히 정리하면 PP(폴리프로필렌)와 유리섬유(GRP)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만든 일종의 저장용 탱크이다. 플라스틱의 성질상
상기 두 물질은 절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이새의 특허출원기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이다.

이두플라스틱의결합에대한중요성
PP의 장점인 식료품에 사용이 가능한 점, 산이나 알칼리 등 거의 모든 화학물질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PP의
단점인 대용량으로 만들어졌을 때 강도가 약하다는 점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방탄모나 테니스 라켓 등에 사용되는 높은 강도의
유리섬유를 덧붙여 서로의 장점만을 최대한 살려 냈다는 것이다.   

폴리버™ 는 내식층의 내마모성이 높고 기계적 생산으로 내식층이 균일하며 압출생산으로 미세 Pin hole이나 기포현상이 없어 약
품의 침투를 차단한다. 무엇보다 제품에 이온검출이 되지않아 내용액에 순수성을 유지하며 제품에 따라 보강층을 다양하게 설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녔다. 

무한한범국가적경제효과
엄청나게 많은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고가의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지는 기존의 많은 저장탱크를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하면 절반의 가격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장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부식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이 우리 회사의 제품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POLYBER™의 사용범위
▶ 전해Tank ▶ 반응Tank ▶ 교반Tank
▶ 약품배관 세정Tower ▶ Fan Stack ▶ Duct
▶ 산세Tank ▶ 페수처리장 Lining ▶ 순수Tank
▶ 중화Tank ▶ 표백Tank ▶ 각종 화학물 저장Tank
▶ Water Tank ▶ 상하수도 Pipe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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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용 주

본사
인천시 서구 당하동 834-5  
TEL.(032) 564-2345
FAX.(032) 564-5522 

서울 업부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402호
TEL.(02) 780-0051
FAX.(02) 780-0054 

http://www.ilwooind.co.kr
e-mail : sale51@since1968.co.kr

BOOTH No. C4-5
회사소개

▶ 회사 연혁
2006.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제품명 : NB 플랜지 하수관, 인증번호 2006181)
2005. 인천시품질우수추천제품지정(제2005-22호) 성능인증서 획득(제21-003호)
2004. 벤처기업 확인(제041722032-1-00012호) (인정기관 : 중소기업청장)

한국프라스틱 표준표시 인증 획득(PL 마크 제 IG-045호) 
PE수도관(KPS M 2010)외 2종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 인증 획득(제 016호) PE수도관(KPS M 2010)외 2종

2002.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제2002112호)
(제품명 : 이중벽 PE하수관 1종,2종(분류표기 SEN-pipe))(인증기관:조달청장)

2001. 우수제품마크 인증서(GQ 마크)획득(제 화학-41호)
(인증품목 : 폴리에틸렌 이중벽 구조 및 복층벽구조 하수도관1급, 2급)
(인증기관 : 중소기업청장)
유공관 생산설비 도입 및 생산개시

2000. 품질경 시스템(ISO 9001) 인증 획득(제 KQS 5446호)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 KS표시허가(KS M 3408)획득

1999. 한국프라스틱 표준 표시 인증 획득
(표준번호 : KPS M 2009 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 구조 하수도관)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 인증 획득
(단체표준명 : KPS M 2009 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 구조 하수도관)
분류표시부가 구비된 배수관 실용신안 획득(제 0169551호) 

1998.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KS 표시허가(KS C 8454)
고 도 폴리에틸렌 이중벽 하수도관(SEN-pipe) 설비도입 및 생산개시
이중벽 폴리에틸렌(분류표시부가 구비된 배수관) 품질보증업체 지정(QA-1747)획득

1997. 철판매입 발포폴리 에틸렌하수관(SRP-F) 개발 및 생산개시
1993. 철판매입 폴리에틸렌 하수관(SRP) 개발 및 생산개시(실용신안 제 072250호)
1985. 공장등록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하수관(SHP) 생산

(특허 제 18558호, 실용신안 제 36603호, 34577호)
파상형 폴리에틸렌 2색도 유공관 생산 (특허 제 048429호)

1985. 일우산업(주) 설립
2010. 02   구조형 폴리에틸렌하수도관 성능인증 획득
2010. 04   구조형 폴리에틸렌하수도관 조달우수제품 선정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생활하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 오염문제등 앞으로 국가차원을 넘어서 인류전체 생존이 달
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질오염, 토양 오염문제로 수질개선 처리기
술 및 하수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사회전반적인 하수처리 및 상
하수도 이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일우산업주식회사는 수질오염방지를 통해 수질환경개선과 인간의 기본적
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내구성 및 무독 무취한 폴리에틸렌수지를 원재료로한 상·
하수도관 및 PE이중벽구조, PE복층벽구조 하수관을 개발하여 완벽한 수 성과
반 구적인 상·하수관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PE수도관 (KS M3408, KPS M2010) ▶ PE압력관 1, 2종 (KPS M 2016)
▶ PE일반관 (KS M3407, KPS M 2016) ▶ PE유공관
▶ PE이중벽하수관 (KPS M2009) ▶ PE복층벽하수관 (KPS M2009)
▶ HDPE-DC 고압관 및 유공관 ▶ 평활전선관 (CD-P)
▶ 파상형지중전선관 (SLP) ▶ 구조형 폴리에틸렌하수도관 (조달우수제품)

일우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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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구조형폴리에틸렌하수도관 (조달우수제품2010024, 성능인증21-182)
▶ 길이 방향으로 나선형태로 권취되는 중공의 소형관의 양측면부에 일정간격 연속 천

공된 다수개의 결합 홀로 삽입되는 여러개의 결합돌기로 관의 풀림성 방지하며 결합
돌기의 끝단부에 소형관의 내주면에 지지되는 걸림 턱이 더 돌출 형성될 경우 더욱
강력한 결합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의 우수성은 PE이중벽관, PE삼중벽관, PE충
진벽관 등 모든 종류의 구조형관에 적용가능한 우수한 구조의 관으로서 PE구조형관
의 풀림현상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 용도 : 우오수 분류식 하수종마처리장, 생활하수, 오폐수 차집관거, 공업용 페수 배수
관, 농업용 배관, 레저용 배수관

2. PE이중벽구조하수도관 (KPS M2009)
▶PE이중벽구조 하수관(SEN-PIPE)은 내벽은 I-Beem구조의 형태로 외압강도가 높으며 부
등침하에도 견딜 수 있어 우·오수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PE복층벽구조하수도관 (KPS M2009)
▶PE복층벽구조 하수도관은 이중벽사각중공에“+”자 보강구조를 형성하고 HDPE를 전체

외면에 일체형으로 융착하여 외압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특히 관의 재질인 PE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학적 안정성 및 내구성이 좋고 유동성과 시공

이 간편하여 오·폐수 이송관로에적합합니다.

4. PE수도관 (단층관, 이층관) (KS M3408, KPS M2010)
▶물리 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고 도 폴리에틸렌 원료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고 수

명이 반 구적이라 또한 관석이 생기지 않으며 무독, 무취하여 위생급수에 획기적인 배
관자재로서 기존의 자재를 대체할 우수한 제품

▶외부층은 카본블랙을 사용하여 내후성을 향상시켰고 내부층은 순수 폴리에틸렌을 사용
하여 위생성을 더욱 향상시킨 2층구조의 제품으로 위생적인 송수, 배수, 급수시설 구축에
최적인 제품.

▶용도 : 수도용 배수관로, 급수관로, 송수관로,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압력,  화학,
농업용 배관

▶연결방법 : 버트융착접합, 나사조임식 접합

5. PE DC관
▶고 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하여 원형의 통파이프를 외부관과 내부관을 생산하여 외

부관을 카타필라식의 금형이 연속적으로 O링 형상을 성형하여 제조한 관
▶용도 : 대단위 APT 및 주택단지내 우수 및 오수관, 운동장, 골프장배수관, 시가지 도로 양

측 우·오수 배수용
▶연결방법 : 소켓 고무링 접합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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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자단가 계약 (다수공급자 물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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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백 인 환

본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39-6
TEL.(041) 534-6617, 542-6617

070-4143-6617
070-4148-6617

FAX.(041) 534-6618

http://www.gpm21.co.kr  
e-mail : gpm@dreamwiz.com

BOOTH No. C1-1
회사소개

지하매설물의 안전 지피엠이 만들어 갑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창립되어,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배관자재에필
요한 표지기 및 표지시트를 맞춤 생산 방식에 의해 가장 빠르게 제조 생산하고 있
습니다. 관로표지기(LINE-MARK)는 지하 매설물에 위치와 방향을 지상에 표시하
는 제품으로 그 종류에 따라 지 및 방향표기, 관구경, 관종등을 표기할수 있습니
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거듭하여, 표지기내에 전자 칩이 내장된 RF표시핀을 제
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고시트 및 탐지형 경고시트보다 좀 더 진화된 탐지
형 관 테이프를 개발, 시험과정을 거쳐 최초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
로도 고객중심 맞춤 서비스와 빠른 제작,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가는 기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 회사연혁
2002. 02. 회사설립
2002. 03. 대한측량협회 산하 측량업체 측량기준핀 납품개시
2003. 07. 한국전력공사 지사별 선로 표지기 납품개시
2004. 03. 현대모비스(주) 환경사업부 캄보디아 오수관로 현장납품
2004. 09. 탐지형 관로 표시핀 실용실안 출원
2005. 03. 남대륙권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납품개시
2006. 04. 평택LNG기지 한국가스고압 전력케이블시트 납품
2006. 06. 삼성전자(기흥,탕정)반도체단지 내 납품
2006. 10. 제주시 신제주 택지지구 오수, 우수관로 경고시트 납품
2006. 12. 판교 택지지구 내 광역상수도 납품
2007. 01.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납품
2007. 04. 남부권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납품
2007. 05. 금강북부권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납품
2007. 06.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납품
2007. 08. 목포 하수관거 현장 납품
2007. 09. 아산 청수지역 중부도시가스 지역난방 납품개시
2007. 11. 목포BTL하수관거 사업현장 납품개시
2007. 12. 건교부 RF표지기 시범 설치 및 평가
2008. 01. 인천 청라지구 열배관 공사 납품개시
2008. 02. 대전 열병합 발전 경고테이프 납품개시
2008. 03. 건설교통부 주관 RF표지기 시범구간 설치
2008. 04. 파주운정지구 쓰레기 수송관로 경고테이프 납품
2008. 07. 김천BTL 사업 현장납품
2008. 08. RF표시핀 특허출현
2008. 11. 광주시 RF표시핀 시공 완료
2009. 01. 제주도 탐지형 오수관 경고테이프 납품
2009. 03. 용인-평택 주배관공사 납품
2009. 08.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주배관공사 납품
2009. 09. 남양주 별내 폐기물 수송관로 경고시트 납품
2009. 11. 문화재청 표시핀 오대궁 사업 납품
2010. 01. 호남권, 동권, 경남권, 주배관공사 납품
2010. 02. 서창지구, 광교지구, 식사지구, 송도신도시, 향남지구, 호매실지구

상하수도 경고 시트 및 열배관 경고시트 납품
2010. 03. 대전도안지구 폐기물 수송관로 경고시트 및 열배관 경고시트 납품
2010. 04. 서산시 탐지형 경고테이프 납품
2010. 05. 광주, 진천, 상주 BTL 오수관 사업현장 납품
2010. 06. 괴산시 상수도 경고테이프 납품
2010. 07. 김포한강신도시 RF표시핀 계약
2010. 0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경고시트 납품
2011. 04 RF표시핀 신용신안 등록
2011. 05 충남 아산시로 공장 확장 이전
2011. 06 파주 운정지구 RF표시핀 납품
2011. 07 관 표시테이프 납품 개시
2011. 09 충남 아산시로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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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류

1. 경고시트 (WARNING SHEET)
▶ 지중화 되어있는 각종 상 하수도관, 가스관, 열난방 및 송

유관, 전기통신 광케이블관 등 타굴착 공사로 인한 배관의
절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배관위에 설치함으로
써 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표시하는 고강도 경고시트입
니다. 

3. 경탐지형경고시트
(DETECTABLE WARNING SHEET)

▶ 경고시트에 동선 및 알루미늄을 부착하여 매설후 제수빈
밸브 및 (맨홀) TEST BOX에 동선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
써 별도의 로케팅 와이어(전선) 및 자성체를 배관에 부착
하지 않아도 탐지가 용이하며, 자석시트와 달리 자성체를
가지고 있지않아 다른 탐지용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
능한 제품입니다. 

4. 탐지형관표시테이프
(DETECTABLE WARNING TAPE)

▶ 관 위에 붙여 매설하며, 동선은 PVC피복에 의해 1차 보호
가 되고 그위에 관에 대한 정보용 테이프가 접착 됨으로
써, 관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한 절단의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테이프와 테이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연
결용 단자가 있어 접속이 간단 하여, 긴 구간 연결 공사시
편리하다.

▶ 일반 로켓팅 와이어 대체용으로 적합. 

5. 관로표지기 (LINE MARK)
▶ 굴착공사에 의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케이블 등의 절

단 손상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하
여 매설물의 위치 표시를 하는 제품입니다. 

2. R/F 칼라표시핀
(RFCL/RADIO FREQUENCY COLOR LINE-MARK)

▶ 기존에 설치된 표지기내에 RF칩을 넣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정보(Information)를 쉽게 파악하여 보다 안전
하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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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10층 복합소재사업팀
TEL.(02) 3677-6097
FAX.(02) 6008-8788

공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212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http://www.koapipe.com 
e-mail : koapipe@kolon.com

BOOTH No. C10-4
회사소개

Global Top 종합화학/소재 기업
저희 코오롱은 1957년 합섬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50년 동안 꾸준한 연구개발을
거듭하며 한국 화섬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현재는 산업소재/전자소재/화학 전
문기업으로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리섬
유 강화 플라스틱관, 폴리이미드 필름, 전자소재, 아라미드, 맴브레인 등 고부가가
치의 첨단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코
오롱은 핵심역량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회사를“Global Top 종합 화학/소재 기
업”으로 변신시켜 나갈 것입니다.

▶ 연혁
- 2007년 10월 코오롱 KOA PIPE 공장 준공 (구미)
- 2007년 10월 KOA PIPE 양산
- 2008년 01월 ISO 9001 품질경 시스템 인증서 획득
- 2008년 02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 2008년 03월 ISO 10639 상수 국제 규격 획득
- 2008년 03월 KOA MANHOLE 양산
- 2008년 04월 KS M 3333 인증 획득
- 2009년 12월 KS M 3370 인증 획득
- 2010년 10월 KWWA M 207 인증 획득

취급제품소개

▶ 제조부문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 KOA PIPE,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맨홀 KOA MANHOLE
- 석유수지 SUKOREZ, HIKOREZ, HIKOTACK  
- 페놀수지 HIRENOL   
- 폴리우레탄수지 KONY URETHANE  
- 열가소성폴리우레탄수지 ELLAS  
- 원사 :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차별화 원사, miocell 
- 샤무드 : 원면, 생지, 스웨이드, 가공품
- 산자 : 타이어 코오드, Technical Yarn, 에어백, 스판본드, HeracronⓇ (Aramid) 
- 필름 : PET 필름, Nylon 필름, Stamping Foil, 증착 필름
- 전자재료 : 광확산필름, 프리즘필름, 광확산판, 오버코트, 컬럼스페이서
- 수지블랙매트릭스, 광확산용비드, PDP용 드라이필름레지스트
- 드라이 필름, 솔더마스크, 액상PR, 폴리이미드 필름
- 플라스틱 : 엔프라
- 사업장 : 본사, 울산, 김천, 경산, 여수, 인천, 중국쑤저우, 연구소

인증및획득마크

▶ KS M 3370 ▶ KS M 3333 ▶ KWWA M 207
▶ ISO 9001 ▶ ISO 10639

코오롱인더스트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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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 내마모성 재료, 내부식성 재료 ▶ 경량성 (흄관의 1/10의 무게)
▶ 길이 조절의 다양성 (6~18m) ▶ 우수한 통수성
▶ 세계 규격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의 파이프 생산 시스템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연결구
▶ 커플링 각변형 허용가능 (최대 3도까지)
▶ 더블벨 커플링으로서 간편한 시공가능
▶ 고수 성, 고내압성 디자인의 커플링

4. 특징및효과
▶ 내부식성: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은 유체를 취급할 때 관 내면 및 외면의 부식에 대하여 넓은 범위에서 내 부식성을 가진다. 

그 결과, 추가적인 라이닝과 외부 코팅은 필요가 없다.
▶ 무게비율에대한강도: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은 우수한 비강도를 가진다. 무게 당 강도의 비율을 고려할 때, 

유리섬유 복합관은 철, 탄소, 스테인레스 스틸보다 뛰어나다.
▶ 경량성: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관은 경량이다. 고강도 유리섬유 복합관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철제품의 1/6의 무게를 가지며,

유사한 콘크리트 제품의 10%의 무게를 갖는다.
▶ 전기절연성: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은 비 전도성이다.
▶ 치수안정성: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은 요구한 구조 및 관의 적용에 필요한 한계 오차를 유지할 수 있다. 

재료는 엄격한 재료 강성, 치수 오차, 무게 및 비용 한계를 충족시킨다.
▶ 낮은유지비용:유리섬유 배관은 녹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쉽다. 

5. 적용분야
▶ 상수도 및 하수도 배관 ▶ 선박용(Ballast) 배관 ▶ 지열배관 (geothermal)     
▶ 우수 등 배수 배관 ▶ 해수의 취수 및 배수 배관 ▶ 발전소 슬러지 배관
▶ 냉각 동력장치의 냉각수 배관 ▶ 지중매설 배관과 케이싱(casing) ▶ 화학공정
▶ 담수화 ▶ 산업용 배관 ▶ 관개수로

3.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맨홀
▶ 완벽한 수 성능을 가진 맨홀
▶ 방수 및 일체성이 우수
▶ 현장에서 조립 및 수정작업이 용이
▶ 현장상황에 따라 높이 조절이 용이
▶ 빠른 설치가 가능하므로 공사기간 단축가능

배
관
류

● 구조와특징

외부구조층

중심코어층

내부구조층
라이너층

재 질

유리섬유로빙 + 구조용수지

유리섬유층 + 모래 + 구조용수지

유리섬유로빙 + 구조용수지

유리섬유로빙 + 내마모및내부식용수지

기능

원주방향강화

축방향강화

원주방향강화

내부식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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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444-4
TEL.(043) 856-5882
FAX.(046) 856-5884

서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4 3층
TEL.(02) 2104-0380 
FAX.(02) 2104-0389

http://www.pipeteckorea.co.kr    
e-mail : pipetec21@hanmail.net

BOOTH No. C4-8
회사소개

㈜파이프텍코리아는 집단에너지 산업 분야 중 열배관 관련 자재 및 시공, 사후관

리 등 열배관 공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업체로서 유럽

유수의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전문기관, 기업들과의 기술제휴 및 장기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 배관 기술 및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 열배관 기술 발전 및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소규모, 중규모의 지역난방, 산업용 및 농업용 배관, 상수도관, 하수관, 냉

방용 배관 등의 분야에도 동파 방지 및 온도유지용 이중보온관 및 Flexible 이중보

온관, 신보온공법 개발로 보다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제품 및 시공방법을 적용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파이프텍코리아는 앞으로도 열공급 배관 분야의 신규 자재 개발 및 친환경 보

온공법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양질의 Contents를 공급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플렉시블 이중보온관 (Flexible Pre-Insulated Pipe PEX)
▶ Dritherm (친환경 보온재)
▶ 이중보온관 (Pre-Insulated Pipe)

- 상하수도용 이중보온관 (동파방지용)
- 중온수용 이중보온관
- 고온용 이중보온관 (Steam용)

▶ SIS PIPE 스팀용이중강관 (Steel In Steel Pipe / Steel-Cased pipe-In-Pipes)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2008 인증
▶ 경 혁신형중소기업(INNO BIZ) 인증
▶ 공급회수일체형 이중보온관 특허등록 (특허 제 10-0636707호)
▶ 열팽창 보상용 배관시스템 특허등록 (특허 제 10-0656876호)
▶ 스팀배관 맨홀용 스틸 챔버 특허등록 (특허 제 10-0792577호)
▶ 지중 배관용 신축장치 일체형 맨홀 유닛 (특허 제 10-0990982호)
▶ 가정용 열교환기를 이용한 중소규모 지역난방 시스템 (특허 제 10-1052027호)

PIPETEC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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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류

1. 플렉시블이중보온관 (Flexible Pre-Insulated Pipe  PEX)
▶ PEX파이프는 유연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Flexible 이중보온관

파이프 시스템
▶ 최고온도 95℃, 최대압력 10bar 의 저온저압 파이프라인에 사

용됨.
▶ PEX 파이프는 배관에 필요한 길이를 Roll 형태로 감아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며, 용접이나 접합부 없이 긴 길이를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함

▶ 뛰어난 유연성으로 까다로운 배관 조건하에도 지장물을
피해가며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함.

▶ 매설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기존의 이중 보온관에
비하여 토목공사비 및 자재비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임.
- 용도 : 소규모 난방 시스템 / 상, 하수도 배관 / 냉매 배관 /

산업용수 및 수 장 등의 연결 파이프

3. 이중보온관
▶ 이중보온관은 현장 배관 후 보온 작업, 외부 보호 Jacketing 

작업 등 복잡한 기존의 보온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배관 자재
를 공장에서 완벽하게 보온하여 현장 배관 작업 시 공정의
단순화,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단열성이 가장 우수한 경질 폴리우레탄 Foam을 사용
▶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관, 외관, 보온재 등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현장 보온작업이 불필요하고 지하직접 매설 등 시공이 간편함
▶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방열손실이 적어

경제적 임.
▶ 수분, 공기 등에 의한 부식 및 전기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이

강함.

4. SIS PIPE 스팀용이중강관
(Steel In Steel Pipe / Steel-Cased pipe-In-Pipes)

▶ Steel-Cased Pipe-in-pipe System으로 내, 외관이 강관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시스템

▶ 최고 섭씨 450도, PN100 까지 안전설계, 제작, 시공
▶ Ring Space (내외관 사이의 공간)의 진공관리를 통해 열손실,

부식방지 및 시스템 콘트롤이 가능한 시스템
▶ 온수, 스팀,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체에 적합한 운송시스템
▶ 부동침하 우려와 지하수위가 높은 침수지역 (해안가 매립지,

성토구간을 포함)등의 공사에 가장 안정적인 파이프 시스템
▶ 도강, 운하, 철도횡단,고속도로 등 최고하중이 문제가 되거나

설치공간이 제한적인 지역내의 설치 가능

2. Dritherm (친환경보온재)
▶ Hydrophobized Calcium Carbonate (소수화처리 석회석 분말) 
▶ 보온과 부식방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친환경 보온재
▶ 배관 주위에 직접 도포하는 보온방식으로 지하배관과 주위의

흙, 모래 사이를 매우 조 하게 집하여 보온
▶ 미세분말 (10μ이하)의 결합으로 물, 공기, 수분침입을 방지
▶ 수분침투방지로 스팀, 중온수의 에너지 수송 효율이 높음.
▶ 배관 표면에 응축수가 생기지 않으므로 보냉 효율이 높음.
▶ 시공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즉시 포장이 가능
▶ 기존방식의 지하보온배관 공법보다 시공비 절감.
▶ 기존 배관의 유지 보수 시 배관교체 및 단수 없이 시공이 가능함.
▶ 기존 배관의 유지 보수 시 배관을 계속 사용함으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남.
▶ 용 도 : 지하배관 보온용 / 지하배관 보냉용 / 천연가스관 : 

자연방식, 방청 / 지하구조물 : 방청 방습 기능

상하수도용이중보온관 (동파방지용) 중온수용이중보온관 고온용이중보온관(Steam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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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중 구

본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0-1
TEL.(031) 359-0001
FAX.(031) 35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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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4-3
회사소개

PPI 평화는 배관 산업의 6개 전 분야 (오배수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각 이음관)
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PVC관 생산업체로써, 1976년 창업 이래 34년
간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 하여 파이프 산업과 배관설비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최초 내수압 테스트 1천 시간을 통과
하여 수도관의 내구성을 50년 이상 보장하게 되었으며, 주철보다 강한 초고층용
DH오배수관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11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주
관하는‘부품.소재기술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 습니다. 또한, 2006년 한
국 최대의 PVC파이프 신 공장 준공에 이어, 2010년을 맞아 제 2의 공장신설과 설
비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술표준원에서 50여년간 사용하던 PVC 파
이프의 KS규격이 무독성 흰색으로 개정됨에 따라 KS규격 이상으로 제품 생산체
제를 완료하고, 신소재 개발로 주철관보다 충격강도가 5배 강한 DH관이 삼성건
설, 포스코건설 등, 1군 대형 건설사들에 채택되어 사용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
으며, 급수?급탕용 및 소방용 배관인 C-PVC의 KFI인증(소방인증)이 최대구경까
지 한국 최초로 완료됨에 따라, C-PVC 생산 설비를 증설하 습니다.  앞으로도
PPI평화의 신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
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파이프 산업과 배관설비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의
물 산업을 주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PPI 고강성 이중벽관, 내충격 하수관, V형 하수관 ▶ PPI 오수맨홀 시스템
▶ PPI DC이음관, HI-VG이음관 ▶ PPI DF 이음관 , DK 이음관
▶ PPI 내진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 HI-CP ▶ PPI HI-TS 이음관 , HI-SR 이음관
▶ PPI 소형맨홀 시스템 ▶ PPI 상수도용 원형밸브실

인증및획득마크

▶ 품질경 시스템 인증(ISO 900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M 3401) - 우수제품지정인증(조달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우수제품마크인증(중소기업청)
- 특허등록 - 신기술지정 인증(건설교통부)
- NSF/ANSI 14,61, ASTM D 1785, AWWA C-900 인증 취득 (미국국가위생국)

▶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M 3600)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M 3603)
- 우수제품지정인증(조달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우수제품마크인증(중소기업청)

▶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우수제품지정인증(조달청)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사(KPPS M 306)
- 한국염화비닐관조합규격표시인증서(KPPS M 306)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제 물받이
- 한국염화비닐관조합규격표시인증서(KPPS M 303)

주식회사평화
한국PVC하수관거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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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PPI 고강성이중벽관, 내충격하수관
▶ 최초 800mm, 900mm PVC이중벽관 개발
▶ 비 압력조건에서 매설용으로 사용하는 구조형 고강성 PVC 하수관으로 관의 관벽은 외압에

견딜 수 있도록 3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최적으로 설계된 구조형 관이며 관의 내면은
평활한 구조입니다.

2. PPI DC이음관, HI-VG 이음관
▶ 최초의 Hook Type, 완벽한 Guide Cap적용
▶ DC이음관 최초의 Hook Type(훅타입) 소켓 채용으로 직접적인 비용절감 및 시공성이

탁월하며, HI-VG이 음관은 Guide Cap(가이드캡)방식 이음관으로 원터치 시공이 가능하며, 
수축·팽창이 가능하여 파이프의 휨을 방지합니다.

3. PPI 내진벨크립식내충격수도관HI-CP
▶ 조달청 우수제품, 단가계약 체결
▶ PPI평화의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은 진동, 굴곡, 수축.팽창의 3대 유구조를 갖춘

한국최초의 내진구조 및 진동흡수 수도관 시스템입니다.

4. PPI DF 이음관
▶ 완벽한 강성 및 수 구조
▶ PPI DF 이음관은 90도 곡관의 반경을 크게 하여 물의 저항을 줄이고, 역테이퍼 구조의

이음관을 채택 고 무링 축에 의해 상.하.좌.우 15도 굴곡이 가능하여 완벽한 수 성을
확보하 습니다.

5. PPI HI-TS 이음관
▶ 무독, 고강도 수도용 이음관
▶ 내충격 수도관용 소구경 이음관으로 내충격성은 물론 본드접합 시공의 본원적 장점을

잘 살린 제품입니다.

6. PPI 오수맨홀시스템
▶ 통수율 증가, 이물질 잔류 방지
▶ 유입구와 유출구 크기를 달리하여 U-트랩 바닥에 이물질 잔류없이 완벽한 통수가 가능하며,

Increase  Type의 편락식 U-트랩은 오수의 통수율을 증가시켜 이물질 잔류를 방지합니다.

7. PPI 소형맨홀시스템
▶ 입상관 분리형
▶ PPI 소형맨홀 시스템은 입상부 Screw 조임식 접합으로 높이 조절과 입상관 교체가 가능하며, 

내부는 하수가 쉽게 흐를 수 있는 구조로 유지관리 기구의 사용과 점검이 용이합니다.

8. PPI 상수도용원형밸브실
▶ 적벽돌 및 콘크리트 흄관을 사용하는 기존 원형밸브실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획기적인 제품
▶ PPI 상수도용 원형밸브실은 시공방법이 간편하여 시공시간을 단축시키고 자재운반이

편리 합니다. 사용자재의 공장규격화 생산으로 품질을 확보했으며, 경량자재 사용으로 운반,
시공 중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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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2-10
회사소개

기술의 세계화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는 기업!
22년 장수 경 을 자랑하는 (주)폴리텍은 충청북도 향토기업으로 60여명의 임직

원이 배관용 Polyethylene Valve, Polyethylene 전자 시스템을 전세계 약 30개국

에 수출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수출지역을 소개하자면, 미국시장 3위로 약15%의 시장점유율, 중국시장의 약

35% 점유율로 1위, 인도, 호주, 중동, 유럽, 아프리카(이집트, 탄자니아)에도 시장

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6년전 등록한 연구소는 현재 7명이 근무중이며, 전 직원의 12%수준입니다.

7명중 5명이 회사에서 대학원 및 대학에서 공부하 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1)신제품개발 (2)기존 제품의 개선 (3)설비개발 (4)해외 공장건설

등 입니다.

우리는 제품의 개발 생산 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조설비 및 시험

설비를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비를 국, 스페인

및 중국에 수출하 고, 중국에는 합자회사를 설립하 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PE VALVE, PE EF SYSTEM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품질경 )
▶ ISO14001(환경경 )
▶ K마크
▶ 세계일류상품
▶ 조달우수제품인증 및 유럽, 캐나다, 독일, 미국 등 다수의 해외인증 획득
▶ 특허, 실용신안 등 20여건의 지적재산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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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뛰어난 품질관리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배
관
류

1. PE볼밸브
▶ 제품성능

- 밸브구성 전 부품이 부식이 없으며, 반 구적 수명
- 시공 후 물성 변화가 없음으로 기 , 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 시공성
- 방수가 필요없고 제품 중량이 가벼워 설치가 쉬움
- 밸브에 연결되는 파이프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결가능

▶ 한국형밸브
- 2009년 시행 신규 물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내화학, 내부식성이 뛰어난 제품
- Full Bore 설계로 압력 손실을 극소화
- Long Stem적용으로 국내시공 실정에 적합
- 설치 후 사후 관리 비용이 필요없는 친환경적 제품(재활용가능)

2. 상·하수용PE이음관
▶ 국내시공여건에적합한공법사용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하수도용 PE배관은 공급 시스템의 향으로 외국의
경우보다 대형관의 사용량이 많다. 또한 시공현장에서 외경 및 진원도의 편차
가 큰 사각의 파이프가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파이프 외경부에 접합되는 전
기융착식이음관(E/F FITTING)에 대한 융착 품질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국내의 시공실태를 감안하여 개발된 제품이‘폴리텍 이음관’이다.
POLYTEC 이음관은 진원도의 편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누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이다. 

▶ 전기융착시스템 (ElectroFusionSystem)
융착시 파이프의 외경부분에 전기융착식이음관을 삽입 및 부착한 후 융착 장
비를 통하여 일정량의 전기를 공급하면 이음관 내경부위에 내장된 발열선이
전기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한 열에 의하여 이음관의 내경부위
와 파이프 외경
부위의 용융이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용융물의 부피팽창이 발생하고 용융물이 이음관 양
단의 쿨링존(COOLING ZONE)의 위치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외부로의 용융
물 유입을 막아주며 내부의 진공상태 형성으로 내부압력을 최대화 시켜 파이
프와 이음관 사이의 공급이완벽하게 채워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공급전원이
자동 차단된 후 융착부위를 자연냉각 시키는 시스템을 전기융착시스템
(ELECTRO FUSION SYSTEM)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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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배 경 미

고객지원팀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9-1
TEL.(02) 3401-2341(代)
FAX.(02) 3401-2417

평창공장
강원도 평창군·읍 주진리 516-1 
TEL.(033) 333-8272(代) 
FAX.(033) 333-2300

http://www.placo.kr   
e-mail : kwplaco@hanmail.net

BOOTH No. C10-5
회사소개

(주)프라코는 1999년에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국내 상하수도 환경

의 획기적인 개선과 최고의 품질로 환경산업 분야의 발전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속에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오로지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로서 이룩되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며 환경산업의‘새천년·새기술’기업모토로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과 집중투자를 단행해 기술혁진 제품을 개발하 으며 품질향상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고객존중, 가치창조, 미래지향’은 새로운 것을 찾아 끊

임없이 도전하며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시스템이 지속적인 소비자의 욕구에 충실히 부응할수 있도록 관계

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Neo오수받이 ▶ 소형맨홀
▶ 트랩오수받이 ▶ PVC이중벽관
▶ PE이중·다중 벽관 ▶ PE수도관
▶ 내충격PVC하수도관(HI-VG) ▶ 내충격PVC수도관(HI-VP)
▶ 맨홀정 ▶ 인버트
▶ 넥 터 ▶ 우수저류조(rain stadium)                
▶ 유수분리기(interceptor) ▶ 초기빗물처리장치( e - filter )

인증및획득마크

▶ KS M 3600 ▶ KS M 3408-2 ▶ KS M 3401
▶ KS M 3500-1 ▶ KS M 3500-2 ▶ KS M 3603
▶ KPPS M 306 ▶ KPPS M 303 ▶ KPPS M 305,
▶ 벤처기업확인 ▶ INNO-BIZ기업선정
▶ 특허등록 19종 ▶ 실용신안 25종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4종
▶ 한국토지공사 공사가용신기술인정서

(주)프라코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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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NEO오수받이 (택지물받이)
▶ 트랩에 의한 방취방식으로 악취차단
▶ 탈착식으로 상하류관에 직선적 접근성확보로 유지관리 개선
▶ 인버트높이와 유입,유출부의 단차로 원활한 오수의 흐름과 받이내 퇴적물 최소화
▶ 고무링조임식에 의한 배수관 접합방식으로 시공성 및 수 성향상

3. PE 수도관
▶ D20~D1000.
▶ 용도 : 상수도용.
▶ 접합방법 : 융착방법, 나사조임식접합
▶ 녹물이나 악취의 발생이 없습니다.
▶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이 가능한 제품.

4. PVC 이중벽관
▶ 생산규격 - D100~D400 (KS M 3600)
▶ 접합방법 - 일반소켓, 고강성분리소켓, LF식
▶ 제품특징

- 최고의 외압강도를 유지. - 완벽한 수 성. - 자기소화성재질로 화재의 염려가 없다.
- 내면이 매끄러우 마찰계수가 적다. -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

배
관
류

일반소켓 고강성분리소켓 LF식

2. 소형맨홀및트랩오수받이 (공공물받이)
▶ 완벽한 수 성확보와 필요시 오수받이기능병행
▶ 다양한 접속구경(D100-D200)
▶ 정비대상지역의 소규모화로 기존맨홀방식에 의한 시공 곤란지역에 시공성, 수 성, 경제성확보
▶ 상재하중에 견딜수 있는 내구성
▶ 입상관 D300, D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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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 성 만

본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62-10
TEL.1577-5077
FAX.(061) 762-9680

광양공장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75
TEL.1577-5077
FAX.(061) 772-4228

남원공장
전북 남원시 노암동 854-4
TEL.1577-5077
FAX.(061) 772-4228

서울사무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IT 캐슬 2동 1010호
TEL.050-6364-1000
FAX.050-6367-1000

http://www.fixoninc.com  
e-mail : fix@fixoninc.com

BOOTH No. C2-12
회사소개

환경, 미래! 픽슨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큰 세상을 소망하며, 창출된 이윤을 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업! 픽슨입니다. 현

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는 R&D를 통해 국내최초 PL 파형강관 및 세계최초

PF강관을 개발하여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신제품 인증제도 NEP(New

Excellent Product), KS, ISO,벤처기업, INNO-BIZ, 조달청 우수제품 등 각종 인증

을 획득하 습니다.

더욱이 사업의 범위를 넓혀 캐나다 암텍사와 합작 파형강판 공장을 준공 후 세계

최고의 강판구조물인 브릿지플레이트를 자체 생산 하여 더욱 내실을 다지고 있습

니다.

저희 픽슨은 그간 축적되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고

객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회사의 번 만을 꾀하는 1차원적인 경

전략을 취하지 않고 가깝게는 건설문화발전에,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모색하겠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CEO의 경 방침 아래 인재가 곧 기업이라는 기업문화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 숨쉬는 역동

적인 기업입니다. 저희 픽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제품 및 기타 문의를 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로 고객만족을 이루고, 뜨거운 가슴으로 만

날 수 있는 픽슨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일반파형강관
▶ PL 파형강관
▶ PF 파형강관
▶ 내부평활
▶ 브릿지플레이트(파형강판)

인증및획득마크

▶ 우수제품 인증(조달청)
▶ 신제품(NEP) 인증(산업자원부)
▶ 신자재 인증(대한주택공사)
▶ 이노비즈 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 품질경 시스템인증(한국능률협회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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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파형강관개요
▶ 파형강관은 배수관 건설공사시 증가하는 인력난 및 비용과 환경문제의 인식 때문

에 기존 콘크리트 배수관의 대체자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개발된 높은 외압강
도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한 배수 구조물입니다. 

2. 파형강관종류
▶ 파형강관/일반형

- 우수관로 및 각종 배수관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관접합은 커플링밴드
연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입니다. 

▶ PL파형강관/피복형
- 아연도금 강판에 폴리에틸렌을 라미네이팅 시켜 내식성, 내마모성이 탁월하여
염해, 토사지역 및 오폐수 등 어떠한 기후조건 및 온도의 변화와 환경 향에서도
전혀 변형되지 않으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입니다.

▶ PF파형강관/일체형PE플랜지
- 기존 파형강관 제품에 폴리에틸렌 플랜지를 사출성형공법으로 구장착한 제품
으로 하수관 규정상 수 시험에 100% 합격한 NEP(신제품) 인증을 받은 완벽수

오.폐수관으로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입니다.

3. 파형강관특성
▶ 중량이 가벼워서 시공이 간편하다 - 우수한 시공성과 경제성
▶ 용융아연도금강판(600g/㎡)과 특수피복으로 내구수명이 길다.
▶ 일체형 플랜지를 구 장착하여 완벽한 수 보장으로 누수가 없다. 

4. 용도
▶ 토목공사 배수관으로 주로 사용되며 도로나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용/배수용 암거

로도 사용되며 내식성이 우수하여 염해지역 배수관이나 오. 폐수관, 하수관 공사
에 효과적이다. 

5. 파형강판개요
▶ 파형강판은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공법으로 뛰어난 시공성과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 제품으로 생태통로, 교량, 통로암거, 수로암거등 에 주로 사
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관
류

<PL 파형강관>

<개착식 터널>

<생태 터널>

<소교량>

<일반파형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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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2-7

대표 김 종 재

본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
TEL.(055) 329-0837~40
FAX.(055) 329-0841

http://www.histen.co.kr 
e-mail : histen@histen.co.kr

회사소개

스테인리스 볼밸브 및 관이음쇠 제조 대표기업!
(주)하이스텐은 국내최초로 슬립인조인트를 개발 상수도매설배관에서 가장 취
약한 지반침하에 수도관을 보호 하는 기술 신축가동식이음 기술로 상수도 누수를
획기적으로 방지하 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건물의 내진성 관련하여 이탈방지
이음쇠인 su 조인트(무용접이음쇠 롤푸쉬접합)를 출시 국내·외 5,000여건을 납
품하여 그 성능과 시공성에서 설비 및 엔지니어링사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
니다. 특히 제품의 정 성과 안전성,시공성에서 기존의 어떠한 제품 보다도 우수
하여 많은 시공회사 및 설계사로부터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배관자재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온 (주)하이스텐은 급속히 변화 하는 상수도,급수,급탕 소방 플랜트 설비
등 관련 산업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고객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
니다.
저희 주식회사 하이스텐 임직원들은 관련분야 세계 제일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항상 고객님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 사회에
공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및획득마크

(주)하이스텐

1998. ·한국밸브 공업협동조합 등록 / 주식회사 HI-STEN으로 법인전환
1999. ·ISO 9002 인증 획득
2003. ·서울시 상수도 본부 슬립인 조인트 계약 및 납품 (국내 1인자 생산자 증명 - 조달청)

·슬립인 조인트(Sleeve-in Joint) 중소기업 우수제품 GQ인증(중소기업청)
2005.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KOTRA)

·품질혁신 우수기업 선정 (한국 경 혁신원) 
2006. ·부품소재 전문 기업 인증 (산업 자원부) / 기술, 업무 협약 체결 (SU-JOINT)
2007.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산업용 스테인리스 볼밸브

RSD 0046 제 2007-6호, 0.98MPa 이하 (기술 표준원)
2008.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산업용 스테인리스 볼밸브

RSD 0046 제 2008-2호, 1.96MPa 이하 (기술 표준원)
·병력 지정업체

2009.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스테인리스 조인트 RSD 0054 제 2009-44호(기술 표준원)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 제10회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 분수전 성능인증 / 벤처기업대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환경인상 수상

2010. ·제44회 조세의날 모범 납세자상 수상 / 제17회 물의날기념 환경부 장관상 수상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 분수전 조달청 계약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새들붙이분수전, 볼밸브,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 분수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물가안정 생산성 향상부문 물가협회장상 수상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 분수전 30여 지방자치단체 납품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2010물산업 미래비전포럼)  



211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배
관
류

제품및공법소개

방향 설정의 편리성
현장시공 모습S/D형

2. SU조인트
▶ 리테이너에 장착한 주판구슬이 유성 회전을 하면서 배관

작업시 관에 자체적으로 전조나사를 만들어 누수가 전혀
없고 ,관이 이탈 되지 않으며, 배관시 에도 별도의 특수 공
구가 필요 하지 않아 별도의 기능공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나 용이하게 시공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옥내배관용
내진용 조인트를 자랑 합니다. 

▶ 상수도 지중매설배관 및 학교급수시설 및 아파트 입상관
에 사용 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으며, 특히 지진이 많
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이미 내진용 조인트로 일본수도협
회 규격 및 스테인리스 협회 규격을 인증 받았습니다.

1. 스테인리스나사식새들붙이분수전
▶ 지금까지는 수도용 자재는 일정 규격만 맞으면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는 2010년5
월 신설된 수도법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인증(제14조의 2
신설),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수도법 시행규칙(2007.12.18
환경부령 263호) 제10조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제 1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에서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고내식성. 친환경적 수도
용 부단수 분기밸브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동체(body)는 스테인레스 재질과 새들(saddle)구상흑연
주철재의(saddl)갈바닉 부식을 방지 하고 기존의 유출구방
향이 고정된 것을 360도 정역으로 자유회전이 가능 하며
동시에 상수도 수압에 구조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한 원리를 이루고 있는 위생안전기준에
합격한 세계최초의 나사식 스테인레스 새들붙이 분수전
입니다. 

3. 슬립인조인트
▶ 지반침하, 중차량 통과하중,

지진(진동), 옥내외 배관의
수격압 및 관의 팽창과 응력
반복등에 대응하도록 관의
축방향 신축과 횡방향 굽힘을 흡수하는 구조.(신축가동성)

▶ 시공이 간단 단순하며 사후 관리가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
능하여 아주 경제적.

▶ 대형 건물이나 유통점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건물 및
시설의 사후 관리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기(불)나 용접기가
없이 관리가 편리.

▶ 서울시상수도 규격 및 상하수도 협회 규격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제 25-042호 인증
▶ 국내 최초 스테인리스조인트 신뢰성 인증 제 209-44호 (지

식경제부 기술표준원)

4. 스테인리스지수밸브
▶ 기존의 지수밸브는 핸들이 GCD 로 쉽게 파손이

되는 문제가 있어나 본 제품은 전체적으로
100% 스테인리스로 제작 위생안전 규격에 가장
적합하고 높이 조절이 사각BOX 형으로 제작 되
어 쉽게 작업자의 유지 보수시 밸브 개폐를 도울
수 있으며 밸브의 유량은 사용자 요구대로 유량
손실이 전혀 없이 100% 통과 유량을 가지는 특
징이 있는 구조의 제품.

5. 스테인리스새들연결소켓
▶ 새들붙이 분수전의 유출구에

직접 연결되는 전용 이음쇠
로 기존의 제품은 새들과 연
결이음쇠 의 서로다른 나사
(PF.PT)규격으로 이루어져 시공 현장에서 새들 숫 나사부
에 테프론을 감아 시공하는 폐단이 있으 이를 방지하기 위
해 개발된 제품으로 테프론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 가스켓
에 의하여 접합부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

6. 스테인리스새들분수전배관도



212 2011 WATER KOREA

대표 한 홍 희

본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2 
금복B/D 1301호
TEL.(02) 415 - 5971(代)
FAX.(02) 415 - 5972

e-mail : resinprc@paran.com

BOOTH No. C3-4

취급제품소개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 추진공법용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맨홀

인증및획득마크

▶ KS M 3375

조합회원사

▶ (주)대건산업 ▶ (주)대원콘크리트
▶ 도봉콘크리트(주) ▶ 동양콘크리트산업(주)
▶ 애경레지콘(주) ▶ 유정레지콘(주)
▶ 한일건재공업(주)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레진관(PRC관)> <레진 추진관> <레진 맨홀>

회사소개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은 부식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내구성의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일본 레진콘크리트 최대 메이커인 아소레지콘사와 기술협약을 체결

(2002년),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olyester Resin Concrete(PRC)를 이용한

파이프(KS M 3375 - 2004년 제정) 및 조립식 맨홀의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양산

체제 하에 하수도 시장에 보급하기에 이르 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콘크리트 결합제로

사용한 폴리머(레진)계 복합소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하여 기계적 강도, 내

약품성, 내구성, 내마모성, 시공성 등이 뛰어나고 우수한 수리성능을 지니고 있어

하수도 시설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소재입니다.

본 조합은 이러한 소재를 이용한 레진관(PRC관) 및 레진 맨홀을 통해 후손에 물

려줄 맑은 물 보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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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진관(PRC관) 구조
▶ PRC관에 사용되는 수지(레진)은 원심성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으로

인장신율이 높아(10~13%)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치수 안정성 및 수축
이 적습니다.

▶ 또한 관내면 보호층을 형성하는 피복용수지는 내마모성,내해수성, 내약품성
및 표면 평활성이 월등하여 기존의 유사관종과 비교하여 안정적이며 하수관
로에 적합한 성능을 가능케 하 습니다.

뛰어난내산성
▶ 결합제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문제로 대두되는 황산에 대한 강한 내산성을 발휘하며

산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강한 내식성을 발휘.

높은외압강도와높은휨강도
▶ 외압강도가 높기 때문에 매설 토피고를 높게 할 수 있으며, 또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및 외압 편분포에 강한 저항성을 발휘.

관로의처짐및변형방지
▶ 관의 포설 후 관로의 처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유수단면을 확보 (설계상 강성관으로 취급).

추진내하력이큼
▶ 레진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90N/㎟(918kgf/㎠)이상, 또 응력 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축방향의 허용 평균 응력도가

30N/㎟(306kgf/㎠)임. 따라서 추진거리가 길어 장거리 추진이 가능.

관내평활성과뛰어난수 성
▶ 관내면은 매끄럽고 조도계수는 n=0.010으로서 콘크리트관과 비교하여 동일 내경에서 약 30 ~ 40%의 유량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흡수성이 작고 파이프 표면이 평활하여 고무링에 의한 수 성을 확보할 수 있음.

흡수율이낮고유지관리가편리
▶ 흡수율이 매우 낮고 동결 융해 및 해수의 침식에 의한 강도 저하가 없고, 침전물의 제거가 용이하며 관내 점검을

빛의 투과가 좋아 유지관리가 용이.

배
관
류

보강재 관외면

관내면
구조층

<고양시 하수관거 시공현장> <화성 발안 시공현장> <수원 오룡천 시공현장>

2. 시공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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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559-15
TEL.(054) 244-3457
FAX.(054) 244-3459

http://www.steelcoat.co.kr
e-mail : steelcoat@naver.com

BOOTH No. C1-7
회사소개

취급제품소개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등록 5종 ▶ PCT특허등록 1종
▶ ISO9001:2008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조달청등록업체

세계 유일의 반 구적 부식방지 코팅기술 인 CPC열 용사 코팅기술!
(주)한국스틸코트는 신뢰할수있는 믿음으로 고객 앞에 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친환경 녹색산업에서 이바지하는 (주)한국스틸코트는 세계적

기술로 내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사는 모든 강관에 부식방지를 위해 CPC(Ceramic Plastic Ceramics) 열 용사 용

융 코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한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는 더욱 첨단

화된 CPC열 용사 코팅 개발을 위해 인적 물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연구에 매

진하고 있습니다.

본 CPC열 용사 용융코팅은 국내외 유일하게 당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강관의 길이, 크기, 형상등에 관계없이 코팅이 가능하며 특히 강관의 내부에도 코

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시공 코팅이 가능하여 어디든지 출장 코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화학

플랜트, 해양플랜트, 강관파일등 기타 모든 강구조물 등에 현장 연계 코팅이 가능

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고분자 열 용사 코팅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 CPC코팅강관(상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 반 구 부식 방지 CPC코팅 철탱크

(물탱크, 화학탱크, 기름탱크, 식품탱크, 폐수탱크, 기타)
▶ 지하매설관의 방식코팅
▶ 항만, 해상구조물, 배수갑문의 방식코팅
▶ 화학, 제철소등 각종 철구조물의 방식코팅
▶ 침전시설, 정수시설, 저장탱크의 방식코팅
▶ 발전소설비, 해수 취수구의 방식코팅
▶ 교량, 고가차도, 교통시설물의 방식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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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접착력ASTM D4541-09 (TYPE Ⅲ)
▶ CPC코팅은 반나노화된 원료가 피도물의 표면 및 요철 부위에

침투 용융 되어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다.

자외선에강함UV-TEST (램프UV-B) 
▶ 코팅면이 세라믹성분으로 보호되어 폴리에틸렌 코팅의 단점

인 자외선 노출시 성분 산화를 완벽하게 잡아 외부 노출용 강
관에도 적합하다. 

염분내식성KS D 9502 (중성염수분무시험100시간)
▶ 표면 구성 성분의 특성상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해풍 및

해저 매설 배관용으로도 적합하다. 

무독성원료 (RIST 9종목)
▶ 무독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제품으로써의

용도에도 적용되어 상ㆍ하수도용, 농업ㆍ공업용수관등 물에
직접 접촉하는 관에도 적용가능하다.

화학내식성우수 (당사TEST)
▶ 악성 토질 및 오염된 대기 환경에서도 내약품성, 화학 내식성

이 우수하여 피도물을 반 구적으로 보호한다.

절연성우수 (NACE RP 0188)
▶ 폴리에틸렌 성분의 우수한 절연성을 겸비 하고, 전수 핀홀 검

사를 통과하여 출하 하므로 부식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탁월한기후온도적응성 (당사TEST)
▶ 사용 온도 범위가 -50℃ ~ 80℃로써 극한지역 및 열대 지역에

서도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관의형상에제한없는작업
▶ 용사의 특성 및 비교적 간단한 용사장비로 제품의 크기, 길이,

형상에 제한 없이 생산이 가능하다.

손쉬운전처리과정
▶ CPC열 용사 용융 코팅은 특수 제조된 원료를 사용하여 피도

물의 전처리 과정이 간단하다. SIS SA 2 1/2 기준에 맞게
Blasting 처리뿐만 아니라, 현장 그라인더 작업만으로도 강력
한 접착력을 가진다.

강관의내·외부동시코팅가능
▶ 자체 설비로 내·외부 동시 코팅하므로 기존 내부 코팅 방식

인 Epoxy 정전 도장법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우수한 품질
을 자랑한다.

코팅의두께, 칼라적용이용이함
▶ 분말 열 용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두께조절이 자유로우며, 고

객 니드별 칼라 적용이 가능하다.

CPC + PE 호환코팅가능
▶ 특허제작 원료는 강력한 접착력을 가져 강관뿐만 아니라 원료

구성 성분인 폴리에틸렌과도 호환 코팅이 가능해서 3-layer 피
복 강관과의 연결, 보수작업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현장코팅
▶ 이동식 용사 장비로 공장에서와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

가능하며, 가장 취약부분인 강관연결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코
팅하여 완벽한 방식 기능을 자랑한다

배
관
류



216 2011 WATER KOREA

이사장 원 부 성

본사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51-11 
대종빌딩 8층
TEL.(02) 422-1551
FAX.(02) 422-1552 

남 사무소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13 쇼핑월드2층
TEL.(053) 588-2057
FAX.(053) 588-3033

호남 사무소
광주시 북구 운암2동 153-49 2층
TEL.(062) 523-0480
FAX.(062) 523-0481

http://www.kcrcic.or.kr      
e-mail : gks5250@naver.com

BOOTH No. C3-3
회사소개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심력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

호를 위한 공동사업(구매, 판매, 시험검사,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0년도

에 설립된 비 리 특수법인(이사장 : 원부성)으로 우리 흄관 생산업체들은 각종

오·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막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깨끗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

하여 더욱 더 품질과 성능면에서 우수한 하수관을 생산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고

루 분포되어 있는 40개 제조공장을 통하여 적기적소에 물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수

▶ 47개사

한국원심력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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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흄관 (Hume Pipe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KS F 4403
▶ 흄관은 품질과 전통, 사용실적에서 가장 앞선 하수관거입니다. 
▶ 흄관은 국내에 풍부한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등을 배합하여 원심력공법으로 제조 한

관으로 조직이 치 하고 흡수율이 낮으며 온도변화나 외압에 변형이 없는 강성관입니다.
▶ 흄관은 환경문제화 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재로 재인식. 

오늘도 전국의 40개 생산회사에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
관
류

3. 흄관의장점
▶ 강성관으로 외압강도가 높고 변형이 없습니다.
▶ 원심력다짐으로 조직이 조직이 치 하여 내구성이 강합니다.
▶ 하수관종중 가장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인식받고 있습니다.

1. A형관 (직관) 
▶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접속 형상으로서 접합구로써 각종 밴드를 사용하고 있음.  

2. B형관 (소켓관)
▶ 관의 양끝이 접수구와 삽입구로 되어 있으며 주로 고무링을 사용하여 연결 함.

3. C형관 (tongue ＆groove식)
▶ 대형관에서 주로 사용하며, 고무링을 사용하여 연결. 

4. 접속관 (T자관)
▶ 가지관과 연결관(취부관)으로 사용 하는 경우 직접 접합이 가능하도록 관 몸체에

연결구가 있음. 

5. 유공관 (집수관)
▶ 지하수나 복류수의 집수용등으로 사용되며 관의 몸체에 유공 (구멍)이 있음.

6. 원심력사각수로관
▶ 도로 측구 배수로 등의 용도로 쓰이며 외압강도가 높다.

2. 흄관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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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홍동국, 김태형

본사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370-19
TEL.(051) 291-5481~5
FAX.(051) 206-0448

포항공장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38 
TEL.(054) 292-5780~2 
FAX.(054) 292-578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38
TEL.(02) 565-4900~4 
FAX.(02) 565-4905

http://www.kcip.co.kr 
e-mail :  kyh6004@kcip.co.kr

BOOTH No. C10-1
회사소개

친환경 녹색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은 1953년 창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우리 일상생활과 한순간도 떼어
놓을 수 없는 물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내 최
초로 덕타일 주철관을 개발·생산하 으며, 우수한 품질의 강관 제품을 생산함으
로서, 국내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고객의 관심과 격려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주철관은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
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9년 위생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향상 시킨 내면 에
폭시 분체 도장관을 개발·상용화하여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주철관은 친환경 제품, 자원·에너지 절약 제품을 개발해 나감으로
서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와 더불어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국주철관의 노력에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덕타일 주철관
-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 덕타일 주철관
- 시멘트 몰탈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 덕타일 주철 이형관

▶ 강관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강관 파일

▶ 일반 주물품
- 풍력주물 - 밸브류 - 기타 특수 주물품

인증및획득마크

▶ KS
- 주철관 : KSD 4311, KSD 4308, KSD 4316, KSD 4317, KSD 4323
- 강 관 : KSD 3565, KSD 3566, KSD 3583, KSD 3626, KSD 3627

KSD 3589, KSF 4602
▶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 인증번호: QMS-1260
▶ 위생안전기준인증(KC)

- KCW-2011-0001: 덕타일 주철관(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 KCW-2011-0002: 덕타일 주철관(에폭시 수지분체)
- KCW-2011-0003: 덕타일 주철 이형관(에폭시 수지분체)
- KCW-2011-0004: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에폭시 수지분체)
- KCW-2011-003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CW-2011-0032: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국음용수협회인증(WRAS)
- FKR026-KCIP. Grey Coloured, factory appllied powder epoxy coating
- BFC02-KCIP. Factory applied Blast Furnace Cement Mortar intended to
line ductile iron pipes and fittings

▶ 신제품인증(NEP,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
- 인증번호: NEP-MKE-2009-041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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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덕타일주철관
▶ 용해(선철, 고철) → 흑연 구상화 → 원심주조 → 열처리(Annealing) → 시멘트 몰탈

라이닝 또는 에폭시 분체 도장 → 외부 도장 공정을 거쳐 일반 주철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강도와 연성을 갖는 상하수도용관 (생산구경 DN80mm∼1,200mm)

▶ 특징
● 기계적 성질
- 기지 조직 내 흑연이 구상으로 존재하여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 우수
- 연신율(10% 이상)이 높고, 탄성계수가 커 관 변형이 작음
● 내부식성
- 열처리(Annealing)를 통해 관 외면에 산화피막 형성 → 부식방지
- 관로가 고무링으로 연결된 불연속체 → 전식에 안전함
● 경제성
- 친환경 천연재료 사용 → 100%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용 미발생)
- 낮은 관로 사고율 → 관로 유지관리비 절감, 효율적인 물 공급 가능
● 내구성
- 장기적인 매설환경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성질 확보
● 시공성
- 다양한 이형관, 접합부 신축성/굴곡각 제공 → 관로조정 용이, 합리적 배관망 조성
● 내진성
- 높은 강도, 조인트의 유연성 → 관로의 신축성 향상 → 지반의 압력에 유연한 대처

2. 내면에폭시분체도장관
▶ 원심주조 공법으로 제조된 덕타일 주철관 내면에 BPF 에폭시 분체 도료로 도장한 제품으로

위생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향상시킨 제품 (생산구경 DN80mm~1,200mm)
▶ 적용된 기술 (특허)

● 덕타일 주철관용 BPF형 에폭시 분체 도료 조성물 및 이를 내면에 도포한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제 10-0813098호)

●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분체도료 도장장치 (제 10-0999537호)
● 주철관 제조용 분말 또는 주철관 코팅용 분체도료 공급장치 (제 10-0979902호)

▶ 특징
● 위생안전성
- 위생안전기준(KC) 및 국음용수협회(WRAS) 인증
● 친환경성
-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제(VOCs) → 대기/수질오염 방지
● 경제성
- 관 내경 증대 → 수두손실 감소, 전력비 절감
- 관 중량 감소 → 운반비 절감, 취급 및 시공성 우수
- 관 세척 비용 절감 → 수자원 유효 이용, 유지관리 업무 경감

3.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스파이럴 방식으로 제조된 강관에 전기적, 화학적 안전성이 높은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

내식성, 내약품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주로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등으로 사용
▶ 코팅

● 외부 3-LAYER(분말에폭시 → 접착제 → 폴리에틸렌), 내부(액상 에폭시)
▶ 특징

● 뛰어난 피복 부착력 ● 내식성, 내약품성 우수
● 내/외압 및 충격에 대한 저항성 우수
● 최대 길이 18m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작으로 현장시공 용접비 절감

배
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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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권 재 익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81-6 
해광B/D 201호
TEL.(02) 420-8530~2
FAX.(02) 420-8923

http:// www.kvrrcpc.or.kr

BOOTH No. C3-1
회사소개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V·R관(KSF 4402)과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KSF 4012)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청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 협

동조합으로 조합내에 V·R관과 맨홀 제조업체 1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홀

제조업체 10개사로 구성된 맨홀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합의 맨홀협의회는 2007년 하수관거와 맨홀의 연결부위의 접합공법과

관련한 특허(제10-0749823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회원사에서 제조하는

맨홀제품에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전국의 건설현장에 공급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고무커넥터 일체형 조립식 P.C맨홀 (KSF 4012 규격품)
▶ 진동전압철근콘크리트관(KS F 4402 규격품)

인증및획득마크

▶ 등록특허 : 제10-0749823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용신기술 인정 : 제32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자재 등록 : 제2009-026호
▶ KS표시허가 : KSF 4012
▶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 지정번호 제2010005호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등록특허증 토지공사가용신기술
인정서

KS표시허가증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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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2. 생산및시공방법
▶ 생산 및 시공방법

시공하는 하수관의 직경과 동일한 기준관에 고무커넥터를 일체화하여 P.C맨홀
벽체에 매입, 생산, 공급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연결되는 하수관을 삽입하고 체결
밴드를 결속, 시공함으로써 시공성 및 수 성이 확보됨.

▶ 시공순서

1. 고무커넥터일체형조립식P.C맨홀적용기술의범위및내용
▶ 범위

다양한 하수관종 및 하수관 외경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고무커넥터가 일체로 장착된 조립식 P.C맨홀
▶ 내용

본 제품은 우, 오수 맨홀을 시공하는데 사용하는 조립식 P.C맨홀에 대한 것으로써 시공높이에 맞추어 하부구체, 연직구체, 상부
구체 블록을 적층하여 시공하고, 하수관 연결은 맨홀본체에 장착된 고무커넥터에 하수관을 삽입하고 체결밴드를 조립함으로써
시공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무 커넥터 일체형 조립식 P.C 맨홀.

3. 적용실적및활용전망
▶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0여개 현장 적용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공법에 비하여 공기가 단축되고,
하수관의 유출 및 지하수의 유입이 방지되는 등 하수
관 연결부의 품질을 인정받아 현장적용은 확대될 것
으로 판단됨.

4. 향후활용가능분야
▶ 신도시 건설공사, 혁신도시 건설공사, 기업도시 건설

공사, 각종 산업단지 건설공사, 택지개발 건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등 우, 오수관로가 설치되는 건설공
사 현장에서 현재까지 사용되던 현장타설맨홀의 문
제점들을 개선한 KS규격에 적합한 PC맨홀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시공성 및 경제성이 확보되고
시공 품질도 우수한 고무커넥터 일체형 조립식 PC맨
홀의 사용량은 점차 확대 될 것 으로 생각됨. 

▶ 시공전경

배
관
류

터파기 → 하부구체블록 설치 → 연직구체블록 설치 → 상부구체블록 설치 → 하수관 연결 → 되메우기 → 시공완료

(a) 하부구체블록 설치 (b) 연직구체블록 설치

(c) 상부구체블록 설치 (d) 하수관접합 및 밴드체결

(e)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 (f)  P.C 맨홀 시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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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1공장 (파이프 본사 업)
경남 양시 부북면 용지리 181-1번지
TEL.(055) 359-2402~15
FAX.(055) 359-2429

2공장
경남 양시 상남면 연금리 379번지

서울지사 (파이프 서울 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0-11 
녹산빌딩 7층
TEL.(02) 3273-2361~4 
FAX.(02) 3273-2365

함양공장 (파이프 생산공장)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81번지
TEL.(055) 960-3302~4
FAX.(055) 960-3309

http://pipe.fiber-x.com

BOOTH No. C6-1
회사소개

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유리섬유관의 선두기업 한국화이바!
(주)한국화이바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기

술 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리섬유/카본섬유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한국화이바는 끊임없는 자기극복과 기술의 한

계를 넘어서는 도전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가. 유리섬유 복합관, 연결구, 이음관
- 특허 : 연속식 파이프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파이프
- 특허 : 상하수도관 접합용 이음관 및 그 제조방법
- 특허 : 유리섬유 복합관 가공용 장치
- 특허 : 연속식 파이프 성형방법
- 우수제품 : 연결구 결합방식 상하수도용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복합관(SN10000)
- 우수제품 : 연결구 결합방식 상하수도용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복합관(SN20000)
- 건마크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K마크 : 수도용 유리섬유 복합관 및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유리섬유 복합관 및

연결구
- KS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KS M 3370:2005)
- KS :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KS M 3333:2005)
- ISO9001:2008 : GLASS FIBER REINFORCED THERMOSETTING PLASTICS

PIPES, COUPLING & FITTINGS.
나. GRP 맨홀

- 특허 : GRP 맨홀구조 및 GRP 맨홀의 본체와 연결관의 제조공정
- 특허 : GRP관을 이용한 맨홀의 보수·보강 공법
- 특허 : 측면 착형 수 용 고무링을 갖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맨홀
- 특허 : 상단 착 수 용 고무링을 갖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맨홀
- 특허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맨홀 및 이의 제조방법
- 환경신기술 : 유리섬유보강플라스틱(GRP)관을 이용한 신규맨홀 시공 및

보수·보강 기술
- 우수제품 : GRP 맨홀
- Q마크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맨홀

취급제품소개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유리섬유 복합관 및 연결구
▶ 가볍고 시공성이 우수한 GRP 맨홀
▶ 강도가 뛰어나고 시공성이 우수한 GRP 오수받이
▶ 불연성 복합재료를 사용한 초경량의 철도차량 내·외장재, 전두부 및 프레임
▶ 복합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성형공법으로 제작된 방산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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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유리섬유복합관, 연결구, 이음관
▶ (주)한국화이바의 주력제품인 유리섬유복합관(GRP Pipe)은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반

으로 고탄성, 고강도의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내압강성을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유리섬유 복합관은 무게가 철관의 1/3~1/4정도
로 가벼워 취급이 용이해 시공성이 우수하며 , 유속계수(C=150)가 타관에 비해 매우 우수하여 동일관경의 경우 더 많은 수자원
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아 오랜시간이 지난 관도 신관과 거의 유사하며,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50년 이상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리섬유 연결구는 관에 각도 변형을 주어도 수 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진 및 지반침하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EPDM 고무를 사용하여 내식성이 우수하며, 소켓 타입이기 때문에 삽입이 용이하므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유리섬유 이음관의 종류는 새들분기관, 곡관, T자관, 편락관, 플랜지어댑터 등이 있으며 유리섬유 복합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Mat 그리고 직조된 Roving Cloth를 Hand-Lay Up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2. GRP 맨홀
▶ GRP 맨홀은 기존 맨홀보다 가볍고,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시공성이 좋고, 우수한

내부식성과 수 성을 가지는 등 오랜 기간 특별한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맨홀 높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3. GRP 펌프장맨홀
▶ GRP 펌프장 맨홀은 지대가 낮은 곳의 오수를 기존 차집관로 및 신설 오수관로로 압송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존의 펌프장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GRP 펌
프장 맨홀은 무게가 가벼워서 시공성이 좋고, 누수가 없으며,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반

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또한 시공이 간편하여 시공기간 단축과 시공경비 절감 및
펌프 유지·보수관리와 작업인부의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
어진제품입니다.

배
관
류

<유리섬유 복합관> <유리섬유 연결구> <GRP 플랜지어댑터>

<T자관> <곡관> <새들분기관>



224 2011 WATER KOREA

대표 신 성 재

본사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65번지
현대하이스코
TEL.(052) 280 - 0114
FAX.(052) 287 - 8916

http://www.hysco.com     
e-mail : customer@hysco.com

BOOTH No. C6-8
회사소개

1975년 경일공업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산업사회에첫발을 내딛은 현대하이스코

는 1979년 강관공장을 준공하고 1980년 현대강관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철강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1년 2월, 세계시장의 초우

량 철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현재의 이름인‘HYUNDAI

HYSCO’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강관공장 준공 2년 여 만인 1982년 11월,수출 1억불탑을 수상하

는 한편 1997년에는‘강관재 1,000만톤돌파’라는 업계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국내 강관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는 당시 강관분야의 시장지배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특유의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철강산업 중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냉연산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1999년 준공된 순천냉연공장은 상업생산 1년여만에 100%설비 안정

화를 이루었고, 5년여만에 자동차강판 500만톤 생산 달성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순천공장 정상화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하이스코는 2004년 한보 철강으

로부터 당진공장을 인수하고 2년뒤인 2006년에 공장정상화를 이루어내며 국내

자동차 강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배관용 강관 :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 6종
▶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 강관
▶ 구조용 강관 :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일반 구주용 탄소강관 등 4종
▶ 송유관용 강관
▶ 유정관용 강관
▶ 강제 전선관
▶ PE 코팅 강관
▶ 철탑용 강관
▶ 스테인리스 강관
▶ ECO-LINING-STS 강관 (‘KS D 9536 - 스테인리스 라인드 강관’규격 신규 제정)

인증및획득마크

▶ 제 509호 신기술(NET)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KS D 3507 등 8종 ▶ JIS G 3452 등 8종
▶ ISO/TS 29001 등 3종 ▶ API 5L 등 2종
▶ KR/Lioyd/DNV/NK/Veritas/GL/RINA 선급 인증
▶ UL 인증(소방용강관)

현대하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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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배관용강관
1) 제품 특성
▶ 일반생활에 폭 넓게 사용되는 다양한 활용도
▶ 철저한 품질 및 사후관리

- 관 내/외면에 도금 및 도장을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의 각종 제품규격을 획득하 으며, 품질인증시스템 (ISO9001)   
획득으로 철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보장합니다. 

2) 용도
▶ 배관용 강관 : 사용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공기, 물, 기름, 가스등에 사용
▶ 연료가스 배관용 강관 : 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연료용 가스 공급 배관에 사용
▶ 압력 배관용 강관 : 350℃ 이하에서 사용
▶ 도복장 강관 : 상수도용 강관

2. 열전달용강관
1) 제품 특성
▶ 보일러 튜브설비와 최신식 열처리기, 초음파 탐상기를 갖추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용도
▶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강관 : 보일러의 수관, 열관, 과열관, 공기예열관, 석유화학공업의

교환기관, 콘덴서관, 촉매관들의 열교환기용으로 사용됩니다.

배
관
류

<그림.1 이중복합관제조기술모식도> <그림.2 이중복합관제품단면>

3. ECO-LINING-STS 강관
1) 제품 특성
▶ 기술개요 : 탄소강관인 외관 안에 내부식성 강관인 내관을 삽입한 다음 양 관단을 폐하고 그 내부에 고압의 수압을 가하여

외관과 내관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술(그림.1, 그림.2) 
▶ 기술의 장점
- 경제성 : 스테인리스강관과 같은 내부식 강관의 적용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비싼 원가가 부담

→ 이중복합관 제조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스테인리스강관 대비 30%의 재료비절감이 가능하여
내부식 강관 적용확대

- 제품 적용성: 제품 적용분야가 내부식을 요하는 강관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
- 수요가 Needs: 외관과 내관재질을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가능 → 맞춤형 제품 제조 가능
2) 용도
▶ 옥내의 급수, 배수, 냉/온수 배관 및 석유화학, 섬유공업, 제지 등의 내식용 배관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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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헌 홍

본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1-17
TEL.(031) 356-6600
FAX.(031) 356-4355

서울사업부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501-14번지
홍일 빌딩
TEL.(02) 2699-2421
FAX.(02) 2691-5793

http://www.hiqpvcpipe.com   
e-mail : hongilq@daum.net

BOOTH No. C10-5
회사소개

환경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기업 !
(주)홍일산업은 토목 및 건축 배관자재인 내충격 PVC 수도관 (HI-VP직관, 편수칼

라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 (DC관), 내충격 PVC 하수관 (HI-VG1.2/ SP형, 편수

칼라관), 내충격 PVC 트랩내장형 오수받이, 내충격 PVC 소형맨홀 및 이와 관련된

이음관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1984년 회사 창립 이래 고객 만족을 최우선 경 이념으로 삼고 고객과 사회에 대

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최고 및 최신의 압출기

와 사출기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한국산업규격 KS표시인증,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 품질경 시스템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획득하여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제품이라는 건설 및 건축회사로부터 우수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과 최신설비와 우수한 인재로 제품개발에 최선의 노력

을 할 것이며 또한 최상의 물류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여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제품으로 국내 외 건설사업장에 공급하여 고객 감동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약속드

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수도용 - 내충격 PVC 수도관 (HI-VP직관, 편수칼라관) 및 이음관
▶ 하수도용 - 고강성 PVC 이중벽관 (DC관)  및 이음관

- 내충격 PVC 하수관 (HI-VG1.2 / SP형, 편수칼라관) 및 이음관
- 내충격 PVC 트랩 내장형 오수받이
- 내충격 PVC 소형맨홀

▶ 일반용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VG1.2) 및 이음관
▶ 통신용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FC)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산업규격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1 HI - VP 직관, 편수칼라관)
-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3600)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4 VG1,2)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FC)

▶ 한국염화비닐관 단체표준규격
-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PPS M 306 HI-VG1,2)
-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물받이 (KPPS M 303)
-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뚜껑 및 속뚜껑 (KPPS M 304)
-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PPS M 301 VG1,2)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PPS M 411 일반용)

▶ 품질경 시스템 ISO 9001 
▶ 유망중소기업지정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주)홍일산업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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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충격PVC 수도관(HI - VP 직관, 편수칼라관)
▶ 염화비닐 중합체에 충격보강제등을 사용한 제품으로 충격 및 인장강도가 우수함.
▶ 고무링이 삽입된 편수칼라관 접합방식으로 완벽한 수압 및 수 확보로 누수가 없음.
▶ 비납계 안정제 사용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원수 공급을 함.
▶ 내면이 평활하고 조도계수가 낮아 통수능력이 높음.
▶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전식이 없고 수명이 반 구적임.
▶ 다양한 이음 부속류 공급으로 배관접합 시공성이 우수함.

배
관
류

2. 고강성PVC 이중벽관(PVC DC관)
▶ 염화비닐 중합체에 안정제, 충격보강제 등을 첨가한 원료를 사용하여 내충격성 및

외압 강도가 우수함.
▶ 산, 알칼리 등 화학적 안정성 및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오·폐수 이송관로에 적합함.
▶ 염화비닐 중합체 원료를 사용하여 전식이 없고 수명이 반 구적임.
▶ 시공성이 간편한 소켓 고무링 접합방식으로 완벽한 수 확보로 토양오염을 방지함.
▶ 내면이 매끄러워 유동성이 좋아 타 종관에 비하여 통수능력이 우수함.
▶ 가볍고 강하여 취급이 용이하며 배관 시 탁월한 시공성을 가지고 있음.

3. 내충격PVC 하수관 (HI - VG1.2/SP형, 편수칼라관)
▶ 무독, 무취하며 내충격성, 내부식성, 내화학성 및 외압 강도가 우수함.
▶ SP형 접합방법은 일자형 Packing 및 Serew 조임 방식으로 우수한 수 성 확보됨.
▶ 관 및 이음관의 접합방법은 양수식과 편수식이 구비되어있어 시공이 편리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각도 조절이 가능한 가변형 이음관을 사용하므로서 시공이 용이함.
▶ 고무링은 접수구의 접속부와 삽입부에 관의 상호 접속이 가능함.
▶ 고무링의 재질은 내부식성, 내화학성, 내약품성, 내후성에 강한 EPDM으로

장기간 사용에도 우수한 수 을 유지함.

4. 내충격PVC 트랩내장형오수받이
▶ 오수받이의 인버트부에 봉수를 형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버트부와 내장 일체형으로

성형된 트랩원리를 적용한 모양으로 봉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서 악취방지
및 유지관리와 또한 오수의 역류 방지와 인버트구조로 신속한 배수처리가 탁월함.

▶ 수평바닥 구조로 접합 방법은 고무Packing링을 사용한 Serew 조임방식(SP형)으로
시공성이 우수함.

▶ 유입구와 유출구의 접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관종 적용이 가능함.
▶ 토압을 고려한 수직일자형으로 우수한 외압강도를 확보와 입상관의 높이 조절 가능함.
▶ 내충격 PVC 재질로 내화학적 특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보호

속뚜껑은 악취방지와 불명수 유입 방지 폐처리 구조임.

제품및공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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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및 물탱크류

http://www.wak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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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ENG

계룡환경

금강

기남금속

동원산업

마이즈텍

문창

세계주철

신성산업

신흥콘크리트

광기제

창원기술개발

퍼팩트

한국주조

※ 편의상 (주)는 생략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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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철

본사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지방산단 6블럭
TEL.(061) 727-0224~7
FAX.(061) 727-0229

http://www.dsh-tech.co.kr 
e-mail : dseng@dsh-tech.co.kr

BOOTH No. C2-9
회사소개

저희 (주)DS ENG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

니다.

저희 (주)DS ENG는 자체 개발된 특허/실용신안 기술을 바탕으로 STS 원통형 물

탱크를 전문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기업으로, STS 원통형 물탱크 제작 및 설치

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국 지자체 및 조달청에 간이상수도/생활용수 물탱크 및 대형배수

지공사등에 STS 원통형 물탱크를 납품 설치하여왔고, 중기청 성능인증제품 선정,

ISO 9001 품질경 시스템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전

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CLEAN사업장 인정등 각종 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우

수성을 널리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년 3월과 2010년 2월 (주)DS

ENG의 STS 원통형 물탱크 제품이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기업으

로서의 기틀을 마련하 고, 매년 STS 패널형 물탱크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

약(MAS)을 체결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께 깨끗하고 위생적인 최고의

물탱크를 공급하기위하여 전 직원들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늘 저희

(주)DS ENG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STS원통형물탱크(표준형) ▶ STS원통형물탱크(고급형)
▶ STS원통형물탱크(월류형) ▶ STS패널형물탱크(사각형)
▶ STS라이닝 ▶ EL360L-코팅
▶ 산업용물탱크 ▶ 가정용물탱크
▶ 식품저장탱크 ▶ 무선수위조절기
▶ 소독약품투입기

인증및획득마크

▶ 규격표시 획득현황
- ISO9001 품질경 시스템인증 - 조달청우수제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CLEAN 사업장인증서

▶ 기업 인증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벤처기업확인서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표창장 - 지식서비스최우수기업

▶ 산업재산권 획득현황

- 특허 - 디자인등록
- 실용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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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STS 원통형물탱크 (표준형)
▶ 친환경물탱크의실현

-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4/445NF재질을 물탱크에 적용함.
▶ 강도 및 구조적 안전성의 향상

- 당사의 특허공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의 STS 판재가공기술을 적용 재질 자체
의 강성 및 물탱크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킴.

▶ 무보강 구조의 실현
- 당사의 특허 공법을 바탕으로 대용량 물탱크도 무보강으로 시공할 수 있어서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음.

▶ 외장 알루미늄 S골 케이싱 채택
▶ 기본 보온제품 -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30T)

※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내/외부 기능을 향상시켜 타사제품과 차별화를 기한 품목

맨
홀
및
물
탱
크
류

2. STS 원통형물탱크 (고급형)
▶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모델을 기본품목로 하여 특허공법인 판재 가공 기술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함.
▶ STS 제수밸브 및 BOX와 물탱크의 일체형 시공

- 추가공사비용을 절감시키고, 전문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 시킴
▶ 외부안전계단 및 상부안전난간 설치

- 사용자 안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계단설치시 상부에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킴

▶ 기본 보온제품 -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40T)

※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제품을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급화한 품목

3. STS 원통형물탱크 (월류형)
▶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고급형)모델을 기본품목로 하여 특허공법인 판재

가공기술·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함.
▶ 독립적인 다중탱크 구조로 대형배수지를 구현
▶ 월류형식의 물 흐름 구조

- 내부부유물의 최소화, 사수문제의 최소화
▶ 탱크별 다수의 출수라인과 청소라인

- 탱크의 독립적 이용기능
- 청소시 단수시간의 최소화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 향상

※대형배수지에 많이 적용되는 제품으로써, 물탱크의 기능적인 특성(내부부유물의 최소화 문제, 사수문제, 청소시 단수문제, 지
속적인 물 흐름 문제)을 고려하여 제작된 품목

4. STS 패널형물탱크 (사각형)
▶ 친환경물탱크의실현

-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4/445NF재질을 물탱크에 적용함.
▶ STS 판재를 PRESS와 절곡가공이 이루어지며, 내부보강을 함으로써 강도와

안전성이 향상됨.
▶ 물탱크 용량 선택이 다양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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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송 왕 호

본사·공장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979-1 
(운곡농공단지내)
TEL.(041) 943-1019
FAX.(041) 944-1019

기업부설연구소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359 
한신에스메카 219호
TEL.(042) 826-1919  
FAX.(042) 471-1919

예산사업소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546-3
TEL.(041) 331-1019
FAX.(041) 332-1019

홍성사업소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405
TEL.(041) 631-1019
FAX.(041) 471-2003

당진사업소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144-7
TEL.(041) 357-1019
FAX.(041) 352-1019

공주사업소
공주시 신관동 24-117번지
TEL.(041) 943-1909
FAX.(041) 471-2003

http://kren.co.kr      
e-mail : wgg1919@hanmail.net

BOOTH No. C4-4
회사소개

환경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업,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
계룡환경㈜입니다!
저희 계룡환경㈜은 환경을 생명으로 여기고, 늘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써, 깨

끗한 생명수를 모든 이에게 공급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 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끊임 없이 개발, 제조, 시공하고 있는‘살아 숨쉬

는 물’을 위한 기업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맑고 안전

한 친환경식수의 제공을 위해 다년간 각종 물탱크를 제작·공급함은 물론, 이에

부수되는 수위조절기, 약품투입기, 정수소독장치를 개발해 냈고 수처리공법 및

장치, 소재에 관한 연구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모든 이들을 위한 최상의 물, 최고의 제품과 서

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위있는 기

관으로부터 많은 인증과 특허를 취득하 습니다.

물 걱정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기술혁신을 이룩하고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고객여러분의 성원을 바라오며 기대에 어긋

나지 않도록 충실히 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스테인레스 물탱크 ▶ 하수고도처리공법
▶ 무선 수위조절기 ▶ 상하수도 위탁관리 서비스
▶ 자동염소투입기 ▶ 마을상수도 지능형 원격 통합 관리 시스템
▶ 라돈제거장치 ▶ UV소독장치 (하수처리소독장치)
▶ 정수처리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원통형스테인레스물탱크 특허
▶ 고속응집침전시스템 특허
▶ 자외선살균장치 특허
▶ 스테인레스 연결방식 실용신안
▶ 원통형 물탱크 실용신안
▶ 원통형고급안전물탱크 실용신안
▶ 원통형소독일체 실용신안
▶ 원통형복합일체물탱크 실용신안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ISO 품질인증 (ISO9001)
▶ ISO 환경인증 (ISO14001)
▶ 중소기업청장 표창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 방송통신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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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스테인레스원통형물탱크
▶ 강도와 내식성이 뛰어난 STS444, Duplex강 사용
▶ 염소가스로 부터의 부식에 월등히 강함
▶ 타 STS강종에 비해 높은 강도로 외부충격에서의 안전을 보장
▶ 타 STS강종에 비해 2배 정도 긴 수명을 보유
▶ 와류발생장치등의 신기술 적용, (실용신안등록제품)
▶ ㄹ형 절곡 구조로 강도와 안전성에서 매우 우수 (특허보유제품)

2. 자동약품투입기
▶ 디지털 기판을 이용 농도의 미세조정명령을 입력 가능
▶ 약품 투입량을 자동 계산 및 조정하여 정량 투입 가능
▶ 유량 센서의 정확한 자동 유량(물양) 측정 후 약품량을 자동조정
▶ 염소 가스의 누출이 없는 폐형 구조

3. 무선수위조절기
▶ 케이블이 필요없이 무선으로 최대 3km까지 사용가능
▶ 발진부의 오작동 발생시 무인 Auto-Recovery system작동
▶ 생활용수, 밭기반정비, 간이상수도, 가압장, 학교, 군부대, 급수시설, 

지하수물탱크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줌
▶ 수신부는 파라메터 세팅을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적용
▶ 온도, 모터과부하, 이상작동에 대한 자동감시 (감지)기능

4. 라돈제거장치
▶ ※라돈이란? 각종 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는 라돈은 몇 단계의 방사성붕괴를 거듭한

후 생성되는 무색, 무미, 무취한 방사능을 띤 불활성기체
▶ 간이 상수도시설에서 지하수증에 검출되는 방사선물질인 라돈을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키 위한 목적으로 기포발생장치를 통한 라돈을 제거하는 방식
▶ 부지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조작이 간편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함

5. UV소독장치 (하수처리소독장치)
▶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인성전염병을 예방
▶ 부식이 없는 ST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
▶ 유지·보수 점검 및 램프교체 등 전반적관리의 편리성
▶ 자동 폭기 장치 시스템으로 석 관의 이물질제거 (특허보유제품)

6. R/O정수장치
▶ 역삼투(Reverse Osmosis)원리가 적용된 고분자 분리막 정수 시스템
▶ 각종 세균, 녹물, 일부 상수도의 2차 불순물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
▶ 경도,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 등 모든 유해이온을 효과적으로 제거
▶ 동파방지를 위한 자동 온도 감지 센서와 Heating system 적용

7. 하수고도처리장치
▶ 하수처리총인(TP)처리 고속응집침전신공법 (KFS공법)을 사용’
※KFS란?   -K : Kyeryong (계룡환경) -F : Flocculation (응집)   -S : Sedimentation (침전)
▶ 2012년 강화되는 수질기준 (총인 0.2mg/l)에 부합되는 공정개발
▶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추어 에너지절약형인 총인 BOD, 부유물 저감공정
▶ 하폐수 수질개선에 적합한 공정
▶ 하천·호소 및 연안 수질개선에 적합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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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현 숙

본사/F1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58-5
TEL.(055) 743-2327
FAX.(055) 741-2326

F2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50-28 

http://www.ststank.com
e-mail : mail@ststank.com 

BOOTH No. C2-11
회사소개

‘소중한 물, 금강이 함께 합니다’
주식회사 금강은‘소중한 물, 금강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물탱크와 스테인리스 라이닝, 그리고 PE 피복 스테인

리스 파이프등 각종 스테인리스 상하수도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주)금강의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및 K마크 등의 성능인증과 건마크, KS등의 품질

인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받았으며, 제품개발과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자

리매김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특허 및 실용

신안을 등록하 으며, 지금도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속에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

고 있습니다.

(주)금강은 앞으로도 혁신과 기술개발, 합리적인 경 문화를 통해 소비자가 감동

할 수 있는 제품만을 생산하여, 더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스테인리스 물탱크(원통형/패널형)
▶ 스테인리스 라이닝
▶ PE 피복 스테인리스 파이프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우수제품 인증
▶ 스테인리스 물탱크 (2010.10 ~ )
▶ K마크 인증, 스테인리스 물탱크 (2011.3 ~ )
▶ 건마크, 스테인리스 물탱크 (2011.6 ~ )
▶ KS, 스테인리스 물탱크 (2007.10 ~ )
▶ ISO 9001 / ISO 1400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경 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 특허

- 원통형 탱크
- 원형절곡부를 구비한 원호형 스테인리스 강판과 이를 이용한 원호형 저장탱크
- 물탱크 제조용 복합 판넬 및 이를 이용한 물탱크 시공방법
- 물탱크 제작용 판넬과 이를 채용한 물탱크
- 패널수조의 제조방법 및 그 장치
- 잔류응력을 이용한 금속관 제조장치

▶ 실용신안
- 배관내장형 저장탱크
- 원통형 저장탱크
- 원호형 유닛을 이용한 원통령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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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2. 스테인리스라이닝
▶ 기존의 라이닝 패널은 지하수 유입이나 결로 현상으로 인해 부착된

패널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의 라이닝 패널에는
지하수 유입이나 결로 현상 발생시 이를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배수
로가 존재하므로 라이닝 설치후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PE 피복스테인리스파이프
▶ 기존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는 높은 설치비용과 불편한 이동성 및 시공

성에 문제가 있으며, 토양 매설시 전기 및 토양 미생물에 의한 부식현
상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제품은 스테인리스관 외부로 폴리에틸렌파이프를 피복한 복
합관으로서, 토양 매설시 전기 및 토양 미생물에 의한 부식요인을 완
벽히 차단하며, 박판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관을 제조하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낮아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 또한 롤관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며,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고, 관이
음시 기존 폴리에틸렌용 이음관이 호환되므로 시공성 또한 뛰어난 우
수한 제품입니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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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인리스물탱크
▶ 기존 물탱크는 원수의 담수 및 공급의 일반적인 단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당사의 스테인리스 물탱크는 기상부의 염소가스 침착을 최소
화하여 기상부 부식을 방지하고, 이물질을 침전시켜 수질개선에 도움
을 주는 ① 정화기둥과, 사수를 방지 하고, 이물질을 침전 시켜 탁도
를 개선해주는 ② 방사형 도류벽이 포함되어 양질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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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동 현

본사·공장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26번지
TEL.(053) 815-6114
FAX.(053) 815-6118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405번지
TEL.(053) 521-6114
FAX.(053) 521-6117

http://www.kinam.co.kr   
e-mail : mh114@kinam.co.kr

BOOTH No. C4-2
회사소개

(주)기남금속

World-Class의 선진 주조공장!
기남금속은 1999년에 설립된 주철주물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생산공정으로는 생형 AR조형라인과 자경성후란 조형공정을 채택하고 있으
며 진공펌프, 자동차부품 및 닥타일 맨홀주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ISO9001:20000 품질경 시스템 인증과 맨홀제품의 원할한 수급
을 위하여 KS인증을 획득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에 공
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World-Class의 선진 주조공장건설로 고객의 주물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기업비전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꾸준하게 기술력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업이며, 굴뚝산업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이미지와 마인
드를 탈피하고 제조, 서비스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열린기업입니다.

항상 고객사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사 여러분들게 보답하고져 저희 임직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산업 규격표시(KS)
▶ ISO 9001 인증 (2003)
▶ 특허 실용실안 외 획득
▶ 경북산업디자인 대상
▶ GD마크 획득
▶ 벤쳐기업 인증
▶ MAIN-BIZ 인증
▶ Q 마크 인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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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무소음맨홀뚜껑(특허제0657173.0784236호) /  제품규격 : ∮648우.오수용
▶ 맨홀뚜껑이 가지고 있는 소음 및 이탈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뚜껑의 외 측면과 받침의 내 측면을

경사 구배로 설계하여 구성하고 뚜껑과 받침의 접촉부인 경사 구배 면을 0.02㎜ 편차 범위내로 머시닝 센터(MCT)로 정 기계
가공하여 소음 및 이탈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품임.

2. 무소음톱니형잠금맨홀뚜껑(특허제0941051호) / 제품규격 : ∮648우.오수용∮766 전기, 통신용
▶ 통상적인 잠금형 맨홀뚜껑은 뚜껑과 받침의 단면 접촉부만을 기계가공 하거나 기계가공을 하지 않아 설치 후 소음 및 이탈현상

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 및 예산낭비 등을 야기 시켰으나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뚜껑과 받침의 측면 및 접촉부
를 편차 범위내로 정 기계 가공 처리를 하고 받침의 하단 면에 톱니형의 기어형상을 구성하고 뚜껑의 상단 면에 3개소의 기어
형상의 잠금 편을 설치하여 잠금 구로 회전시켜 하단 면의 기어에 결합되어 잠금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3. 방수형잠금맨홀뚜껑(특허제0322152호)  / 제품규격 : ∮648 분류하수관용
▶ 맨홀뚜껑의 직선방향으로 힌지 및 잠금 편을 설치하고 받침의 직선방향으로 힌지부 및 잠금부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림 형상으

로 잠금 기능을 가졌고 뚜껑과 받침의 상단부에 단차를 형성하여 방수의 기능까지 추가하여 설계된 제품이다 뚜껑과 받침의 접
촉부 및 측면. 단차부를 정 기계 가공하고 뚜껑 단차 부 하단에 홈을 형성하여 3단의 턱을 가진 특수재질의 고무링을 삽입하
여 완전 방수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4. 역류해소형무소음톱니잠금맨홀뚜껑/ 제품규격 :∮648 역류해소무소음톱니형잠금
▶ 맨홀뚜껑과 받침의 접촉부 및 측면을 정 기계 가공하고 잠금의 형상과 기능은 기거론 하 고 이상 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폭

우에 하수관로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맨홀뚜껑이 공중으로 날라 가버려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맨홀 제품을 개발 하 다
제품의 형상은 뚜껑의 상단부에 원형의 구멍을 형성하고 하단부에 십자 형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뚜껑의 상단부에 SUS BAR를
고정 시키고 하단부에 BAR를 잡아주는 GUIDE를 설치하여 GUIDE 하단부에 SUS 스프링을 부착하여 뚜껑의 상단부에 있는 작
은 맨홀뚜껑이 수압의 량에 따라 상하로 움직여 역류를 해소 시키는 장치를 가진 제품이다.

5. 조화형디자인맨홀뚜껑(특허0868067호) / 제품규격 : ∮648 ∮766 ∮918 
▶ 맨홀뚜껑에 보도에 설치된 마감재와 동일한 마감재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제품으로 설치후 소음 및 마감재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뚜껑과 받침의 접촉부 및 측면을 정 기계 가공하여 구성하 고 받침 하단부의 점검구 내경을 KS규격과
동일한 ∮600으로 구성하여 점검 작업시 효율성을 고려하 고 뚜껑의 무게를 감안하여 개폐용 로울러를 설치하여 개폐의 용이
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이며 뚜껑과 받침의 녹방지 및 마감재와 맨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용융아연도금 처리를 한 제품도 생
산하고 있다. 

주요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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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음 맨홀뚜껑
∮648우·오수용 ∮766 전기, 통신용∮

조화형 디자인맨홀 뚜껑
∮648 ∮766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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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우 배

본사·공장
경북 천시 대창면 사리리 215
TEL.(053) 811-5454
FAX.(053) 811-4334

http://www.dwkorea.kr   
e-mail : uyb5454@hanmail.net

BOOTH No. C2-6
회사소개

물은 생명! 생명을 지키는 동원산업!
물은「생명」이다 라는 이념을 가지고 깨끗한 물,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하여 투자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동원산업은 물탱크 제조 전문 업체로, 기술 및 품질 개발을 끊임없이 연구하

여『ISO9001』조달청『우수 제품 지정』중소기업청『성능인증』다수의『특허 및

실용』『벤처인증』『우수 발명품』『건 마크』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원산업은 물을 생명으로 여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테인리스 물탱

크, 도류벽 물탱크, 지하매설용 STS물탱크, 스테인리스 라이닝 (리모델링)등을 제

작 및 개발하고 널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원 산업은 깨끗한 환경, 밝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땀을 흘릴 것이며, 철저한 품질과 기획, 설계, 제작시공, 완벽한 A/S까지

책임지는 품질 제일주의을 표방하는 환경 친화적인 동원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스테인리스 물탱크 [특허/실용제품]
▶ 도류벽이 구비된 물탱크(STS물탱크) [조달우수제품]
▶ 정수처리가 구비된 물탱크(STS물탱크) [특허제품]
▶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라이닝/리모델링) [조달우수제품]
▶ 지하매설용 스테인리스 물탱크 [특허제품]
▶ FRP 물탱크 / FRP 기계실 [의장제품]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 우수제품 인증(원통형 도류벽 물탱크)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원통형 도류벽 물탱크)
▶ 조달 우수제품 인증(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라이닝/리모델링)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라이닝/리모델링)
▶ ISO9001 품질 인증 ▶ 건 마크
▶ 우수 발명품 ▶ 벤처 기업 확인
▶ 특허 : 도류벽이 구비된 저장탱크/물탱크의 조립구조/정수처리장치가 구비된

물탱크/정수처리용 이중 격벽 저장탱크/플랜지 이음 정화 수단을 갖는 물탱크/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지하매설용 물탱크 및 이의 시공방법/
정화 기능을 갖는 물탱크의 제조방법

▶ 실용실안 : 물탱크/정수처리용 저장탱크/정수처리장치가 형성된 저장탱크/
물탱크의 배관구조/물탱크의 구조/

▶ 디자인 : 물탱크용 투시창/토목건축용 물탱크

동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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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스테인리스원통형물탱크 (특허제10-0736127호)
▶ 내식성, 내부식성등이 우수한 STS304/444로 제작
▶ 사용 정압력이 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형성되고, 반 구적인 수명을 가짐
▶ 겹치기 용접 방식으로 제작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없음
▶ 물탱크 내부에 별도의 보강재가 없고, 청소 맨홀을 바닥보다 낮게 시공하여 청소가

용이
▶ 누수에 의한 유지 관리비 및 수압으로 인한 물탱크 파손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관리비를 크게 절약
▶ 스테인리스 재질로 물과 친화력이 있고,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

탱크

2. 도류벽스테인리스물탱크 (특허제10-0597877호)
▶ 원통형으로 물탱크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는 도류벽 구조
▶ 염소와 물의 접촉 시간을 최고의 CT값으로 산출
▶ 물의 미세한 이물질 등을 1차, 2차, 3차적으로 정화하는 기능
▶ 물 관리를 위하여 내장형 배관으로 설치하여 동파 방지가 탁월
▶ 청소 맨홀을 바닥보다 낮게 설치하여 물 빠짐이 용이하여 청소등의 관리가 용이
▶ 자연친화적이고 미관성이 아주 우수한 인조바위 모양 및 담장 모양으로 마감

3. 스테인리스패널물탱크 (특허제10-0928434호)
▶ 본 기술은 양쪽의 측판에 절곡부를 두어 결합 후, 용접하여 부위를 보강함으로서

강도와 충격에 아주 견고한 구조이며, 누수를 이중 용접으로 차단하는 기술
▶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 벽면과 판넬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신속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력 현상이나 부식

을 최대한 방지함
▶ 중요 부위에 겹치기 용접하여 견고하며 반 구적인 수명을 가짐
▶ 물탱크의 크기와 용수에 따라 설치가 가능
▶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

4. 지하매설용물탱크 (특허제10-0976092호)
▶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며 지상의 공간을 절약하고 설치 장소에 제약 없이 지하

에 매설 가능
▶ 측판을 보강파이프로 보강하고, 별도의 거푸집과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필요없

이 콘크리트 타설하여 측판을 형성함으로서 물탱크 제작이 용이
▶ 대형 물탱크의 경우에는 특허 (제10-0928434호)도류벽으로 설치 할 수 있음
▶ 내통과 외통을 보강파이프로 용접부위를 보강함으로서 견고한 구조이며, 누수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효과
▶ 물탱크의 구조의 강도를 개선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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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수원시 통구 통동 1024-14
TEL.(031) 202-1149   
FAX.(031) 202-1369

공장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24-6 나동

http://www.mys123.com
e-mail : jws1812@naver.com

BOOTH No. C3-2
회사소개

인간을 위한 기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주)마이즈텍입니다. 마이즈텍이 2001년 개발하여 출시한

다기능금속우수받이(마이즈캡)는 하수관거의 이물질 유입저감과 악취차단 및 해

충의 이동을 차단하여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구를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바꾸

어 놓았습니다.

‘세계 최초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기본 이념으로 선도적인 자리에 늘 마이

즈텍이 있습니다. 그 선도적 자리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

르게 생명을 지켜내는 휴머니티를 포함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이즈텍에

서는 항상 고객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곁으로 한 발짝 다가가

겠습니다. 

초고의 기업가치 창출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환경지주회사’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다기능금속우수받이 (마이즈캡)
▶ 테라 커버
▶ 테라 수목보호대
▶ SR그레이팅 (석재 그레이팅)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지정번호 2008118)
▶ K-마크 인증(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벤처, 이노비즈 기업 인증
▶ ISO9001 인증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특허 다수 보유

(주)마이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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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다기능금속우수받이
▶ 악취 및 쓰레기 유입의 원천 차단 (손쉬운 청소)
▶ 병해충 (모기, 바퀴, 쥐 등) 이동경로 차단
▶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낙엽, 담배꽁초, 각종 이물질) 차단
▶ 하중은 13~20TON까지 가능 (주문시 25TON 가능)
▶ 도시미관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민원해결 및 미관개선의 효과
▶ 국내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스테인레스) 사용으로 내부식성 향상
▶ 주문형 사이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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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금속우수받이 상부> <다기능금속우수받이 뒷면>

<다기능금속우수받이 안전형>

- 인라인 휠 빠짐 방지 및
휠체어바퀴 빠짐 방지

- 공원 및 체육시설에 적용

작동 원리 1차(평상시) 2차(우기시) 3차(파손방지) 

<악취.쓰레기.해충을 차단한다> <폭우시 바른 배수 밸브50도 이상> <외부 충격에 밸브 파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

<다기능금속우수받이 컬러 코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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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문 성 호

본사·공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33-75번지
TEL.(053) 633-2828
FAX.(053) 582-6343

http://www.moonwt.com
e-mail : 6332828@paran.com

BOOTH No. C3-6
회사소개

물을 사랑하며, 물을 지키는 수(水)호천사 주식회사 문창입니다
1992년 창립 이루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20여년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힘써온

문창은 절단기, 절곡기, 초대형프레스 등 최신식 시설을 완비하고, ‘원통형 탱크’

와‘사각 패널형 탱크’그리고 새로운 방식의‘스테인리스 벽체 패널 라이닝’제

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창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석탑산업훈장, INNO-BIZ기업, KS인증, ISO9001인증, 전국 품질분임조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0대구광역시‘스타기업’선정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

우로 원통형 탱크의 국내 최초 KS 인증 및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우수제품으로 등

록 되었으며 10여종의 특허와 실용실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창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문창을 지켜주신 고객님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믿

음으로 최상의 품질 달성과 깨끗한 물로 더욱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창

업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STS 벽체패널 라이닝
▶ 코너 무용접 라운드형 STS 패널탱크
▶ STS 원통형 탱크
▶ 간이상수도용 정수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2010 대구광역시 스타기업(대구광역시) ▶ 조달우수제품(조달청)
▶ KS인증(한국표준협회) ▶ ISO 9001
▶ 우수단체표준인증(한국금속탱크조합)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INNO-BIZ(중소기업청)
▶ 특허 : 스테인리스 강판제 물탱크

정수 및 폐수처리용 저류조의 벽체패널
콘크리트 수조의 내부 방수방치
콘크리트 벽체 방수용 스테인리스 타일 및 이의 제조방법
콘트리트 벽체 방수용 유리 타일 및 이의 제조방법
정수 및 폐수처리용 저류조의 내구성강화 벽체패널

▶ 실용신안 : 정수 및 폐수처리용 저류조의 벽체패널의 코너연결구조
빗물저장탱크의 정수처리장치
빗물저장탱크의 초기빗물분리장치
ㄷ형강 후레임의 설치구조
수조용 다이아몬드형 패널

▶ 디자인 : 물탱크 제작용 코너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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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코너무용접라운드형STS 패널탱크
▶ 코너 무용접 라운드로 모서리부의 응력 집중현상방지
▶ 바닥 잔넬 프레임 절단용접이 아닌 결합 홈 성형으로 조립식 제작

(수평도, 안정성, 작업성 우수)
▶ 다이아몬드형 단위패널
▶ 1단 측판에 성인 키 높이 보다 높은 1900, 2000패널적용으로 청소 유지가 편함
▶ 누구나 손쉽게 열 수 있는 슬라이딩맨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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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S 원통형물탱크
▶ 국내 최초의 KS인증 제품
▶ 물 관리의 안정성과 겨울철 동파를 고려한 배관 내장용 구조
▶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또는 칼라무늬 자켓 마감
▶ 우수한 아티론 보온 시공
▶ 스테인리스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장 친환경적인 물탱크

3. STS 벽체패널라이닝
▶ 부식에 강한 STS329J3L 재질로 환경성, 안정성, 위생성에서 탁월한 효과
▶ 기존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별도에 보수 없이 설치가능
▶ 콘크리트와 스테인리스벽체패널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한 변형을

막기 위한 변형흡수부
▶ 내부변형을 막이위한 코너 수축/흡수부
▶ 신규설치 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초기 상태로 유지시켜 안정성 강화, 수명 연장, 

완벽한 누수방지 효과
▶ 용접방식으로 반 구적인 수명

4. 간이상수도용정수장비
▶ 지하수 및 계곡수를 쓰는 지방상수도용 정수장치
▶ R/O, N/F, U/F 방식 분리막을 이용한 정수장치
▶ 자동 역세척의 반 구적인 전처리 필터 사용
▶ 사용 기간 및 압력, 온도, 수질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필터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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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 익 구

본사·제2공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870
TEL.(053) 851-5550
FAX.(053) 851-5515

제1공장
경북 천시 대창면 어방리 171
TEL.(054) 331-0123
FAX.(054) 331-1175

http://www.caston.kr
e-mail : caston123@hanmail.net

BOOTH No. C6-5
회사소개

앞선 기술력, 끊임없는 제품 개발!
당사는 상수도 맨홀, 통신-도시가스맨홀, 가로수보호대 등 주물 제품 전반을 생산

하는 업체로 우리 민족 고유의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

넣는 마음으로 한결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급변하는 경 환경의 변

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에 힘써

최근 몇 년 동안 괄목 할 만한 성장을 거두어 왔습니다.

저희 (주)세계주철은 맨홀뚜껑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지식경제부 신제품 인증, 조

달청 우수 제품인‘부양식 안전잠금맨홀뚜껑’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 여

러분의 건강과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고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

고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나눔과 상생의 경 을 실천하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업계 최고의 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 뚜껑 (NEP, 미국 특허 획득)
▶ 쇼바 장착 맨홀 뚜껑 (한국수자원공사 공동개발 및 특허 취득)
▶ 가스압력 배출 맨홀 뚜껑
▶ 부양식 일체형 맨홀 뚜껑
▶ 악취 차단용 위생 덮개 (NEP 획득)
▶ KS 맨홀 뚜껑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 조달청 제 3자 단가 계약 (MAS)맨홀뚜껑
▶ 디자인 맨홀 뚜껑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산업 규격 표시 (KS)
▶ ISO 9001(2000) / KS A 9001(2001)인증
▶ 지식 경제부 신 제품 인증 (NEP)
▶ 조달청 우수 제품 인증
▶ 특허, 실용 신안, 의장등록 다수
▶ 벤처 기업 인증
▶ INNO-BIZ 인증
▶ 미국 특허 획득

세계주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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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부양식안전잠금맨홀뚜껑 (Float Safety lock manhole cover)

2. 세계최초쇼바장착맨홀뚜껑개발 (쇽 업쇼버 Shock Absorber)
▶ 제품 규격 Ø648, Ø766, Ø918

- 본 제품은 기존의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에 쇽 업쇼버(Shock Absorber)를
장착한 제품으로 기존 맨홀 뚜껑 개폐 작업시 편의성을 고려하여 차량 등에 많이
사용하는 쇽 업쇼버를 장착하여 작업자 1인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개폐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

▶ 기존 맨홀뚜껑의 문제점
- 잠금 후 시간이 흐르면 열기가 어렵다.
- 몇 번 열고 나면 고무링이 파손되어 수 이
되지 않는다.

- 시간이 지나면 차량 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 사유가 된다.

- 관거 점검 및 보수시에 인원과 시간,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 잠금식 맨홀 받침이 장구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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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장구형 받침으로 충격 흡수를 원활히 하여 틀 주변이
갈라짐을 방지.

- 어떤 상황에서도 열리는 수문나사방식
[나사는 (SUS304)재질로 사각 나사산 채택]

- 받침과 뚜껑이 삼각지지대의 연결로 일체식이어서 소음이 완벽 방지.
- 수직 상승과 닫기로 고무링 파손이 없고 받침과 압착되어 완벽한 수 유지.
- 시공 및 관로 점검과 보수 시에 맨홀 뚜껑의 부양식 장치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이 된다. 
(뚜껑 개폐시 효율성은 4~5배 이상)

<조립 순서>

▶ 특징
- 원 포인트 잠금 방식으로 개폐가 용이
: 수문형 나사 방식으로 1~2년 1회 개방 시에도 개폐가 원활함.
: 윤활 볼트의 회전(5회)으로 맨홀 뚜껑 상부로 부양 됨.

-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 차집관거용은 EPDM재질의
팩킹 적용으로 완벽한 수 보장 및 내구연한 증대.

- 침입수 유입 방지로 하수처리 비용 절감.
- KSD 6021기준 정하중 400KN이상(2005년) 
[자체 생산 품질 기준 : 정하중 600KN이상]

- 안전한 인상링 적용. (우·오수 등)
: 포장 보수 공사시 간편하게 인상링을 설치하여 고정시킴으로써
안정성 확보 및 인상시의 편리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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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신 윤 성

본사·공장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10-3
TEL.(053) 856-1946
FAX.(053) 856-4474

http://www.shinsung-ind.co.kr    
e-mail : sksss5986@naver.com

BOOTH No. C1-4
회사소개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당사는 1999년 창립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다가 2004년 10월에 신성산업주식

회사로 거듭나 상하수도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새들붙이분수

전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9001:2000을 인증 받고 연이어 KS B 2342인증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제품의 연구개발에 힘쓴 결과 각종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하며 수도계

량기보호통을 지열을 이용한 제품으로 보온재가 없는 제품을 개발 의장등록하고

획기적인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보다 더 청정한

환경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수도용수도계량기보호통
▶ 수도계량기봉인자물통
▶ 새들붙이분수전
▶ 부동급수주
▶ 제수밸브보호통
▶ 제수변용철개
▶ 관로표시핀
▶ 제수밸브

인증및획득마크

▶ KS B 2342인증
▶ ISO9001:2000인증
▶ 밴처기업확인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 4086호)
▶ 특허등록3종 (수도계량기보호통,맨홀뚜껑)
▶ 실용신안2종 (새들붙이분수전외)
▶ 디자인 (수도계량기보호통외)

신성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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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648사각맨홀뚜껑 (특허제10-0700175호)
▶ 닥타일 탄력에 의한 안전장치로 뚜껑과 본체의 연결이 닥타일 재질의

봉으로 연결되어 있어 뚜껑이 본체로부터 유실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 도로위 설치시 악취가 차단된다.
▶ 차도위 설치시 이중잠금장치로 연결되어 있어 차가 지나가도 소음이

없다.
▶ 각 시도별 제작이 가능하다.

3. 동파방지보호통
▶ 동파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외부의 찬 공기가 보온재와 통 사

이에서 머무르므로 공기가 보온재와 통 사이에서 머무르므로
계량기가 있는 보온재 내부 온도가 실온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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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수변철개및상승링
▶ 닥타일 탄력에 의한 안전장치로 뚜껑과 본체의 연결이 닥타일 재질의 봉으로 연결되어 있어 뚜껑이 본체로부터

유실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 뚜껑에 관경표시가 가능하다.
▶ 상승철개를 사용하여 도로 덧씌우기 작업시 경비가 절감되며 간편하다.

4. 지열용동파방지보호통
▶ 지열보호통으로 속뚜껑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침투하는 찬 공

기를 막아주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보호통 안에서 순
환을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온재가 필요없어 내부가 청결함
며 설치도 용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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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교 성

본사·공장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666
TEL.(063) 548-5000
FAX.(063) 548-7800

(유) 한스
전북 김제시 흥사동 205-2
TEL.(063) 548-6000
FAX.(063) 548-6001

한스파이프
TEL.(063) 582-6000 
FAX.(063) 582-6822

http://www.sh5000.co.kr
http://www.hans.kr
http://www.pepipe.kr

BOOTH No. C2-5
회사소개

Water & Sewage total solution pre companies
(주)신흥콘크리트는 1968년 창립이래 42년간 한결같이 전임직원이 정성을 다하

여 우수한 콘크리트제품만을 공급해오면서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한 노력으

로 신기술개발과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신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및 상수도관 제품 하나 하나에 저희 신흥콘크리트만의 독특한 기술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데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고객

의 어떠한 상담에도 우수한 기술진을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입니다.

조달청우수제품, KS우수기업상, 대통령표창, 산업포장에 이르기까지 저희 신흥

콘크리트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여러분의 보답에 힘입어 앞으로도

나라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고무링 삽입형 V,R관(조달청우수제품)
▶ 고무링 삽입형 콘크리트 맨홀(조달청우수제품)
▶ PC박스암거(건마크)
▶ PE이중벽관 / PE다중벽관 / PE수도관(KS)
▶ 콘크리트 추진관
▶ PE라이너 삽입형 V.R관 및 맨홀(NET)
▶ 우수 처리 및 저수조
▶ 보강토 옹벽블록
▶ 인터로킹블록(쇼트블록)
▶ 팽이파일 및 건축, 토목용 콘크리트제품

인증및획득마크

▶ KS (V,R관, 맨홀, 압력관, 인터로킹블록, 경계블록, 테라조타일, 속빈블록, PE관)
▶ 조달청 우수제품 (수 형 고무링이 삽입된 V.R관, 고무링삽입형 맨홀)
▶ NET (고무링 삽입형 VR관 및 PE라이너가 삽입된 맨홀의 제조기술)
▶ 건마크 (PC박스암거)
▶ INNO-BIZ
▶ 벤처기업
▶ 유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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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고무링삽입형V.R관및맨홀- 조달청우수제품, NET, 성능인증
▶ 콘크리트관 (V.R관)과 맨홀의 소켓부위에 수 형 고무링이 삽입되어

고강도 콘크리트와 함께 성형, 양생한 제품
▶ 고무링의 완벽한 수 로 인하여 현장에서 고무링 오접합으로 인한 누수 및

유입수 예방
▶ 기존의 고무링의 삽입으로 인한 작업공수 절약 및 시공성 대폭 향상
▶ 인양고리, 접합PVC, 접합 고무가지관 등 소비자 요구 100% 생산
▶ 생산규격 : D300~D1200

2. 콘크리트추진관- V.R관제조업체중유일하게기술생산
▶ 진동 및 압축을 이용한 고강도(70MPa) V.R관 제조방식
▶ 유럽 및 미국의 선진기법을 적용한 생산방식으로 품질 우수
▶ 외압강도 및 품질규격이 우수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
▶ 단위생산량이 높아 납기 조절 가능 (D300 일일생산량 - 40본)
▶ 생산규격 : D300~D1500

3. PC박스암거- 건마크
▶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제조방식
▶ PC강선 및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시공
▶ 인양볼트를 접목시켜 하차 및 시공시 안전하고 편리함
▶ 생산규격 : 1200, 1500, 2000, 3000형 1련 및 2련

4. PE이중벽관 / 다중벽관 / 수도관- KS인증
▶ 최신 설비 도입으로 PE하수관은 뛰어난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후성을 견딤
▶ PE수도관은 화학저항성과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는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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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송 석

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2-2 
경기공업대학 중소기업관 H202호
TEL.(031) 498-1781
FAX.(031) 498-1789

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97-6

e-mail : ykgj@unitel.co.kr

BOOTH No. C2-13
회사소개

깨끗한 물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중 하나로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할 국

가의 미래가치입니다. 저희 광기제(주)는 일찍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

한 기술로서의 제조가 아닌 편의성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제품을 디자인,

설계, 제조하여 미래사회가 바라는 삶의 질 향상 및 풍요로움을 창출하기 위한 새

로운 문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저수조는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을 각 가정에 보급하기 전에 일시

적으로 보관하는 구조물로서 저수기간동안 수질 변화가 있거나 저수탱크 소재의

부식으로 인하여 녹 및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치 않고 장기간 사용해도 재질

의 변화 및 구조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며 주기적인 청소가 용이하고 유지보

수 작업이 간편하며 내구수명이 건축물 수명과 동일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기제(주)는 인간·환경·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고객과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

니다.

취급제품소개

▶ PDS라이닝
▶ PDS 볼트 조립식 물탱크 (저수조)
▶ 스테인리스 물탱크 (저수조)
▶ 일체형PDF물탱크 (저수조)
▶ 쓰레기 투입구하부맨홀
▶ 각종 압력용기류

인증및획득마크

▶ 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
▶ INNO-BIZ
▶ 벤처기업
▶ KS인증(KS B 6282),
▶ ISO9001:2009
▶ K마크(3종)
▶ 건마크(2종)
▶ 특허등록(18종)
▶ 실용신안등록(2종)
▶ 조달청 우수제품(1종)

광기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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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PDS 라이닝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PDS라이닝은 기존 물 저장시설의 각종 페인트와 콘크리

트 박리현상으로 인한 유지비용 및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하는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개발한 배수지 및 정수시설 등에 설치하는 라이닝 공사입니다. 

▶ 근본적으로 부식에 의한 물의 오염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콘크리트면에 PE코팅성
형된 패널로 라이닝 처리하는 시공기술로서 깨끗한 물을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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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테인리스물탱크 (저수조)
▶ 아파트 및 고층건물 식수 저장으로 쓰이며 강도가 크고 청결성이 좋으며 위생적이

면서도 외관이 미려하며 수명이 오래간다. 
▶ 용량이 다양하고 현장 시공이 간편하다. 광판넬수조는 다양한 규격 및 형상의 시

공이 가능합니다. 

4. 일체형PDF물탱크 (저수조)
▶ 대용량 일체형P.D.F물탱크는 꾸준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등지에 설치되어 많은 양의 용수를 임시 또는 장기간 저장하 다가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조로서 특히, 내부로부터 작용되는 수압이나 휨하중에 향을 받지
않고 우수한 저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용량 수조이며 PE재질로써 내구성이 우
수하므로 타 재질에 비하여 수명이 반 구적이다. 

▶ 또한 Double Frame구조로써 압축강도 및 휨강도가 강하며 동일 재질의 내부
SHEET 보강으로 녹물이 전혀 없다.

5. 쓰레기투입구하부맨홀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란, 일반, 음식, 재활용쓰레기를 문 앞의 쓰레기통이 아닌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에 버리면 진공흡입기를 통해 관로를 따라 약300m 떨어진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되며, 이송된 쓰레기는 원심분리기를 통하여 압축컨테이너
에 자동 적재되고 오염된 공기는 공기청정실을 거쳐 깨끗한 공기와 외부로 배출됩
니다. 

▶ 중앙 집하장의 컨테이너에 수거된 쓰레기는 소각장 또는 매립지로 이송되어 최종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2. PDS 볼트조립식물탱크 (저수조)
▶ PDS볼트조립식 물탱크는 국내 최초 강판과 PE시트를 압출성형, 일체 공정으로 생

산한 PDS판넬(신기술NeT인증)을 이용하여 볼트 조립식으로 개발한 물탱크로서
기존의 물탱크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고 강판에 PE시트 접착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매우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물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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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은 희

본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남부대학교 창업보육센타 8301호
TEL.(062) 972-6545
FAX.(062) 972-6549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84 
(하남공단 6번로)

http://www.365safe.co.kr       
e-mail : cw2007@nate.com

BOOTH No. C1-8
회사소개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주)창원기술

개발은 2007년 9월 개업한 이래 다기능 안전철개, 사각철개, PET 제수밸브 보호

통 등 상하수도 관련 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창원기술개발은 현재 특허 5건, 특허출원 2건, 실용신안등록 2건, 금형개발 3

건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해 지재권 및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품생

산의 기틀과 고용창출, 판로개척 분야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창원기술개발은 특히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과 친화하는 기업으

로 발돋움하고자 PET 제수밸브 투명보호통을 개발하여 양산을 시작하 고, 지속

적인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고품질,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창원기술개발은 그 동안의 축적된 연구실적을 토대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

으로 하여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

당함은 물론 환경관련 사업임을 염두에 두고 항상 최고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는 사용자중심의 고객만족주의 경 을 실현, 신제

품 개발과 생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다기능 안전 제수변철개
▶ 다기능 안전 지수전철개
▶ PET 제수밸브 투명보호통
▶ PET 지수전 투명보호통
▶ 소화전배기변 사각철개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등록 5종
▶ 실용신안등록 2종
▶ 특허출원 2종

(주)창원기술개발
CHANGWON TECHNOLOGY DEVELOPMENT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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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다기능안전철개
▶ 자중에 의한 자동안전잠금장치
▶ 매설된 관로 및 구경표시기능(13Φ~600Φ) 물, 드레인용(D), 이토변용(E) 19종
▶ 현장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 용이
▶ 제수변 키로 뚜껑 개폐
▶ 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인상용 연결소켓을 동시에 삽입 시공
▶ 도로 인상시 기존제품과 호환가능
▶ 인상용 연결소켓 사용시 시공비 및 예산 절감효과

[기대효과]
▶ 도로노면 굴곡현상 완벽제거 및 예방
▶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요지 사전예방효과
▶ 맨홀뚜껑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기능
▶ 누수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지원
▶ 신속한 소요자재파악 및 지원효과
▶ 뚜껑 개폐시 소요 공기구 불필요
▶ 책임자 부재중(출장, 휴가, 근무지변경) 현장관리 및 업무인수인계 원활
▶ 관망도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

2. 인상링기능을갖는사각철개
▶ 인상링 기능을 겸비한 몸체
▶ 기존에 매립되어진 제품과 100% 호환가능
▶ 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인상링 몸체 동시 상비시공 (공사기간단축)
▶ 인상링 몸체 사용시 시공비 및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 지속적인 인상가능 (2단, 3단, 4단)
▶ 몸체와 인상링의 착성 향상과 이탈방지를 위한 4면 8개소 걸림쇠 기능
▶ 신속한 개폐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3. PET 제수밸브투명보호통
▶ 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주원료로 하여 환경오염 없음
▶ 투명한 PET 재질로 형성되어 작업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
▶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서 반 구적

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임
▶ 인체, 토양, 수질에 무해함
▶ 국내 신개발 제품이며, 친환경 시공자재임
▶ 토양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함으로서

토양의 하중에 의한 파손 위험성을 현저히 낮춤
▶ 하부 고정용 스파이크에 의한 지지도 향상
▶ 공기밸브 부착 제수밸브 겸용사용
▶ 150Ø/200Ø용 선택 가능함

4. PET 지수전투명보호통
▶ PET(PolyethyleneTerephthalate)

를 주원료로 하여 환경오염 없음
▶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서 반

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임
▶ 인체, 토양, 수질에 무해함
▶ 국내 신개발 제품이며, 친환경 상수도 시공자재임
▶ 150Ø/200Ø용 선택가능함

5. 다기능지수전안전철개
▶ 자중에 의한 자동안전잠금장치
▶ 매설된 관로 및 구경표시기능
▶ 현장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 용이

맨
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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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허 원 권

본사
경북 주시 장수면 반구리 252-2
(장수농공단지내)
TEL.(054) 634-7790
FAX.(054) 632-7790 

서울사무소
TEL.(02) 3431-3434

http://www.perfectmh.co.kr    
e-mail : hdpvc5493@hanmail.net

BOOTH No. C3-5

취급제품소개

▶ PE·PP 차수벽하수도관 및 연결구 ▶ 악취차단오수받이(높이조절용)
▶ PVC오수받이(내충격) ▶ PE FULL(풀)맨홀(소형,1호), 복합맨홀
▶ PE오수받이(높이조절용) ▶ PE소형맨홀
▶ PE우수통(높이조절용) ▶ PE빗물받이, 컬러빗물받이
▶ 부식방지 복합맨홀

인증및획득마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중소기업청)
▶ 경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조달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 2007 주시 중소기업상
▶ 환경표지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ISO9001:2008
▶ 2004 중소기업 행정자치부선정 신지식인 ▶ 2009 환경부장관상
▶ 특 허 : 조립식 인버트 및 유도관을 구비한 맨홀 / 배수가 용이한 오수받이의 트랩구조

맨홀의 관연결 장치 / 인버트와 트랩이 일체로 형성된 오수받이의 본체구조
오수받이 받침틀의 수 구조 / 보강 금속링과 수 링이 일체로 형성된 우·오수받이용
합성 수지 플랜지 / 수 성과 안정성을 향상한 맨홀구조 / 조립식 복합맨홀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조립식 복합 맨홀 / 하수구용 악취 및 역류방지 장치 / 플랜지소켓
일체형 맨홀 관접속 장치 / 부식방지 복합맨홀 (19건)

▶ 실용신안 : 높이조절이 가능한 맨홀 / 방취수단이 구비된 오수받이 / 악취차단 및
높이조절 기능을 가진 오수받이 / 악취 차단용 오수받이/이탈방지 및 안정성을
향상한 맨홀 / 맨홀의 높이조절링 / 랙기어와 수 링을 이용한 맨홀의 높이조절장치
관접속장치 (10건)

▶ 디 자 인 : 우수 및 오수받이의 악취차단장치 / 맨홀 뚜껑 보조 받침틀 / 맨홀의
입·출수관 접속용 폐링 / 맨홀 관접속용 수 링 / 오수받이용 보조 인버트
맨홀용 폐링 / 맨홀용 인버트가 부설된 맨홀 바닥판 / 맨홀용 관 이음 연결구
맨홀의 사다리 / 맨홀 바닥판 / 맨홀 입출수관 연결용 엘보우 (22건)

(주)퍼팩트

차별화된 제품 개발로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국·내외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유
일하게 지하에 매설되어지고 있는 오·우수받이(맨홀)은 중요성과 낙후성을 면
치 못하고, 토양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현실이다.
(주)퍼팩트에서는 기초적인 사회 개발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에 확충되어지는 오
·우수받이, 맨홀의 차별화된 제품 즉,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종래에 사용되
어진 제품의 성능을 더욱 기능화하여 배수관에서 역류하는 악취차단 역할 및 토
압에 강한 대체품으로 개발 성공하 으며, 본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PP차수벽하수관 및 연결구 개발로 인한 파
이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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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내충격PVC 오수받이 (D300×150×100)
▶ 기존 제품과 비교 시공성과 자재비

절감.
▶ 오수받이 내부 소제구 설치로 인한

트랩내 청소관리가 매우 용이함.
▶ U트랩 악취차단 구조로 악취민원 해결.
▶ 내약품성, 부식성, 내후성, 내구성 우수.
▶ 오수받이 무소음 뚜껑 및 수 링 설치.

5. 악취차단오수받이 (높이조절용)
▶ 현장상황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 하수관으로부터 집안으로 역류하는

악취 민원해결.
▶ 접합부를 고무링으로 견고히 폐하여

유입구 및 유출구 방지.
▶ 동절기 보온 속뚜껑 설치로 동파방지

효과.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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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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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우수통(높이조절용) (400×500×H500(640))
▶ 현장상황에 따라 높이조절과

구배조절 가능 및 시공성이 용이함
▶ 기존 맨홀뚜껑과 차별화된 뚜껑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에 효과적이다.
▶ 뚜껑 디자인도 우수하며, 뚜껑 하부에

고무링으로 인한 소음방지 효과.
▶ 뚜껑이 주철이어서 파손될 우려성이 적은 획기적인 제품.
▶ 차별화된 뚜껑디자인으로 낙엽류 유입방지로 청소비 절감

효과

2.  PE오수받이(높이조절용) (Ø450×H500, 600, 800)
▶ 현장상황에 따라 높이조절 및 유입구

위치 조절로 인한 현장 시공 우수. 
▶ 하수관으로부터 집안으로 역류하는

악취 해결
▶ 접합부를 신개발 고무링으로 견고히

폐 하여 유입수 및 유출구 방지.
▶ 동절기 보온 속뚜껑 설치로 인한 동파

방지

※ 소형맨홀 D300, D400, D500, D600 / 1호맨홀 D900

4. PE FULL맨홀(소형,1호), 부식방지복합맨홀
▶ 획기적인 강도향상(적층관)으로 압충하중 및 외부 충격에

도 견고함.
▶ 유입구는 현장상황에 맞게 제작됨으로 시공성의 편리함. 
▶ 부식성이 없고 산, 알칼리, 폐수, 염분에 강하며 구적임.
▶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 및 수 성이 양호하며 반 구적임.
▶ 맨홀 바닥면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고, 바로 배출되도록

인버트 설치. 

6. PE소형맨홀 (Ø400×H800~H2000) 
▶ 토압, 외압으로 인한 강도 매우 우수함. 
▶ 맨홀 높이조절로 인한 현장 시공성이

매우 편리함
▶ 협소한 높이조절로 인한 현장 시공성이

매우 편리함
▶ 협소한 골목길, 복잡한 도로, 쉽게 시공 수 성 양호
▶ 이탈방지용 뚜껑틀이 있어 시공시 이탈방지 양호

7. PE빗물받이 (410×510×H650~H950)
▶ 현장상황에 맞게 높이조절 가능하여 시공성 우

수하며, 장애인 휠체어, 어린이 통행이 편리함.
▶ 우수받이 몸체가 토압에 강하며, 

칼라뚜껑으로 인한 이미지 부각.
▶ 뚜껑 디자인의 다양화로 도시 이미지를 부각

시킴.

8. PE·PP 차수벽하수도관 (D150~1200)
▶ PP차수벽관 구조 핵심 기술을 적용

PE관 대비 100%이상 강성 향상.
▶ CS, PS 소켓 개발로 파이프 수 성이

매우 우수함.
▶ 내식성, 부식성, 시공성이 매우 양호함.

9. PS소켓
▶ 우수한 내부식성 : 산, 알카리등의 화학약품에 향을 받지 않

으므로 산업 폐수, 오수, 해수 및 토양의 반 구적임.
▶ 수 성 보장 : 고무링 접합으로 인한 수 성 보장과 플랜지판

사용으로 타관종과도 수 이 양호함.
▶ 우수한 내진성 : 내진으로 부등 침화 및 신축으로 인한 수 성

문제 해결.
▶ 환경 친화적인 제품 : 완벽한 수 성과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

활용이 가능
▶ 시공성이 우수하며 경제적 : 현장 시공성이 편리하며, 취급이

간편하고 공기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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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상 각

본사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43-4
TEL.(031) 404-2710
FAX.(031) 404-2747

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02-3

http://www.jumul.net    
e-mail : kra2564@naver.com

BOOTH No. C1-3
회사소개

저희 (주)한국주조는 1999년 10월에 설립되어 토목현장에 소요되는 주물제품(맨

홀뚜껑)을 기반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차세대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부상하는 풍

력, 태양열발전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하는 업체입니다.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뚜껑은 우수발명품(특허청), 성능인증(중소기업청), 우수제

품(조달청) 또한 한전(KEPCO) 본격사용 제품으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등 여

러 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정 타결로 미연방조달(GSA)에도 등록 되

어 있습니다.

또한, 신개념의 원터치 잠금장치 맨홀뚜껑은 스프링의 압축력을 이용하여 맨홀뚜

껑을 개폐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번거롭고 오래 걸리던 개폐 작업시간을 보다 편

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잠금장치 맨홀뚜껑입니다.

또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여 ISO9001, 벤처기업, INNOBIZ 기업인증을 받았

으며 경기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여 도로시설물(방호난간, 중앙분리대, 방음벽, 무동력 미

세먼지제거기), 미풍을 이용한 풍력발전, 태양열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분의 소규모 풍력 발전시스템은 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실험중이며

태양열부분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수도용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뚜껑
▶ 하수도용(우·오수)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뚜껑
▶ 전기·통신용 (완전방수)물림형 잠금장치 맨홀뚜껑
▶ 상수도용 원터치 잠금장치 맨홀뚜껑
▶ 하수도용(우·오수) 원터치 잠금장치 맨홀뚜껑
▶ 전기·통신용 (완전방수) 원터치 잠금장치 맨홀뚜껑

인증및획득마크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조달청 우수제품
▶ 미국연방조달 GSA 등록
▶ ISO 9001 인증
▶ INNO-BIZ 기업선정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건마크 인증 업체

(주)한국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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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터치잠금장치맨홀뚜껑
▶ 스프링의 압축력을 이용한 간편한 개폐 방식으로 강한 스프링 압축력을 통해 소음 및 이탈방지를 완벽하게 차단하 다.
▶ 속뚜껑은 물림형 방식으로 완벽한 수 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상부 차량의 통행에도 직접적으로 향을 받지 않아

내구성이 오래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맨
홀
및
물
탱
크
류

1. 물림형잠금장치맨홀뚜껑
▶ 뚜껑의 3개소에 있는 잠금장치를 잠김 방향으로 체결함으로써 뚜껑-받침 간에 유격현상이 최소화 되어

덜컥거림, 이탈 및 소음을 방지 하 다. 
▶ 또한 방수 및 악취차단 역할을 하는 속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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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기기·기술류

http://www.wak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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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동일

HS산업

금정환경

뉴엔텍

대보마그네틱

디지털워터

로얄정공

맑은물연구소

상정상사

센텍

시온텍

씨앤에치아이앤씨

에싸

에이알케이

에코코

엔포텍디에스

오에치케이

웅진케미칼

유천엔바이로

은우산업

이엠테크

이오렉스

이화에코시스템

자연과학산업

젠트로

진행워터웨이

청정테크

태현수기

한국마이옥스

한삼코라

협신기업

※ 편의상 (주)는 생략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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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주 환

본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번지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등포구 등포동2가 242 
TEL.(02) 2168-9131
FAX.(02) 2672-6423 

http://www.drbworld.com    
e-mail : lee.young.gun@drbworld.com 

BOOTH No. D8-1
회사소개

DRB동일은 전동벨트, 컨베어벨트 생산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동차용, 산업용 고무

제품으로까지 제품을 확장하면서, 수자원 및 환경산업의 진입을 위해 금번 하수

관 관련 액세사리 및 에코탱크를 하수관련 전문업체인 ㈜엔포텍디에스와 제휴하

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장 참여에 따라 지속적인 경험 축적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제

품과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DRB동일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선도적인 자동차, 전자, 철강, 건

설업체들에게 60여년동안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면서 좋

은 Business Partnership을 맺고 있으며, 금번 시장참여를 계기로 상하수도 관련

고객님들과 좋은 파트너쉽을 맺고 싶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도로노면 초기 빗물 처리장치(EcoTank) 
▶ 우수토실 월류수 협잡물제어 시스템(WSC) 
▶ CSOs 고속여과장치
▶ 우수토실 차집유량제어장치(NPDR)
▶ 하수맨홀 프리케스트인버트(KN-Vert)
▶ 하이록조인트(High-Lock joint,맨홀본관연결장치)
▶ 다기능우수받이
▶ 이종관 접합장치(Muti-Socket)

인증및획득마크

▶ 신기술인증서(환경부) : 
소수성 발포여재(EPP)를 이용한 포장도로면의 초기우수 처리장치(제225호)

▶ 특 허 : 맨홀의 인버트 / 우수토실 유량제어장치 / 우수받이 / 다기능 우수받이
초기우수 처리설비 / 초기우수 처리장치 / 초기우수처리기능을 가진 도로노면
배수처리장치 / 건축물 우수배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 하수관로의 물받이
배수트랩 / 간헐방류에 의한 하수관거내 고형물의 플러싱 및 침전방지를 위한
장치 / 

▶ 실용신안 : 접속각도 및 길이의 조절이 가능한 하수맨홀 프리캐스트 인버트 / 
하수관 연결장치 / 우수받이용 필터링 바스켓 / 맨홀의 관로접속구 및 관로
접속구 형성용 거푸집 / 맨홀의 조립형 인버트 / 맨홀의 인버트 형성용 거푸
집 / 하수관로의 물받이 배수트랩 / 자유곡관 외 10건

▶ 디 자 인 : 인버트 / 오수받이
▶ 프로그램 : 하수관거 부식예측 프로그램(CE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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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수맨홀프리케스트인버트(K/N-Vert)
▶ 기존 현장타설 인버트 축조방법 대신 프리케스트 제품 적용
▶ 공기단축으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절감
▶ 기존맨홀에 적용시 물돌리기 없이 시공이 간단
▶ PE재질로 조도계수가 양호하여 고형물 침전방지 및 수두손실 저감
▶ 박리현상 등에 의한 조도계수 상승방지하고 반 구적 사용 가능
▶ 수리적 안정성 도모로 도시형 침수사고 방지에 기여

6. 다기능우수받이
▶ HDPE재질 채택으로 내구성 및 내한성이 우수하여 횡토압 및 온도에 대한 대응력 우수
▶ 정 한 규격의 제품으로 부속품설치 및 다양한 용도로의 적용가능
▶ 간이 우수처리 및 우수침투받이 등의 다양한 기능확보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1. 에코탱크 (EcoTank) (환경신기술제225 호)
▶ 무동력으로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수성 여재 (EPP)의

사용으로 비점오염원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까지 무동력처리
▶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
▶ 우수받이 역할과 빗물처리기능 병용
▶ 장치의 기성품화로 시공 및 관리용이
▶ 고유량시 bypass 기능

4. 차집유량제어장치 (NPDR)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하수량을 설계유량만큼

차집시키는 무동력 제어장치
▶ 수위상승에 따라 수문이 수위를 감지해 수류에 의해 수문이 차단되는 방식
▶ 연결관에 삽입하고 앵커볼트로 고정함으로써 간편하게 시공 가능
▶ 기존방식처럼 별도의 토목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존방식에 비해 50%~95%가량 경제적

2. 우수토실월류수협잡물제어시스템(WSC)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발생하는 CSOs내 협잡물을 차집관거로

이송·처리하는 무동력시스템
▶ 간단한 구성으로 탁월한 협잡물제어 발휘
▶ 유리관리가 편리하며 경제적임.
▶ 기존우수토실에 시공이 가능함.

3. CSOs 고속여과시스템
▶ 하천변에 노출된 우수토실 월류사고 및 우천시 과다차집문제 해결
▶ 하천으로 월류되는 오염부하량 최소화 및 우수토실의 현대화
▶ 강우종료시 유입부와 여재부의 시간차 배수에 의한 무동력 상시역세 시스템 작동
▶ 이동식 장비에 의한 정기 역세시스템으로 유지관리비 감소
▶ 초기우수의 선택적 차집이 가능한 무동력 차집유량제어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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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C동 101호
TEL.(02) 598-0120
FAX.0505-598-0120

공장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길 364

http://www.hswater.co.kr 
e-mail : admin@hswater.co.kr

BOOTH No. D2-12
회사소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작!
HS의 맑은물, 친환경기술로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 곳곳에 물부족 현

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

다.

이에 HS산업(주)는 맑은물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자연과 함께 호흡

하는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사업부분
- 상하수도 소독설비 설계 및 시공사업
- 광역(지방,마을)상수도 배수지 사업
- 정(배)수지 라이닝 사업
-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
- 물 재이용 사업
- 기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 취급제품(기술) 
- 친환경 복합 PE, PP 라이닝
- 체류수 없는 육각집합 배수지
- 순환형 빗물저류 시스템
- 도심형 다층구조 저수조
- 수질정화를 갖는 하천유지용수저류조
- 기타 수처리기기 및 설계

인증및획득마크

▶ 기업부설연구소 및 ISO 9001 인증
▶ 복합 PE 라이닝공법, 육각집합배수지 등 특허등록
▶ 상하수도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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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최초육각구조를갖는집합저수조
▶육각형태의수조

- 격벽 자체를 도류벽으로 이용하고 사각에 비해 안정성이 높음
▶회전수류입수관

- 다수의 분기관으로 회전수류를 발생시켜 저층수도 같이 흐르게 하는 입수구조
▶ S자유체흐름

- 원심력에 의한 지속적 S자 흐름으로 정체구역 없이 유동혼합을 실현함
▶구조적안정성

- 구조물 외력에 적응성이 높고 벽체간 격이 짧아 모멘트 집중이 작음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3. 기타제품및공법
▶ 순환형 빗물저류 시스템 ▶ 수질정화를 갖는 하천유지용수류조
▶ 도심형 다층구조 저수조 ▶ 간이식 일체형 상하수 처리시설

2. 공법최초습식시공이가능한PE, PP 라이닝
▶가장위생적인재질

- 염소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으로 인체에 가장 무해한 방수 재질
▶습식절연방수공법

- 기존의 기계적 건식공법이 아닌 타일식 부착방법의 습식공법으로 시공이 용이함.
▶ 시공비절감

- 기술개발 복합PE 제조공법이 원자재비 및 시공비를 최저20~최대80%까지 저감
▶유지관리용이

- 기존 방수공법에 비하여 하자부위를 찾기쉽고 해당부분만 보수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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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연 철

본사
전남 목포시 용해동 328-5

경기지점·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5-12 
시화공단 2나113호
TEL.(031) 319-3520~1
FAX.(031) 319-3588

인천지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20-3

http://www.kyunginwater.co.kr     
e-mail : gwt3520@hanmail.net 

BOOTH No. D2-10
회사소개

금정환경(주)는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The Smile GTwater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환경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고객가치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기술

력으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책임지는 종합수처리 정수장치 전문업체로서 거듭나

고 있습니다.

금정환경(주)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물을 필요로 하는 소

규모 마을상수도 및 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 각수요기관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정수 장치를 설치하여 최상의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

니다. 

금정환경(주)는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 정수장치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는 기업, 설치 2

년후, 5년후, 10년후에 평가를 받는 기업이 될 것 이며, 항상 고객의 소리를 소중

하게 생각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 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정수장비세트 ]
▶역삼투압 장치
▶이온교환수지 장치
▶막분리 역세척필터 장치
▶계곡수용 자동역세 여과장치
▶복합자외선 살균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 2008
▶ 간이상수도장치/계곡수용간이여과장치/역세척필터장치 특허등록
▶ 통상여과기/자외선살균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 벤처기업확인서

금정환경 (주)
(구)경인수처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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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삼투압장치 (Reverse Osmosis System)
▶ 자연중의 식물이 갖는 삼투현상을 고압펌프를 사용하여 역으로 물을 채수하는 방법.
▶ 특정 설계된 막(Membrane)을 이용한다.
▶ 막이 갖는 공극은 극히 미세하므로 미생물이나 냄새 및 이온성 물질 등 그 크기를

가지는 모든 입자는 제거가 가능하다.
▶ 막이 갖는 특성에 따라 채수하고자 하는 수질을 선택 할 수 있다.
▶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

2. 이온교환수지장치 (Softner System)
▶ 경수(센물)를 연수(단물)로 만들어 주는 장치.
▶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Strong Acid Cation Exchange Resin)를 사용하여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경도 성분(Ca, Mg)을 제거한다.
▶ 이온 교환수지에 준하는 물량을 사용한 후 15%의 염수로 재생하여 반 구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3. 막분리역세척필터장치 (Margnetic Reverse Filter)
▶ 역세가 100% 가능한 정 여과장치.
▶ 반 구적인 Micro Fiber의 선형여재를 사용.
▶ 유입수의 수류에 의해 여재를 적층시켜 심층(深層)여과 수행.
▶ 여과의 반대방향에서 역세수를 공급하여 적층구조 해체.
▶ 물과 공기의 난류세정과 자력에 의한 진동으로 오염물질 탈리.
▶ 여과와 역세척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수처리용 여과기술.

4. 계곡수용자동역세여과장치 (Simple Waterworks Epuipment)
▶ 하나의 펌프를 이용하여 정수기능, 역세기능 및 수세기능을 동시에 수행가능하다. 
▶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가 용이하다.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구동시킬 수 있어 사용상의 편리함도 제공하는

간이상수도 장치이다.
▶ 역세척시 내부원형 풀 재생장치로 재생효과가 뛰어나다. 

5. 복합자외선살균장치 (Multi Ultraviolet Sterilization)
▶ 광분해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증가하는 세포의 핵을 자외선을 이용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한다.
▶ 피조사물의 성분, 맛, 색깔, 온도 등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
▶ 살균범위 및 효과에 비해 전력 및 인력의 소모가 적어 경제적이다.
▶ 안전성이 우수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조작이 간단하다.
▶ 화학살균에서 일어나는 PH의 증감 및 부식성, 독성이 없다.
▶ 장치를 구성하는 소재가 Stainless Steel로 되어 있으므로 반 구적이다.
▶ 높은 살균효과를 볼 수 있다.(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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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312
TEL.(031) 8040-9930
FAX.(031) 8040-9630

에너지환경부문
TEL.(031) 8040-9690
FAX.(031) 8040-9699

http://www.newentec21.com        

BOOTH No. D2-4
회사소개

신재생 에너지 뉴엔텍이 선도합니다!
당사는 상하수도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주된 사업기반으로 하며 2001

년 4월 창업한 이후 국내 상하수도분야에 엔지니어링 컨설팅기법을 소개하고 신

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여 온 선도기업입니다. 6명의 공학박사 출신의 이론적

기술력과 수많은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 어우러진 최고의 기술진을 보유하

고 있으며 신기술사업, 환경컨설팅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환경분야 서비

스사업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토탈 환경서비스 기업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유일의 하·

폐수처리장, 정수장 등의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

너지 분야의 하수슬러지 및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공법(Cavitech System)을

연구·개발하 습니다. 

광역 및 지자체 정수장 100여곳, 하폐수처리장 20여곳 등의 기술진단 및 시설개

선용역 그리고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공법적용 실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는 명실상부한 토탈 환경서비

스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환경기초시설 진단 및 컨설팅
▶ Cavitech System
▶ Off-gas analyzer
▶ 파워블럭하수집수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Cavitech System 환경신기술(제331호)
▶ 특허등록 9종
▶ 실용신안등록 1종
▶ INO-BIZ 기업선정
▶ 벤처기업 확인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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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공정구성

2. 수리동력학전처리(HCT) 원리
▶ 고압으로 흐르는 관로의 수축부(벤츄리나 노즐부)에서 유속증가와 정수두(압력)의

감소에 따라 Cavitation Bubble이 만들어지고, 확대부에서 정수두의 회복에 따라
Cavitation Bubble이 파괴된다. 

▶ 이때 강력한 전단력, 제트류, OH 라디칼, 과산화수소 등이 발생되며, 이를 이용하여
슬러지 플록을 파괴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생분해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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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동력학 캐비테이션(hydrodynamic Cavitation) 및 초음파 캐비테이션(Ultrasonic Cavitation)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효율 향상 기술

3. 초음파전처리(UCT) 원리
▶ 20 kHz이상의 진동수를 가지는 초음파를 수중에 조사하면 격렬한 가압, 감압이 반복되

어 초당 2,000회의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되며, 이 과정에서 국부적인 고온(5,000 K),
고압(500 bar) 및 제트류(100 m/sec)가 발생되어 슬러지가 가용화 됨. 또한 OH 라디칼
생성 등 sonochemistry  현상도 발생.

4. 적용효과(난지하수처리장)
▶ Biogas 78%  증산 ▶ VS 제거율 40% 증가

5. 적용실적
▶ 서울시 난지 하수처리장 - 농축혼합 슬러지 750 ㎥/일(소화조 3개), 2010
▶ 경기도 부천 하수처리장 - 농축잉여 슬러지 500 ㎥/일(소화조 2개), 2010
▶ 경기도 일산 하수처리장 - 농축잉여 슬러지 470 ㎥/일(소화조 4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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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22 
노하산업단지내
TEL.(031) 354-3960
FAX.(031) 354-7046

http://www.daebo.com   
e-mail : daebomag@chol.com

BOOTH No. D2-9
회사소개

기초가 튼튼한 기업 대보마그네틱!
자석과 자석응용기기를 전문으로 한지가 38여년이 된 당사는, 그간 국·내외산학

연구계의 요망에 따라 현장중심의 연구개발, 학술활동, 국제교류 등으로 산업적

기술력은 물론, 환경에 관한 노하우를 축척하여 발전 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 기술력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을 위시한 유럽, 미국 등 세계 20 여개국 이

상 수출을 하여 기술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는,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과 환경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운

반물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하여 분진, 악취 등

의 방지로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 파이프 콘베이어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파이프 콘베이어 (일명, 인라인 링크 콘베이어)
▶ 건식 / 습식 탈철기
▶ 각종 자력선별기
▶ 비철금속 선별기
▶ 리프팅 마그네트
▶ 자석 응용 기계

인증및획득마크

▶ 규격표시 획득현황
- 품질경 시스템 인증서-K-QA-Q00970 (2006.08.18 3년간) : 한국품질보증원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제 20061820호 (2006.04.1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인증서-제 2001-17호 (2001.03.26) : 경기도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제 2003-255호 (2003.07.24) : 
경기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

- 클린 사업장 인정서-제 25594호 (2006.04.25) : 한국산업안전공단 / 노동부
▶ 산업재산권 획득현황

- 체인컨베어 타입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오수의 슬러지 이송장치-
0331894호 (2002.03.26)

- 오폐수 처리 시스템-제 0493744호 (2005.05.27)
- 다목적 공급용 마그네틱 컨베어장치-제 45090호 (1990.01.25)
- 자석을 이용한 고온용 금속선별기-제 133509호 (1998.10.13)
- 연구자석을 이용한 클러치-제 0423672호 (2004.03.08)
- 노이즈 및 상삭제 방지용 자석식 핸즈프리-제 0260945호 (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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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 자유 자재형 파이프 콘베이어는 일정간격의 블레이드(Blade)를 체인에 붙여 폐된 파이프 내에서 전동기 모타에 의해 끌려 이

동되므로 파이프 내에 투입 된 협잡물과 침사물, 슬러지, 탈수 케익 등이 블레이드에 끌려서 지정된 위치까지 폐된 상태로 이
송되는 장치이다. 운반 경로는 수도 배관과 같이 상·하·좌·우 지하 지상 실내에서 실외로 벽 등을 뚫어서까지 자유자재로
운반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설치 면적은 파이프 외관 사이즈 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Open된 공간이나 바닥 피트
를 파서 이용하면 최소한의 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폐된 파이프 속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악취 분진 비산 등이 없는 획기
적인 환경 전문 설비로 인정받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형 자동화 운반 장치로서 국내 지자체 및 자동차공장 부품 가공 공장 등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2. 장점
▶ 폐된 파이프 내로 이송되기 때문에 악취, 분진 비산 예방으로 작업장 주위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
▶ 구조가 간단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수(A/S)가 용이하다.
▶ 조립식 파이프이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 3차원의 콘베이어로 상·하·좌·우 실내 실외 지하 지상 등의 좁은 공간에도 자유자재로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 기존설치 되어있는 기계 설비의 위치 변경 없이도 기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 전력 소모가 적다. (2.2 Kw 모타 1대로 200m를 이송하기도 한다.)
▶ 수분 함량이 많은 운반물도 이송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사용분야
▶ 하수 처리장 침사지의 침사물 이송라인
▶ 정수장 슬러지 탈수 슬러지 이송라인
▶ 축산 폐수 및 분뇨 처리장의 협잡물 이송라인
▶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이송라인
▶ 공작 기계에서 가공 중에 발생하는 철 부스러기(Machine Chips) 처리라인
▶ 기타 환경, 화학, 광업, 철강, 분체 산업 등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하다.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270 2011 WATER KOREA

대표 김 윤

본사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 102-1번지
벤처타운 102호
TEL.(031) 676-6663
FAX.(031) 676-0626

http://www.aquamag.co.kr
e-mail : ceo@aquamag.co.kr

BOOTH No. D2-2
회사소개

당사는 2001년 설립 이래 스케일 및 부식 방지관련 제품개발과 보다 효율적으로

수처리제품 개발·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 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세계최고

기술력으로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선정(2002~2011)」, 「세계적인 특허등록이

빛나는 물 전문기업(한국, 중국, 호주, 미국 등)」그리고「업계 최초 화경신기술과

조달우수제품선정」등을 기반으로 도약을 위해 오늘도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술적인 우위확보로 국내외에 30여종의 특허출원과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등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망 확보와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공식적인 판매를 시작하 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의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한 배관개발, 세계에서 가장 안정

한 부식방지 억제 및 제거장치, 해외 수처리 시장 본격진출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

다. 기술진들이 다양한 수질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제공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

고자 합니다. 『물, 배관 그리고 건강』이 하나의 듯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

해 (주)디지털워터 임직원일동은 힘찬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리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품질인증- 
▶ ISO 9001,1400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경기도 인증서 ▶ 이노비즈확인증
▶ 한국토지공사 공사 가용신기술 인정서 ▶ FDA음용수 기준통과
▶ 중소기업청성능인증서(기간만료) ▶ 조달청우수제품지정서(기간만료)
▶ k마크 인증서(기간만료) ▶ 신기술인증서(기간만료)

- 특허 - 
▶ 금속의 전위차에 의한 배관의 스케일 방지 및 제거용 모터토출구 장치

제 10-0642814호
▶ 수처리배관내 스케일 및 녹 제거장치 조성물 제 0418114호
▶ 녹 및 스케일 생성 억제용 수중모터 흡입구 그물망 제 0486359 호
▶ 외 중국특허 1

- 실용실안- 
▶ 아쿠아맥 중국실용신안등록증

- 상표등록- 
▶ AQUAMAG 상표등록증 ▶ POWERAQUA 상표등록증
▶ 부스터 상표등록증 ▶ 아쿠아 오투 상표등록증
▶ 아쿠아맥 상표등록증 ▶ 중국상표 아쿠아맥

- 디자인등록- 
▶ 배관스케일 제거지 ▶ 수중펌프용흡입관 의장등록증
▶ 중국디자인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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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AQUAMAGⓇ 효과
▶ 관내부의 스케일 제거 및 예방효과 : 마그네슘이온이 노후관 내부의 스케일의

결합력을 약하게 하여 제거후 관 내부의 얇은 마그네슘산화물이 피막을 형성
하여 스케일의 재발생을 제어합니다.

▶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 노후관 교체나 기존의 고가의 처리방법으로 인
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설치가 용이 합니다.

▶ 에너지 절감효과 : 마그네슘 이온화 전위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전
기나 자기장등의 에너지를 공급이 필요 없으며, 난방용 배관에 적용시 스케일
로 인한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 환경보호 효과 : 스케일 제거를 위한 화학약품 사용을 억제하여 2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화학약품을 전혀 사
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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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QUAMAG의원리와구조
▶ 철수산화물을 단단하게 결합시켜 주는 방해석이 용해되어 스케일의

결합력을 약화시킴.

▶ 장치에서 생성된 마그네슘이온은 철이온에 비해 이온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배관에서 철이온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부식방지효과 발생
(희생양극)
(+)극 : Mg → Mg2+ + 2e- E0산화 = -1.76V
(-)극 : Cu2+ + 2e- → Cu E0환원 = +0.34V
(전체) : Mg + Cu2+ → Mg2+ + Cu(s) E0전체 = 2.1V (전위차)

▶ 배관의 부식으로 인한 문제
1) 냉수라인에 이상한 맛, 냄새, 붉은색의 물 2) 관 재질의 손상으로 누수
3) 녹 사이에 대장균 기생가능 4) 온수라인에는 열효율의 급격한 감소
5) 방청제 투입 6) 건물의 수명단축
7) 수압저하 8) 지속적인 노후 관 교체 시 경제적 부담가중
9) 관 교체 후 유기물질에 의한 미생물생성 문제 상존

3. 아쿠아맥설치및확인구설치

→

→

전 후

<굴착 작업> <배관 절단 작업> <설치 전>

<설치 후> <확인구 설치> <흙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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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재 덕

본사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358-81 
TEL.(053) 583-8651~4
FAX.(053) 583-8655

http://www.korearoyal.com     
e-mail : royal@korearoyal.com

BOOTH No. D6-3
회사소개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기업 (주)로얄정공이 있습니다!
저희 로얄정공은 1986년 설립 이래 물을 사랑하는 수처리 기업으로 축척된 고도

의 기술력과 완벽한 사후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원심분리기 제조 분야에서 국내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다양한 수처리 현장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A/S, 순회점검등 전문 제조업체로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산신기술(KT) 및 우수품질(EM), 환경설비품질

(EEC), 신제품(NEP)인증등 기술력과 품질로「MADE IN ROYAL」의 독자 브랜드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얄정공의 원심분리기는 환경, 화학, 철강, 식품 등의 다양한 환경산업 분야에 폭

넓게 적용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현장에 가장 적합한 기술지원과 빠른 A/S 망의

구축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원심탈수기 (Dewatering Decanter Centrifuge)
▶ 원심농축기 (Thickening Decanter Centrifuge)
▶ 원심분리기 (Separating Decanter Centrifuge)
▶ 저속드럼농축기 (Drum Type Thickener)
▶ 고효율응집농축탈수기 (RTD Type Thickener)
▶ 환경관련기기 (Environment-related Equipment)
▶ 스테인레스밸브 (Stainless Valve)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 및 ISO14001 인증 획득
▶ 국산 신기술 KT 마크 인증 획득 (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농축용 원심분리기)
▶ 벤처기업선정 (특허기술 및 신기술 개발기업)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원심농축기)
▶ 산업자원부 환경설비 품질인증 획득 (원심탈수설비)
▶ 우수품질 인증 획득 (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
▶ 환경설비 품질인증서 (EEC) 획득
▶ 신제품 인증서 (NEP)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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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원심분리기 (SEPARATING DECANTER CENTRIFUGE)
▶ 원심분리기는 원심력과 비중을 이용하여 유입되는 처리물을 빠른 시간

에 분리, 탈수, 농축 하는기기로서 처리물의 특성에 따라 입자분리와 탈
수를 자동제어 운전하며 처리물의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차
속값을 제어하여 투입 - 침강 - 탈수 - 배출 - 이송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
여 분리효율을 극대화시킨 기기로 자동 차, 감속장치를 이용하여 Bowl과
Screw의 회전속도를 자동 변속시켜 Cake 함수율과 회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2. 고효율응집농축탈수기 (RTD Type Thickener)
▶ 고효율 응집 농축 일체형 탈수기는 다양한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저 농도

의 잉여 슬러지를 별도의 농축처리 시설이 없이 농축 장치와 탈수 장치를
일체화하여 응집, 농축, 이송 및 탈수가 연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 구성하
여 처리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시설 및 장비비의 절감으로 효
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한 최적의 첨단 기술 장치입니다.

3. 적용분야 (Field of application)
▶ 로얄정공의 원심분리기는 상, 하수처리시설 및 축산, 분뇨, 위생, 음식물

처리장과 식품, 화학, 토목, 정유,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되어
운 중이며 1㎥/hr~100㎥/hr까지의 다양하고 우수한 성능의 기기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운전이 간편하고, 안정적이며 협소한 장소에서 콤펙트
한 설치공간을 차지합니다.

4. 운 체제 (Operating System)
▶ 자사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CNC가공공장, Auto

Balancing공장, 특수용접공장 및 CAD/CAM설계실, 화학실험실 등을 보
유, 사전테스트 및 설계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시스템으로 운 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수한 품질, 가격 및 빠른 납기로 고객의 요
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5. A/S 및정기점검 (A/S Team)
▶ (주)로얄정공은 수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및 생산능력으로 고객만족

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의 정기점검과 공정분석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과 그
기술에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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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 용 현

본사·공장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459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H동
TEL.(041) 742-8606
FAX.(041) 742-8607

http:// www.purewater.co.kr 
e-mail : info@purewater.co.kr

BOOTH No. D2-6
회사소개

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세상!
물 걱정이 없는 환경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세상은「맑은물연구소」가 꿈꾸는 내일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위한 꿈! 더욱 정진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현실에 저희 맑은물연구소는 최고의 품질

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써, 제품 하

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기술 연구 개발하여 더욱 더 좋은

제품을 고객 여러분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만 공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

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비소제거장치 (흡착 방식)
▶ 라돈제거장치 (초절전형 무동력)
▶ 불소제거장치 (이온교환방식)
▶ 질산성질소제거장치 (이온교환방식)
▶ 탁도제거장치 (필터가 필요없는여과방식)
▶ 자동염소투입기 (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소독)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 2008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특허등록 2종 (라돈제거장치, 지하수 정수필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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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비소제거장치 (흡착방식)
▶ 비소의 이온적 특성을 고려, 친환경 산화철을 흡착 여재로 사용
▶ 필수 미네랄은 보존하면서 As(?), As(?)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 가장 치명적인 As(?)을 효율적으로 99.9% 제거 가능
▶ 시설유지비 (전기료등) 절감 및 수원 수량 보존 가능
▶ 원수 손실률 없음

3. 탁도제거장치 (필터가필요없는여과방식)
▶ 물리법칙(싸이클론)을 이용한 자연의 여과방식
▶ 물탱크 내 이물질 퇴적으로 세균 증식 및 부패 억제 (수질개선)
▶ 암반가루, 모래알갱이, 진흙등에 의해 탁도가 불량한 관정에 설치
▶ 1회 설치로 반 구적 사용

4. 자동염소투입기 (유량에비례한제어의의해소독)
▶ 소독약품(염소)를 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정 하게 투입하여 소독
▶ 수격작용 및 싸이펀 방지 밸브 설치로 안정적 수질관리
▶ 소독약품(염소) 소진시 1회 약품 보충으로 12개월 사용가능

(1회 약품 보충 : 최대 110리터)
▶ 설치장소 제한없음 (관정, 장옥, 송수관로 내 ,물탱크 주변등 어느곳이든 설치 가능)

5. 질산성질소 / 불소제거장치 (이온교환방식)
▶ 음이온 수지를 이용한 이온교환제거방식
▶ 수지는 NaCI으로 자동 반복 재생하여 기능 복원
▶ 질산성질소, 불소를 기준치 이하로 관리
▶ 설치장소 제한없음

2. 라돈제거장치 (초절전형무동력)
▶ 물리법칙(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에어레이션(폭기) 방식
▶ 무인 운전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음
▶ 무동력으로 인한 전기 시설 필요없음 (관리비 축소) 
▶ 1회 설치로 반 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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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다공성·표면적 ※ 여재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

대표 김 태 성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9-15
대경빌딩 3층
TEL.(02) 564-8766
FAX.(02) 561-1603

http://www.filtralite.com
http://www.sang-chung.co.kr  
e-mail : info@sang-chung.co.kr

BOOTH No. D1-1
제품및공법소개

1. 일반여과및생물학처리겸용가능Filter Media

2. FiltraliteⓇ 여재의적용분야
▶ 아주 광범위하게 하/폐수·정수 처리 적용 가능함.
▶ 하/폐수 처리

- 질산화, 탈질화 - 인 제거
- 높은 SS 제거 효율 - 높은 COD, BOD 제거 효율
- 축산 폐수 처리

▶ 정수 처리
- 지하수 : 중금속(Iron, Manganese, Amonium, Nitrates 등), NOM, TSS, 탁도 제거
- 지표수 : TOC, BDOC, AOC, Geosmin, MIB, 악취 및 냄새 제거
- 해 수 : R/O 및 UF의 전처리, 붕소, TSS 및 탁도, TOC, BDOC, AOC 제거

3. FiltraliteⓇ 여재의적용사례
▶ 산업폐수, Algorfa Water Reuse Treatment Plant, 스페인: 3600㎥/day

상정상사(주)

항 목 유입수 (㎎/L) 처리수(㎎/L) 처리효율(%)

BOD5

COD

SS

TN

TP

500

747

216

129

13

< 5

29

< 5

< 15

0.4

99%

96%

98%

8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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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ltraliteⓇ 여재의적용방법
▶ Filtralite Bio-Filter 여재는 하 / 폐수 처리, 상수, 지하수, 지표수 및 해수의 수처리에 광

범위 하게 사용이 가능한 여재입니다. Filtralite 여재는 점토를 고온에서 팽창시 발생되
는 높은 다공성 및 높은 표면적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여과와 더불어 고효율의
생물막 여과기술도 가능한 Biological Filter 여재로써 다양한 크기 (0.5~20㎜), 다양한
형상(Crushed/Round Type), 다양한 비중(600~1600㎏/㎥)의 제품이 있으며 적용분야
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Filtralite 여재를 사용한 단일 공정을 통하여 호기성조, 침전조 그리고 여과 System의 기
능이 동시에 가능하며 질산화, 탈질 및 인 제거가 가능한 성능이 우수한 다용도의 여재
입니다.

▶ Filtralite 여재를 사용하여 R/O 및 UF 전처리에 사용도 가능하며 탁도 유발 물질은 물론
해수 담수화에서 붕소(Boron)제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 여과재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이며 처리효율이 우수하며, 대, 중, 소량의 모든 용량의 여과설비에도 적용
이 가능합니다.

▶ Ceramic 재질의 팽창점토

▶ 높은 다공성

▶ 높은 표면적

▶ 다양한 크기(0.5~20㎜)

▶ 다양한 형상
(Round/Crushed)

▶ Particle Density 
(600~1750㎏/㎥)

※ Filtralite 여재층 ※ 여재 표면에 부착된 박테리아

5.  Filtralite를 이용한 공정 개념도

6. Biofilm 이용 여과/ Nitrif-DeNitrif 겸용 처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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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권 용 석

본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303-1호

공장·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B01호

http://www.scentec.co.kr  
e-mail : sfe123@chol.com

BOOTH No. D2-11
회사소개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우수제품 지정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신기술기업지정 ▶ 벤처기업인증
▶ ISO 9001 품질인증 ▶ CE 인증
▶ PHOTOZONE 특허 등록

센 텍(주)

광화학 복합산화 냄새제거 - 포토존 시스템!
냄새제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센텍(주)의 자랑인 포토존 시스템은 세계 최초 광화학 복합산화 방식의 냄새제거
를 상용화한 토종 기술의 쾌거입니다. 기존의 물, 미생물, 화학약품등의 복잡하고
비싼 방식대신 단순히 복합산화반응구간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기존보다 훨씬
높은 악취 제거 능력을 제공하며, 같은 시간내 처리용량도 수배~수십배 상승하도
록 한 매우 주목할 만한 탈취기입니다. 
포토존 시스템은 현재 전국의 하수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 및 주요 대형빌딩등에
설치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복개하수 구간에 설치하여
그 우수성을 또한번 인정받았습니다.센텍(주)는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포토존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수출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센텍(주)는 대한민국 토종 냄새제거 전문기업으로 산업용 악취는 물론 일반 업소
악취 제거까지 냄새 제거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십수년
간 냄새제거 불모지인 한국에서 외길을 고집하며 오직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통
해 실력으로 당당히 일어서겠다는 열정에서 가능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을 수십건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출원중에 있습니다.
센텍(주)는 앞으로도 계속 냄새제거 분야의 외길에 전념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일
등이 세계의 일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힘을 실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함께하실 협력사와 함
께 상생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센텍(주)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
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AHU - PHOTOZONE SYSTEM : 작업장 순환 탈취용 포토존시스템
▶ HACO - PHOTOZONE SYSTEM : 건조로 탈취용 포토존시스템
▶ Sewage Line - PHOTOZONE SYSTEM : 하수관로 탈취용 포토존시스템
▶ DRY-PHOTOZONE SYSTEM : 건식 포토존시스템
▶ WET - PHOTOZONE SYSTEM : 습식 포토존시스템
▶ DRY-WET PHOTOZONE SYSTEM : 건·습식 포토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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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AHU - PHOTOZONE SYSTEM : 작업장순환탈취용포토존시스템
▶ 하이테크 탈취장치로 배출구로 배출되는 공기의 일정부분을 실내 급기 설비에 순

환급기로 공급함으로서 급기설비로 부족한 실내 공급 공기량을 보충하고 실내 원
활한 공기 순환으로 자체 공기 정화 및 탈취성능향상 2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탈취장치입니다.

3. Sewage Line - PHOTOZONE SYSTEM : 하수관로탈취용포토존시스템
▶‘하수관로용 포토존시스템’은 복개천, 우수받이, 여수토실, 우수토실, 차집관로 등

도심내 하수관 관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수목적의‘도심내 냄새
관리시스템’입니다.

▶ 여기서도심내냄새관리란? 1단계 악취제거, 2단계 공기살균, 3단계 수세정공기정
화를 의미한다. 특히 하수관 관련 악취문제는 대도시 도심권에 발생되므로 완벽한
탈취, 낮은 소음도, 수려한 미관, 살균처리, 홍수안전성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 도
심권에 안정적으로 설치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2. HACO - PHOTOZONE SYSTEM : 건조로탈취용포토존시스템
▶ 센텍의 하코-포토존 시스템은 탈취공정이 까다롭고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고온 고습, 점도성점액, 백연발생 등 열악한 상태의 악취공기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산업용 탈취기입니다.

4. DRY-PHOTOZONE SYSTEM : 건식포토존시스템
▶ DRY-PHOTOZONE SYSTEM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형 탈취장치로서 어느

현장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 서계되어있어 대형빌딩, 학교, 공장, 하수처리
장 등의 다양한 실적을 가진 센텍의 보급형 탈취장치입니다. 높은 적용성과 사계절
안전운전이 가능하고 굴뚝이 필요없는 구조로서 건물 내·외 설치하여도 미관상
불쾌감이 전혀 없도록 구현되었습니다.

5. WET - PHOTOZONE SYSTEM : 습식포토존시스템
▶ WET - PHOTOZONE SYSTEM은 건식포토존시스템에 수용성화학반응을 접목시

킨 탈취 방식으로 수용성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적합하며, 약품을 전혀 사
용하지 않고도 최적의 탈취효율을 발휘하는 탈취장치이다.

6. DRY-WET PHOTOZONE SYSTEM : 건습식포토존시스템
▶ DRY-WET PHOTOZONE SYSTEM은 DRY-PHOTOZONE SYSTEM과 WET-

PHOTOZONE SYSTEM을 결합한 고농도 악취발생 현장에 적합한 탈취장치로서 건식
반응부에서 처리하고 남은 미량의 악취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을 잔류오존과 함께
실온광산화촉매 및 세정수와 반응시켜 배출구 악취농도를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는 탈
취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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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 경 석

본사·공장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0
(대덕테크노밸리 내)
TEL.(042) 935-0401
FAX.(042) 935-0405

http://www.siontech.co.kr   
e-mail : info@siontech.com

BOOTH No. D2-15
회사소개

환경을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자연을 사랑합니다!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 - ㈜시온텍

㈜시온텍은 환경 소재 및 장치개발 전문기업으로 정수·소독 및 HACCP 관련 전

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끊임 없는 품질혁신과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균소독 및 정수시장을 선도하는 로벌 녹색기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

습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청 우수제품 (염소투입기, 무선수위조절기)
▶ 특허등록 (25건),  특허출원 (14건), 실용신안등록 (10건) 
▶ ISO9001 : 2000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INNO-BIZ
▶ 성능인증
▶ K-마크

정수소독

● 정수장비세트
● 소독장비세트
● 통합관리시스템

HACCP

● 약수터살균장치
● 복합자외선살균장치
● 전해살균수기

신사업

● 하이포크린
● 소프트크린
● Redox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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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정수장비세트
▶ 축전식 탈이온(CDI)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정수 및 연수시스템
▶ 친환경, 저 에너지 소비형 시스템
▶ 자동 세정 및 안전 진단 기능 탑재
▶ 낮은 퇴수량, 높은 회수량
▶ 소규모 급수시설, 보일러공급수
▶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체결, 관련 특허등록 3건

2. 소독장비세트
▶ 음용수의 살균소독과 잔류염소의 농도 치를 일정하게 유지
▶ 정확한 유량에 따른 약품 투입 (유량체크) 
▶ 계곡수 및 지하수에 상관 없이 설치 가능
▶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체결, 관련 특허 등록 2건

3. 통합관리시스템 (무선수위조절기)
▶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CDMA/인터넷을 통한 원격제어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
▶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체결, 관련 특허 등록 2건

수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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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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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정수 / 연수장치>

<무동력액체염소투입기>

약물투입
시스템

+ + + ⇨무선수위조절
시스템

정수처리
시스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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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 용 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505호
TEL.(02) 501-3869
FAX.(02) 556-0480

http://www.candh.co.kr
http://www.dr2o.net
e-mail : candhinc@naver.com

BOOTH No. D1-5
회사소개

저희 씨앤에치아이앤씨는 1994년 토양, 지하수, 물리탐사 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토양, 지하수, 토양복원·매립지, 식물, 기상 관련 제

품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관련분야 건설팅 및 신제품 개발의 능력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의 수질관련 브랜드인 닥터투오 (Dr2O) 는 의사라는 뜻의‘Doctor’와

물의 화학기호인‘H2O’의 합성어로서‘물을 치료하고 관리하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하수 및 지표수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한번에 제공하는 네트워크

브랜드 입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라돈을 저감하는 제품인‘라돈프리(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특허, 당사 기술 이전)’를 활용하여 라돈저감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지하수공 청소인 파워버블 클리닝(PBC’s)을 보유하여 기존의 청소방식과

는 차원이 다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사후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우리물 주치의’닥터투오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하수‘종합병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친환경 지하수공 청소공법 파워버블 클리닝 (PBC’s)
▶ 지하수 라돈저감기‘라돈프리’
▶ 고해상도 지하수내시경 검층촬
▶ 지하수 시료채취기‘바이오베일러’
▶ 각종 수위자동기록기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특허 4종

씨앤에치아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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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지하수라돈저감기‘라돈프리’
▶ 라돈(Rn222)은 자연(토양, 암석, 화강암지대)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성가스.
▶ 특히 라돈은 지하수에 많이 녹아들어 실내에서 지하수를 사용시 그대로 유입되고,

휘발성이 강해 작은 폭기(샤워, 물틀기 등)로도 지하수에서 분리 되어 실내를
오염시킴.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실내에서 쓰이기전 물탱크에서 저감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라돈프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특허제품으로 기존 전기가 소모되는 Blower
방식이 아닌 지하수의 낙차력을 이용한 수차동력 방식으로 전기가 전혀 필요없는,
최고의 저감율을 보이는 제품.

▶ 염소투입장치 악세서리의 장착으로 지하수 토탈 솔루션의 구성.
▶ 지속적(1년) 사후관리(제품관리, 라돈동도 측정) 서비스.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2. 친환경지하수공청소공법파워버블클리닝 (PBC’s)
▶1인치 스크린구간에 3,000psi 의 고심도압의 질소가스를 45°방향으로 분사하여

불어내기공법(써징) 과는 차원이 다른 청소효과 보장
▶공기대신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대규모 콤프레샤가 필요없어

소음의 감소 및 규모의 축소. (화물형 승합차 1대)
▶대형콤프레샤가 필요없어 대형콤프레샤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 및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녹색공법.

3. 지하수내시경검층서비스
▶기존의 검층장비와 다르게 듀얼카메라의 사용으로 아래방향은 물론

옆방향 (360°) 까지 촬 이 가능.
▶본체에 릴이 부착 되어 있는 매우 간편한 구조.
▶DVD레코더로 촬 후 바로 동 상 전달가능.
▶속도 조절이 가능한 300m 릴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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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윤 내

환경사업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588번지
TEL.(054) 741-2188(代)
FAX.(054) 777-0895

서울사업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1번지
삼호물산 A동 2008호
TEL.(02) 589-2220(代)
FAX.(02) 589-2188

http://www.essa.co.kr
http://www.essawater.com
e-mail : essa2188@hanmail.net

BOOTH No. D2-7
회사소개

미래의 환경산업 발전에 힘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사는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전문 수 처리 업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완벽한 시스템을 제

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폐수 고도처리공법인 E.S.S.A를 개발하여 환경부 신기술 인증(제-222

호)·검증(제-107호)을 획득하 습니다.

E.S.S.A의 기술은 기존 고도처리 공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로써 산업

현장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연혁

2010 - 대통령 표창 수상

특허 스타기업 선정

미국 특허 취득

교대식 방류기 특허취득

2009 - 서울사업소 설립

2007 -  ESSA 환경신기술 검증취득

ESSA 환경신기술 인증취득

하수처리 탈인조 특허취득

하수슬러지처리장치 특허취득

상호변경 - (주)에싸

2006 -  국제특허출원(PCT) - 미국, 유럽

준 회분식 하수처리장치 및 그 방법 특허취득

2004 -  처리수 배출장치 특허취득

1993 -  창립

취급제품소개

▶ ESSA system ( 간헐 월류식 내장형 탈인조 및 수위연동식 준 회분식 반응조
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

▶ Sludge presso (슬러지프레소)
▶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인증및획득마크

▶ 저탄소 녹색성장 ESSA공법 대통령 표창 수상 (2010 제 15회 환경의 날) 
▶ 미국·유럽 특허 등록 (2010)
▶ 특허스타기업선정 (2010~2011)
▶ 특허등록 12종
▶ 상표등록 3종
▶ NET 인증

(주)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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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SA공법
▶ 특징
- 세계적으로 하폐수처리공법은 A2O, SBR, MBR(막), 산화구
계열이 있는데 ESSA공법은 A2O의 최적운전 기작과 SBR의
시간 흐름의 단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부로부터 환경
신기술 인,검증을 최근 (2007.9)획득한 연속 유입식 Semi
SBR공법으로 인과 질소 제거효율이 각각 평균 97%(T-P),
93%(T-N) 라는 세계최고의 하폐수 고도 처리 기술로 평가받
은 연속 유입식 A2O형 SBR(Semi SBR) 공법임.

- ESSA가 순수 미생물 처리만으로 인(T-P)을 97%제거한 다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며 획기적인 것임.

- ESSA공정 중에 내장형 인방출조에서 PAOS (인축적 미생물)
성장의 Sludge Blanket 최적혐기성 조건을 만들어 인을 방출
하는 것과 질산화조에서 P의 Luxury uptake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질산화, 탈질의 수위연동식 교차반응으로 질산염, 탄산염의 방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시소타입 방류디
켄팅이 30cm이하로 세계최저수위로 교대 방류함으로써 SS가 없는 상등수는 물론, 하수연속유입과 HRT감소, 고농도 MLSS층의
유지 혐기조건 최적상태 유지 등이 각각 최대의 효율을 내고 이것이 서로 연동되어 세계 최고의 질소, 인 고도처리를 하는 BNR
공법임.

▶ 핵심기술 및 효과
-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고의 고도처리효율 입증과 타공법대비 BNR 효율 탁월함.
- 세계최초로 시소형 Decanter개발
- 무인 원격시스템(PLC) 적용으로 공정구성의 compact화와 장소에 상관없이 상시감시 및 제어 가능
- 상향류 하수유입방식을 통한 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 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슬러지 발생량 저감 및 탈수슬러지 재활용 가능
- 소요동력의 최소화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과 처리수 중수도 재이용 가능

제품및공법소개

2. 슬러지프레소
▶ 폐슬러지의 농축에 따른 슬러지 운반비 및 처리비용 절감.
▶ 반류수내의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
▶ 무인 전자동 시스템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 COMPACT한 구조와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
▶ 기존 하·폐수 슬러지 농축 시스템의 탁월한 개선효과.

수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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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점오염원자동분리기
▶ 초기강우의 비점오염물질 제어효과 탁월
▶ 무인, 무동력으로 유지관리 용이
▶ 추가 교체비용이 필요 없고, 무동력 설비로 수명이 반 구적
▶ COMPACT한 구조, 설치면적이 작고 설치비 저렴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및 설치용이
▶ 불규칙한 강우로 다량의 우수 유입 시에도 정상적인 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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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홍 상 헌

본사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5블럭 3롯트
TEL.(031) 501-5522
FAX.(031) 501-8558

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282-18
TEL.(031) 354-0955
FAX.(031) 354-0956

http://www.ar-korea.com  
e-mail : sludge21@korea.com

BOOTH No. D2-8
회사소개

지구환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의 오늘을 생각하는 기업 (주)에이알케이
당사는 2000년 설립 이래 맑은 물 환경을 위해 슬러지 처리시설 개발에 전념해 온

하수 및 폐수 등을 처리하는 수처리 전문업체입니다.

자체 기업부설 기술연구소에서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로 디스크타입 농축기 및 스크류타입 탈수기를 개발하는 등 슬러지 처리의 혁신

적인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소화조 분야로의

업 진출로 추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를 향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맑은 물 환경을 위한, 지구 환경

을 생각하는 로벌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2000년 (주)에이알케이 설립
▶ 2001년 탈수기 기계양산 및 판매
▶ 2003년 ISO 9001 획득
▶ 2004년 이동식 슬러지 처리장치 개발완료 / 2004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슬러지 분리응집특성을 이용한 디스크타입 농축기 개발’
▶ 2005년 액상 약품 자동용해장치 개발

본사 사옥 서울시 구로에서 군포시 대야미로 확장 이전
▶ 2006년 기업부설 연구소 (sludge R&D센터) 설립 / 슬러지 소화조 교반기 개발

슬러지 가용화장치 개발 / 탈수 CAKE 이송펌프 개발
▶ 2007년 2007 차세대 연구사업

-‘하수 슬러지 감량과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소화조 개선기술 연구개발’
화성시 공장 CLEAN 사업장 인정

▶ 2008년 2008 차세대 연구사업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적용 가능한 슬러지 감량화 장치 개발’

▶ 2009년 중국 內 북경사무실 개설 / 수질방지시설업 면허 등록
▶ 2010년 화성시 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로 확장 이전

취급제품소개

▶ 코어 소화조 시스템 ▶ 기계식 교반기(트러스교반기)
▶ 다중원판 슬러지 농축 탈수장치(KS-ST TYPE)
▶ 다중원판 슬러지 탈수장치 (KS-RT TYPE)
▶ CMT 공정을 이용한 슬러지 농축장치(농프리)
▶ 이동식 농축&탈수 장치(라퓨타) ▶ 액상 약품 자동용해장치(프리타)
▶ 탈수케이크 이송펌프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 슬러지 탈수장치 / 이동식 슬러지 처리장치 등 특허등록 8건
▶ 실용신안: 응집제 투여량과 슬러지 농도의 자동조절이 가능한 슬러지 농축장치
▶ INNO-BIZ기업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제20062842호)
▶ CLEAN 사업장 인정(제42167호) ▶ ISO9001(NO.TUV100011546)

(주)에이알케이
ARK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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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코어소화조시스템(CO3A Digester System)
- 가스 발생량 최대 2배이상 증대,  케이크 발생량 최대 2배이상 감소 -

▶ ARK CO3A (코아)소화조 시스템은 기계식 농축장치, 소화조 교반기, 오존을 이용한 가용화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Two blade hydrofoil impeller 방식의 ARK 소화조 교반기는 교반기의 구조적형태로 인하여 소화조 내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교반이 이루어지며, 고농도 슬러지의 교반이 가능하여 소화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역교반이 가능하여 협잡물이나 슬러
지가 임펠러 및 샤프트에 엉기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 된 외부 트러스구조는 소화조의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기계식 교반기를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기계식 교반기 설
치 시, 교반시 발생되는 힘으로 인한 노후 된 기존 소화조의 상부균열을 방지코자 설치되었습니다. 트러스 구조는 교반기 자체
하중을 비롯한 교반에 따른 부력 및 진동을 구조물로 전달시키는 최적의 설계구조입니다. 기존소화조의 손상 없이 설치 가능한
트러스구조는 콤팩트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존설비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2. 다중원판슬러지농축탈수장치 (KS-ST TYPE)
- 새로운 개념의 슬러지 처리장치
농축기와 탈수기가 일체 된 Compact형으로 고성능, 고효율 실현-

▶ 농축설비 에서는 특별히 고안된 교반장치에 의해, 농축기 하부로 유입된 잉여슬러지가
단단한 플럭으로 형성되어 상부로 이동되어지며 형성된 플럭은 농축기 중앙에 위치한
여액배출장치를 통해 슬러지와 분리된 여액이 배출되어 농축이 이루어집니다.

▶ 농축된 슬러지는 탈수설비에서, 일정속도로 회전하는 스크류와 회전에 따라 미소하게
좌우 운동하는 여과부로 인해 탈수되어집니다.

3. CMT 공정을이용한슬러지농축장치 (농프리)
- 중력식 농축조의 문제점을 완전 해결한 신개념 기계식 농축기 -

▶ 농프리(Disk Type 농축기)는 농축기 하부로 유입 된 잉여슬러지를 특별히 고안된 장치
를 이용하여 교반 시킵니다. 이에 의해, 농축조의 하부에는 유입된 슬러지를 단단한 플
럭으로 형성시켜 상부로 이동하며 상부에서의 작용으로 더 큰 플럭으로 성장되어집니
다. 성장된 플럭은 중앙 상부에 위치한 여액배출장치를 통해 슬러지와 분리된 여액이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슬러지의 농축이 이우어지며, 여액은 여액 유출부를 통해 처리
장으로 유입되고, 농축된 슬러지는 각종 탈수기에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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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명 하

본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신촌길 70
(독정리 518-8)
TEL.(031) 351-9935
FAX.(031) 351-9938

공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신촌길 70
(독정리 518-8)
TEL.(031) 351-9937
FAX.(031) 351-9938

http://www.ecocotech.com  
e-mail : msan9232@hanmail.net

BOOTH No. D2-13
회사소개

창조력으로 개척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자하는 (주)에코코 대표이사 박명하입니다

당사는 창업이래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상징수 배출장치(디켄터)를 개발하여 KT, NEP,특허 등을 받고

국내 폐수 및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녹조방지장치(에코코)를 개발하여 호수 및 저수지 등의

녹조, 악취등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우리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虎視牛궋하는 자세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해 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치를 드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번 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제품소개

▶ 다이아프램 디켄터
▶ 캔 디켄터
▶ 태양광을 이용한 녹조방지용 물 순환장치
▶ 태양광을 이용한 수처리용 교반장치
▶ 공원 및 호수에 설치되는 물 순환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KT마크 인증
▶ NET 인증
▶ NEP 인증
▶ 녹색기술 인증
▶ ISO 9001 인증
▶ ISO 14001 인증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벤처기업 인증
▶ 우수환경설비 품질인증(EEC)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주)에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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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에코코
▶ 태양광을 이용한 수질개선 및 녹조방지용 물 순환장치이다. 
▶ 호소수를 저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미세기포 장치로 심층수에 공기(산소)를 혼합(Mixing)한다. 
▶ 부 양화가 되었거나, 진행되는 호소의 수질을 자연친화적으로 정화 개선한다.
▶ 임펠러를 통해 상층부의 물을 수평 이동시킴으로 부력에 의해 심층수가 신축 주름관을 통해 표면으로. 수직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물 순환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순환운동에 의해 온도차에 의한 성층화 현상이 없어지며 심층수의 물이 산소를
공급받음으로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 이 순환장치는 저동력의 모터와 태양광발전을 이용하여 동력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2. 다이아프램디켄터
▶ 본 제품은 하,폐수처리시 반응조(SBR) 에 혼합된 고형물질을 침전시킨 후 상징수를 배출하는 장치로서 침전된 부유성 고형물이

다시 부상하여 상징수와 함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 시 발생되는 Scum이 상징수와 함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Diaphragm 방식의 Decanter로서 상징수를 모두 자연압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이다. 

▶ 특히, 정 성과 신속성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Diaphragm을 사용 응답속도를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우수하게 처리된
상징수만 배출하여 반응조의 효율을 극대화 한 기술이다.

3. 캔디켄터
▶ 다이아프램 디켄터와 동작원리는 비슷하나 특히, 고농도 폐수처리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축산폐수등

고농도의 폐수에도 막힘현상 등이 적고 고농도 폐수에서도 고장의 원인을 최소화 하고 유지보수 요소 또한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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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코 (원주시흥업저수지) 에코코 (화성시송산저수지) 에코코 (천안시환경사업소)

에코코 (천안시환경사업소) 다이아프램디켄터 (한국과학기술원내)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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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 원 석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37-27 성한빌딩 3층
TEL.(031) 423-2973
FAX.(031) 423-2974

http://www.ntds.co.kr   
e-mail : likepoet@naver.com

BOOTH No. D8-1
회사소개

차세대 상하수도기술의 미래 - 인간과 환경중심기업 NTDS
(주)엔포텍디에스는 젊은마인드와열정을지닌사람들이함께뜻을모아창업한회

사로서엔지니어링실무를통하여축적된기술력과경험을토대로독창적이고실용

적인 기술개발을 실현함으로써 국내 수환경(상하수도 및 수자원환경)분야의 기술

력향상은물론국가경쟁력강화에미력이나마일조하고자설립된회사입니다.

(주)엔포텍디에스는 국내 여건에 맞는 수환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그동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개발)’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하수관거 및 우수토실 현대

화 기술, 환경신기술 제225호인 비점오염원저감기술(EcoTank)을 개발하여 실용

화 하 습니다. 또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분야로 일본 도쿄도하수도국

과 우수토실 수면 협잡물제어시스템(WSC) 협약을 체결하 으며, 국내여건에 맞

는 CSOs 고속여과시스템과 차집유량제어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려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엔포텍디에스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정진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환경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

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도로노면 초기 빗물 처리장치(EcoTank) ▶ CSOs 고속여과장치
▶ 우수토실 월류수 협잡물제어 시스템(WSC) ▶ 다기능우수받이
▶ 우수토실 차집유량제어장치(NPDR) ▶ 이종관 접합장치(Muti-Socket)
▶ 하수맨홀 프리케스트인버트(KN-Vert)
▶ 하이록조인트(High-Lock joint,맨홀본관연결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신기술인증서(환경부) : 소수성 발포여재(EPP)를 이용한 포장도로면의 초기
우수 처리장치(제225호)

▶ 특 허 : 맨홀의 인버트 / 우수토실 유량제어장치 / 우수받이 / 다기능 우수받
이 / 초기우수 처리설비 / 초기우수 처리장치 / 초기우수처리기능을
가진 도로노면 배수처리장치 / 건축물 우수배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
법 / 하수관로의 물받이 배수트랩 / 간헐방류에 의한 하수관거내 고
형물의 플러싱 및 침전방지를 위한 장치 / 

▶ 실용신안 : 접속각도 및 길이의 조절이 가능한 하수맨홀 프리캐스트 인버트 /
하수관 연결장치 / 우수받이용 필터링 바스켓 / 맨홀의 관로접속
구 및 관로접속구 형성용 거푸집 / 맨홀의 조립형 인버트 / 맨홀의
인버트 형성용 거푸집 / 하수관로의 물받이 배수트랩 / 자유곡관
외 10건

▶ 디 자 인 : 인버트 / 오수받이
▶ 프로그램 : 하수관거 부식예측 프로그램(CEN4)

(주)엔포텍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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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에코탱크 (EcoTank) (환경신기술제225 호)
▶ 무동력으로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수성 여재 (EPP)의 사용으로 비점오염원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까지 무동력처리
▶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
▶ 우수받이 역할과 빗물처리기능 병용
▶ 장치의 기성품화로 시공 및 관리용이
▶ 고유량시 bypass 기능

2. 우수토실월류수협잡물제어시스템(WSC)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발생하는 CSOs내 협잡물을 차집관거로

이송·처리하는 무동력시스템
▶ 간단한 구성으로 탁월한 협잡물제어 발휘
▶ 유리관리가 편리하며 경제적임.
▶ 기존우수토실에 시공이 가능함.

3. CSOs 고속여과시스템
▶ 하천변에 노출된 우수토실 월류사고 및 우천시 과다차집문제 해결
▶ 하천으로 월류되는 오염부하량 최소화 및 우수토실의 현대화
▶ 강우종료시 유입부와 여재부의 시간차 배수에 의한 무동력 상시역세 시스템 작동
▶ 이동식 장비에 의한 정기 역세시스템으로 유지관리비 감소
▶ 초기우수의 선택적 차집이 가능한 무동력 차집유량제어장치 구성

4. 차집유량제어장치 (NPDR)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하수량을 설계유량만큼

차집시키는 무동력 제어장치
▶ 수위상승에 따라 수문이 수위를 감지해 수류에 의해 수문이 차단되는 방식
▶ 연결관에 삽입하고 앵커볼트로 고정함으로써 간편하게 시공 가능
▶ 기존방식처럼 별도의 토목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존방식에 비해 50%~95%가량 경제적

5. 하수맨홀프리케스트인버트(K/N-Vert)
▶ 기존 현장타설 인버트 축조방법 대신 프리케스트 제품 적용
▶ 공기단축으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절감
▶ 기존맨홀에 적용시 물돌리기 없이 시공이 간단
▶ PE재질로 조도계수가 양호하여 고형물 침전방지 및 수두손실 저감
▶ 박리현상 등에 의한 조도계수 상승방지하고 반 구적 사용 가능
▶ 수리적 안정성 도모로 도시형 침수사고 방지에 기여

6. 다기능우수받이
▶ HDPE재질 채택으로 내구성 및 내한성이 우수하여 횡토압 및

온도에 대한 대응력 우수
▶ 정 한 규격의 제품으로 부속품설치 및 다양한 용도로의 적용가능
▶ 간이 우수처리 및 우수침투받이 등의 다양한 기능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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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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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남 양 원

본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천안제4지방산업단지 17블럭 4롯트
TEL.(041) 587-0111  
FAX.(041) 587-0555

BOOTH No. D2-5
회사소개

저희 (주)O.H.K.는 1999년에 설립된 환경설비전문 벤처기업으로서 수처리 및 슬

러지처리에 관련된 신개념의 기술개발과 고객이 바라는 고품질의 제품개발에 부

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ACS(ASRT Control System) 하수 고도처리 공법은 환경부 신기술

(NET) 인정 제11호, 검증 제 14호로서 특허 등록을 하 습니다. 또한 유동판 농축

탈수장치는 현재 산업자원부 EM 및 EEC마크, 과기부 KT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 우수제품, 환경부 신기술(NET) 인정 제42호

및 특허청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전문벤처기업으로서 그동안 쌓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은 물론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산업을 이끌러

가는 종합환경회사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언제나 믿고 찾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ACS(ASRT Control System) 하·폐수고도처리공법
▶ 유동판식 슬러지 농축장치(U-Trench형/Disk형)
▶ 유동판식 슬러지 농축·탈수장치(SQUEEZALL)
▶ 고효율 응집 농축 일체형 탈수장치
▶ 전동가압소포식 초음파 슬러지 농도계(PU-5)
▶ 초음파 슬러지 계면계(SUM-2000)
▶ 친환경 고화재(Techno Soil/Eco Soil)
▶ 준설시 발생하는 오탁수 및 준설토 처리시스템
▶ 준설토 응집 침전물 고액분리를 위한 유동판식 농축기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인증 획득
▶ 중소기업청‘벤처기업’선정
▶ 전문건설업면허(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
▶ KT, EM, EEC, 신기술(NET) 인증 획득 (유동판식 농축·탈수장치)
▶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획득(유동판식 농축장치)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유동판식 농축장치/농축·탈수장치)
▶ 신기술(NET) 인정 제11호, 검증 제14호(ACS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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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5. 유동판농축·탈수장치 (SQUEEZALL)
▶ KT, EM, EEC, 조달청 우수제품, 에너지 절약 우수제품, 환경부 국산 신기술

인정을 받은 고효율 탈수기입니다. (상표등록 : SQUEEZALL)
▶ 농축과 탈수가 일체화(Package화)된 장치로서 별도의 농축 Process가

필요 없으며 건설·유지관리비 절감과 24시간 무인운전이 가능한 탈수기입니다.
▶ 적용시 장점
- 농축조, 저류조가 불필요 - 저농도 슬러지 탈수 가능 - 악취발생 억제
- 고성능, 고효율 탈수 - Running Cost저감 - 마모가 없는 구조
- 24시간 전자동 무인운전

6. 유동판식농축장치
▶ 유동판식 농축기는 유입된 슬러지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는

스크류와 유동판식 스크린에 의해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농축시킵니다.
▶ 설치면적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며 무인 연속운전으로

인건비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 적용시 장점
- 농축조, 저류조가 불필요 - 고성능/고효율 농축 - Running Cost저감
- 마모가 없는 구조 - 악취발생 억제 - 24시간 전자동 무인운전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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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설시발생하는오탁수및준설토처리시스템 (특허제10-1048641호)
▶ 이동식 응집 침전 시스템을 통한 준설토 응집침전시스템
▶ 준설토 응집 침전물 고액분리를 위한 유동판식 농축기 적용
▶ 분리된 응집 침전물을 토양개량기를 통해 고화
▶ 성토재, 복토재, 토양개량재 활용
▶ 고화후 토양오염 기준치 미만으로 안전
▶ 연약지반 개량가능 (성토재 규격 적합)

2. Eco Soil - 시멘트계고화재
▶ 리사이클자재(PS회)의 활용을 실현하여 순환형 사회에 공헌
▶ 유해 물질인 6가 크롬 용출량이 적다(6가 크롬 대응형과 같은 정도)
▶ 일반 연약토용 시멘트계 고화재와 같은 정도 발현

3. Techno Soil - 석회계고화재
▶ 리사이클자재(ps회)의 활용을 실현하여 순환형 사회에 공헌.
▶ 고화재의 입도가 작으며 교반효율이 좋기 때문에, 2차 혼합 불필요
▶ 미세 다공질 구조에 의해 높은 흡수효과가 있으며, 빠른 강도 발현(물리적 개량 효과)
▶ 재굴삭, 재이용이 가능
▶ 종래의 탄화계와 비교하여 고화열이 적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

4. ACS(ASRT Control System) 하폐수고도처리공법
▶ ACS공법은 미생물체류시간 유지와 혐기·호기를 교대 반복시켜

탈질과 탈인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하수 고도처리공법입니다.
▶ 높은 처리효율 및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용시 장점
- 건설비 저렴 - 유지관리비 저렴 - 운전과 유지관리가 용이
- 고효율의 질소처리 보장 - 부하변동에 안정적 대응

유동판식농축장치(U-Trench형) 유동판식농축장치(Disk형)

유동판식농축·탈수장치(Standard형)

유동판식농축·탈수장치(Disk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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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4-2

대표 박 찬 구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23층
TEL.(02) 3279-7000
FAX.(02) 3279-7088

http://www.csmfilter.co.kr 
http://www.csmfilter.com  
e-mail : csm@wjchemical.co.kr

회사소개

웅진케미칼(브랜드명:CSM)은 해수담수, 폐수 재활용, 초순수 제조 등에 주로 사

용되는 RO, UF, NF와 수처리 공정 프로세스용으로 사용되는 MF 등 다양한 종류

의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은 1994년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

서 3번째 국가로 역삼투(RO)필터 기술을 개발하 고 세계 최초로 내염소성

(CRM)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 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역삼투

(RO)필터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내오염성(FRM) 제품과 염수용(BW) 제품을 비롯하여 초순수용(UPW) 제품, 해수

담수화용(SW)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FRM(내오염성) 제품은 유기물에 의한 멤브레인 오염을 크게 개선한 제품으로 소

수성인 물질(기름, 유기물 등)이 적게 침적되며 입자의 퇴적이 적어 유기물 함량

이 높은 폐수 등에서 기존의 제품보다 월등한 내오염성을 발휘하여 세정(CIP) 주

기를 줄여 고객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오염성 제품은

99.7%의 염 제거율을 자랑하며 생산수량에 따라 직경 4, 8, 16 inch 모델을 적용

가능하며 8 inch RE8040-FEn이 대표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

케미칼은 미국사무소를 비롯하여 인도, 일본, 중국에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 호주, 싱가프로 등 세계 시장에서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

습니다.

취급제품소개

▶역삼투 멤브레인 (Reverse Osmosis Membrane)
- 내오염성 멤브레인 (Fouling Resistant Membrane)
- 해수담수화 멤브레인 (Seawater Desalination Membrane)
- 염수용 멤브레인 (Brackish Water Membrane)
- 저압용 멤브레인 (Low Pressure Membrane)
- 내염소성 멤브레인 (Chlorine Resistant Membrane)
- 초순수용 멤브레인 (Ultra Pure Water Membrane)
- 상수용 멤브레인 (Tap Water Membrane)
- 가정용 멤브레인 (Residential Membrane)

▶나노 멤브레인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 멤브레인 (Ultrafiltration Membrane)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s)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2000 ▶ ISO 14001:2004
▶ NSF 61 ▶ NSF 58
▶ 세계일류상품 ▶ FDA 인증 획득
▶ Certificate of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Korea Sector Leader 
▶ KWWA 인증 획득 (표준번호: KWWA F 107, KWWA F 108)

웅진케미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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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내오염성멤브레인
▶ 역삼투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멤브레인의 오염입니다. 특히 지표수나 폐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고농도의 유기물에 의해 회복하기 어려운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웅진케미칼의 최신기술로 개발된 내오염성
역삼투 멤브레인은 이런 문제를 크게 줄 습니다. 

▶ 친수성이 개선되어 소수성인 물질(기름, 유기물 등)이 적게 침적되며, 멤브레인 표면이 매끈하여 입자들의 퇴적도 적습니다. 따
라서, 유기물 함량이 높은 폐수 등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내오염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해수담수화멤브레인
▶ 바닷물은 지역에 따라 3 - 5% 정도로 아주 높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부한 바닷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바

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CSM이 지닌 뛰어난 성능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고성능 해수담수화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바닷
물을 한번에 먹기에 적합한 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염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포함되어 있을 지 모르는 유해물질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도 다른 어
떤 방식보다 적게 듭니다.

3. 나노멤브레인
▶ 나노 멤브레인은 물속에 존재하는 1가 이온과 2가 이온의 제거율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선택적 제거

가 가능합니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현상액, 염료 등 특수 약품 또는 고가의 원료 회수, 해수담수화 설비에서 2가 이온의 농도를
많이 낮춰주고 1가 이온의 일부를 제거하는 전처리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4. 한외여과멤브레인
▶ 한외여과 멤브레인은 물속의 이온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미세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통 0.01 μm (머리카락 굵기의 1

만분의 1)이하 크기의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는 제조된 초순수의 폴리싱(Polishing) 목적으로 사용하며, 가정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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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문 찬 용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1번지
에이스트윈타워 1차 701호
TEL.(02) 2688-8826
FAX.(02) 2614-8553

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3 
(남동공단 123B - 1L)
TEL.(032) 812-4045
FAX.(032) 813-1203

http://www.yucheon.co.kr   
e-mail : master@yucheon.co.kr

BOOTH No. D10-1
회사소개

기술과 신뢰로 걸어온 맑은 물 만들기 30년
㈜유천엔바이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섬유 디스크필터, 드

럼필터, 세라믹 멤브레인필터, 자동필터 시리즈, 이동상 상향류식 사여과기, 수중

포기기 & 믹서, 수중에어레이터용 호이케리어, 사이폰식 여과농축장치, 부상분리

농축기, 스크류 프레스, 고분자자동용해장치 등을 연구, 개발, 생산하여 온 수처리

전문업체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수처리장비를 생산하는 벤처 및 INNO-BIZ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 다

수의 산업재산권과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천엔바이로는 솔직하고 창의적인 전략으로 회사의 성장을 지속 발전해 나가

며, 적극적인 제품개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 섬유 디스크필터
▶ 마이크로 드럼필터
▶ 세라믹 멤브레인필터
▶ 이동상 상향류 사여과기
▶ 자동필터 시리즈
▶ 수중에어레이터 & 믹서
▶ 부상분리 농축기 (C.A.F)
▶ 사이폰식 여과농축장치
▶ 스크류 프레스
▶ 고분자 자동용해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품질시스템인증 획득 (ISO 9001)
▶ 벤처기업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산기판 부착형 고효율 수중포기기)
▶ 특허등록 27종
▶ 실용신안등록 3종

(주)유천엔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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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마이크로디스크필터, 섬유디스크필터
▶ 하·폐수 방류수 총인처리시설에 최적인 여과시설
▶ 약품주입여과시 SS, COD, BOD등에 대한 처리효율이 매우 높고

안정적이며 90% 이상의 인(T-P) 제거효율 가짐

▶ 타사와 비교시 장점
① 운전 및 유지관리 용이 ⑥ 안정적인 처리효율
② 매우 적은 세척수량 ⑦ 유지관리비 저렴
③ 컴팩트한 구조 ⑧ 철저한 사후관리
④ 자연유하 ⑨ 국내 최대 실적보유
⑤ 30년 전통의 검증된 기술과 품질

▶ 제품의 특징
① 오염총량제 및 TMS에 대비한 하수 방류수 BOD, COD, SS 및 T-P의 3차처리
② 생물반응조 후단의 약품투입설비와 복합공정 구성으로 총인(T-P)처리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③ 최종침전지 후단의 약품투입설비 및 혼화설비 복합공정 구성으로 총인(T-P)처리 (섬유 디스크필터)

▶ 제품의 적용실적
①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 대전시 대전하수(900,000㎥/일), 대구시 신천하수(563,000㎥/일),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410,000㎥/일)외 다수
② 섬유 디스크필터
- 대구시 서부하수(455,000㎥/일), 의정부시 의정부하수(200,000㎥/일), 원주시 원주하수(156,000㎥/일)외 다수

2. 산기판부착형고효율수중포기기
▶ 기존 제품의 수류를 개선하고 산기판을 부착하여 효율을 30% 이상 증가시킨 고효율 제품으로서

기존 제품에도 호환이 가능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형 신제품

▶ 제품의 특징
① 산소이동효율이 30% 이상 향상 ② 동력비를 30% 이상 절감
③ 유지관리 용이성이 대폭 향상된 친환경제품

▶ 제품의 적용실적
- 동군 동하수, 포천시 포천하수, 포천시 소흘하수, 김포시 김포하수외 다수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3. 스크류프레스
▶ 세계 최대 납품실적 및 50년 경험의 노하우, 기존의 스크류를 보완한 획기적인 신제품

▶ 제품의 특징
① 저동력 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실현
② 낮은 함수율로 탈수 케이크 감량화
③ 저소음 운전으로 작업환경 개선
④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⑤ 유입농도변화(0.8~6%)에도 안정적인 탈수 실현
⑥ 두꺼운 스크류 날개와 견고한 구조로 메인터넌스 불필요
⑦ 자동화운전 가능

섬유 디스크필터마이크로 디스크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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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2142
TEL.(061) 762-2193
FAX.(061) 762-2194

연구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 제1지방산단 6블럭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02호

http://www.eunwoo.co.kr 
e-mail : nofailed@korea.com

BOOTH No. D2-16
회사소개

미래를 만드는 친환경기업 은우산업!
은우산업은 친환경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현재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은우산업은 성장하 습니다.

관련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한 목적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을 통해 시제품상용화와 제품에대한 특허등록,성능인증등을 취득하여 수처리업

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은우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된 기술력을 앞세워 친환경 제품개발을 통해 수

처리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콘크리트일체형 STS원통형물탱크
▶ 무용접 STS패널 도류벽
▶ PP시트 방수라이닝
▶ 자동염소투입기
▶ 배수지용 재염소투입기
▶ 정수처리시스템
▶ 합성목재 (데크)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 2008 ,ISO14001 : 2008
▶ 벤처기업확인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2건
▶ 환경표지인증
▶ 특허등록 6건
▶ 실용신안등록 1건

은우산업



299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제품및공법소개

1. 콘크리트일체형STS원통형물탱크
▶ STS판넬을 공장에서 현장상황에 맞춰 성형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공법원통형이

사각형보다 발생최대 인장력이 437~463배 안정하며, 최대전단력도 9~13배로 안정적
▶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스테인리스 사용으로 완전한 수 성 유지 내식성이

우수한 자재로서 유지보수비가 적게들며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어경제적으로서도 우수함. 
▶ 표면이 매끄러워 오염물의 부착이 어렵고, 빛투과를 차단해 물이끼, 박테리아등미생물

번식을 방지함.

2. 무용접STS패널도류벽
▶ STS판넬을 특허공법에 따라 가공하여 현장조립하는 공법 최적의 CT값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설계가 가능
▶ 완제품의 현장조립품으로서 작업공기가 짧음
▶ Ni, Cr 등 다양한 원소를 첨가한 철제 합금강으로 일반강에 비해 내식성이 뛰어나

STS444 판재를 사용
▶ 표면이 매끄러워 오염물 부착이 어려워 물이끼, 박테리아등의 미생물 번식을 방지함

3. PP시트방수라이닝
▶ 식음용기를 만드는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수지를 활용
▶ 오존가스, 염소가스 등에 반응 또는 용출이 없어 안전성 우수
▶ 내수성이 뛰어나 물에 장시간침적후에도 물성변화 없음
▶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용제나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아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
▶ 성능, 기능, 시공성이 뛰어나 물때방지와 수 한 접착 성능
▶ 향상과 PP소재를 이용하여 내마모성이 우수함
▶ 평활도 고광택 유연성등 효용,편리성을 개선하여 현장 작업자의 능률 개선

4. 자동염소투입기
▶ 유량대비 정확한 약품 투입가능
▶ 관리가 편하고, 안정적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바이패스관
▶ 약품공급통의 저항감지식 레벨센서에서 받은 신호로 경광등, 부저 및 상기 정량펌프의 구동을 제어함.
▶ 값 비싼 펄스 디지털유량계를 대체한 유량센서 개발로 정확한 유량센서 개발로 정확한

유량변화 감지가 가능
▶ 관리자 위주의 관리간편화를 실현한 시스템 구성

5. 배수지용재염소투입기
▶ 관리가 쉽고 사용인 편리한 약품자동주입 시스템구성
▶ 스테인리스 재질로 외장함을 제작하여 반 구적인 수명
▶ 약품성상별 내산성 재질의 부품 사용으로 안정적인 약품 투입이 가능
▶ 관리자 위주의 관리간편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
▶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 원격제어 전용통신망
▶ 프로그램에 의한 별도 제어가능
▶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표시

수
처
리
기
기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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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수처리시스템
▶ 물리, 화학적 정수처리시스템으로 무기성흡착제를 이용하여 탁도, 불소등을 선택적으로 제거
▶ 고분자 화합물을 활용하여 질소,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흡착
▶ 수원의 변화에 쉽게 대처할수 있으며 반 구적인 재생으로 운 비의 소모가 적음
▶ 부직포자체의 특성에 비해 비중이 물보다 낮아 실제플랜트설계시 유로의 생성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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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명 철

본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0-10 
남동공단 106-11
TEL.(032) 819-0600
FAX.(032) 819-0540

http://www.emth.net   
e-mail : master@emth..net

BOOTH No. D10-1
회사소개

(주)이엠테크는 환경사업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水)처리 분야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환경시설 효율성제고사업, 슬러지

탈수설비, 에어레이션설비, 처리수 재이용 분야 등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

제적이며 사용이 편리한 설비를 개발, 설계하여 제작·설치 하고 있습니다.
▶ 설립년도 : 2001.8.21 
▶ 자본금 : 4억
▶ 종업원수 : 32명
▶ 년간매출액 :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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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상상향류연속여과장치 (SANDFLO FULTER)
▶ SS,BOD,COD 제거의 신형 이동상 상향류 연속 여과장치

는 세계특허로 지난 1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여과기로써 용수 재이용, 오·폐수의 3차 처리, 
기타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SANDFLO FILTER는 기존 세계특허의 단점을 보완한
신형 세계 특허입니다.

3. 3단일체형자동용해장치 (3 STAGE POLYMER DISSOLVING AUTO JETWET)
▶ 용해장치가 3단 일체형으로 설치 시 적은 면적 소요
▶ 급속혼화조를 이용한 순간 완전 용해로 약품비 대폭 절감
▶ 용해조 및 저장조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운전관리가 매우 용이
▶ 이중구조 히팅 시스템 적용으로 수분에 의한 응결 방지.

4. 여과포 (FILTER CLOTHS)
▶ 기술제휴 : 스웨덴 SCANDIAFELT
▶ 각종 슬럿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 공급가능
▶ 다양한 여과포 보유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 내구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가능
▶ 탁월한 탈수효과 및 CAKE 박리성이 우수함

2. 고분자자동용해장치
(POLYMER DISSOLVING  AUTO JETWET)

▶ 고분자 자동용해장치는 파우더를 호퍼에 저장하여 스크류
피더를 통해 블로워의 고속기류에 의해 벤츄리 파우더
인젝터 (VENTURI POWDER INJECTOR)의 분사식 이송
방법에 의해 JETWET DISPERSER에 도달한 폴리머
(POLYMER) 미립자는 STS HEAD에 장착된 노즐에서
스프레이식으로 강하게 뿌려대는 물로 축축한 상태에서
MAKE-UP TANK 교반기에 의해 완전용해됩니다.

▶ 종래의 고분자 용해장치는 수동으로 투입용해하는 방식인
방면, AUTO JETWET는 완전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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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38-2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벤처1동 2층
TEL.(063) 214-6977
FAX.(063) 214-6976

http://www.iorex.co.kr
e-mail : iorex@iorex.co.kr

BOOTH No. D2-1
회사소개

(주)이오렉스는 이온화식 수처리기 이오렉스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오렉스는 물이 통과하는 배관에 연결, 설치하면 녹·스케일·슬라임의 형성을

억제·제거하여 배관을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환경에 유해하고 처리방법이 복잡한 기존 화학처리 방식과 달리 이오렉스는 물의

유체흐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물리적이고 적극적인 갱생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수처리기입니다. 

이오렉스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물론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아 각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소는 물론, POSCO, 현대중공업, 한국철도공사, GS

칼텍스, 가정, 아파트, 동·식물농장 등에 설치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이오렉스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

하는 미래 환경에 걸맞는 수처리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이온화식 수처리기 이오렉스 (IOREX)

인증및획득마크

▶ 조달우수제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확인서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 국내특허
▶ 미국특허
▶ 중국특허
▶ 러시아 GOST-R 
▶ 미국 FDA 
▶ ISO9001
▶ ISO14001 
▶ 수도용자재안전성 TEST 
▶ LH공사 신기술인증
▶ KOTRA 보증브랜드
▶ BUY전주 우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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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원리
▶ 물이 이오렉스를 통과할 때 접촉면과의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 발생되는 정전기를 흡수하여 전하가 높아지면 바깥쪽의 핵 전자를 방출하면서 하전을 띠게 됩니다. 
▶ 따라서 전하의 이동에 의한 강한 정전기장이 형성되어 물이 정전기장을 통과하는 순간 이온 활성화 됩니다. 

2. 제품특징
▶ CONVENIENT : 설치가 간편, 단시간 단수 및 교통통제
▶ SAFETY : 생체 친화성이 높은 소재(카본)사용 - 안전성 극대화
▶ ECO-FRIENDLY : 무동력, 무화학약품, 무A/S
▶ ECONOMICAL : 한 번의 설치로 반 구적 사용
▶ PRACTICAL : 수압의 감소가 없고, 국내·외 수질에 적합

3.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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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 동 원

서울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테크노파크 비동 1310호
TEL.(02) 2618-0433
FAX.(02) 2618-7459

본사 / 연구소 / 공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350-6
TEL.(031) 222-7453
FAX.(031) 222-7452

http://www.ewhaeco.com  
e-mail : ewhaeco@hanmail.net

BOOTH No. D6-2
회사소개

원심탈수기 분야의 최고를 지향한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탈수기 전문업체로서 오직 원심탈수기 개발에만 역주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세계 최첨단 기술인 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 개발을 완료하

여 탈수기 분야 선진국인 유럽과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다량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로 전세계 어느기업보다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원심탈수기, 원심분리기, 원심농축기
▶ 논스톱 농축 원심탈수기
▶ 공기압콘베이어
▶ 다단복합탈취기

인증및획득마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ISO9001 / ISO14001 인증
▶ 지식경제부 신제품(NEP) 인증 (원심탈수기, 공기압콘베이어)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원심탈수기, 공기압콘베이어, 슬러지수집기)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 공기압콘베이어)
▶ 특허

- 원심탈수기의 외부교환형 이중부쉬
- 논스톱 농축 원심탈수기
- 논스톱 농축기
- 다단복합탈취기 외 다수

(주)이화에코시스템



305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제품및공법소개

1. 원심탈수기, 원심분리기, 원심농축기
▶ 각종 하,폐수 중에 함유된 협잡물 등 고형물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리, 농축, 탈수하는 장치
▶ 기존 원심탈수기의 진동원인 외장형감속기를 보울에 내장함으로써 탈수기의 진동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 고속운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탈수기 성능향상
▶ 주 마모부인 케익배출구에 외부교환형 초경합금 이중부쉬 구조 적용 탈수기

분해없이 부쉬를 교환 (특허)
▶ 외부교환 이중부쉬 적용으로 마모로 인한 이상진동 사전 방지 장치 수명 대폭 연장
▶ 케익 토출부 및 여액 배출부 이중카바 적용으로 소음 대폭 감소
▶ 대용량 고성능 탈수 및 높은 고형물 회수율 달성
▶ 공종에 적합한 내 마모, 내 부식성 특수재질 사용
▶ 고온과 저온에서 내성을 갖는 베어링 설계 및 중앙집중식 윤활장치 적용

2. 논스톱농축원심탈수기
▶ 각종 하,폐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논스톱 농축기에서 응집 농축시킨 후

단단한 응집 플럭 상태로 탈수기로 유입시켜 탈수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첨단 탈수장치

▶ 본 탈수장치는 논스톱농축기와 원심탈수기를 일체화 시킨 기술
▶ 저농도 슬러지도 직접 단일공정으로 농축, 탈수하는 획기적인 공정개선
▶ 저농도 슬러지 적용 원심탈수기의 처리용량 증가 (DS기준 200~300%)
▶ 최적농도의 슬러지 공급으로 원심탈수기의 탈수효율 개선 (10~20%)
▶ 최적 응집으로 폴리머 사용량 20~30% 절감
▶ 공정의 단일화로 설치공간 및 에너지 소모량 대폭 절감
▶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첨단의 특허기술제품

3. 공기압콘베이어
▶ 이송설비 중 가장 획기적인 기종으로 공기압(5~8Kg/㎠)을 이용하여

어떠한 협잡물이나 케익도 수직,수평으로 자유로이 배관을 통해 이송하므로
다른 이송설비보다 협소한 공간과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

▶ 배관을 이용한 복잡한 경로도 이송이 가능
▶ 설치가 간단하고 설치면적도 적음
▶ 장비의 수명이 타 기종에 비해 길음
▶ 환경오염이 없어 주위환경이 청결
▶ 자동운전 방식으로 무인운전이 가능
▶ 수송능력이 뛰어남 (수평 최대 100m / 수직 최대 25m)
▶ 대용량 이송이 가능한 대용량 슈퍼 콘베이어 개발 완료

4. 복합다단탈취기
▶ 단일탑 다단 정화로 악취가스 정화 효율이 높음
▶ 악취가스에 포함된 이물질 처리가 용이하여 청소주기 연장 및 성능 향상
▶ 세정 약품으로 알카리 중화제, 산 중화제 및 산화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복합 악취 정화에 매우 효과적임
▶ 설치면적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경제적임
▶ 성상분석이 어려운 복합가스에 효과적으로 적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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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
기
·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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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79-4
갈말농공단지내

업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98-6
TEL.(031) 529-0518(대표)
FAX.(031) 529-0673

http://www.jacarbon.com        
e-mail : jacarbon@kornet.net

BOOTH No. D1-4
회사소개

활성탄소 전문 제조업체 Jacarbon
청정 환경을 추구하며 항상 연구하는 기업 자연과학산업(주)은 30년간 각종 활성
탄소와 수처리용 메디아, 여과제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활성탄소 재생
을 국내최초로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원자재의 수급에서부터 제품생산, 납품시
공,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대기 정화용 활성탄
소와 먹는 물을 위한 정수용 활성탄소를 조달청을 통해 국내 각 기관 및 정수처리
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국내유수 기업들의 공해방지설비에 활성탄
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활성탄소를 순수 국내기
술로 공급하고 있으며 꼼꼼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입되는 활성탄소를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특수목적용 활성탄소도 제품을 인정받은 다국
적 기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산업㈜는 활성탄소 제조 전문회사로 다가오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
업체가 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활성탄소 - Jacarbon (활성탄소 전 제품 생산 및 취급)
야자계, 석탄계 분말, 입상, 조립 활성탄, 섬유 활성탄, 각종 첨착 활성탄
폐활성탄소 재생, 충진, 교체작업, 활성탄소 흡착 탑 제작 및 설치
안스라사이트, 제오라이트, 이온교환수지, SAND & GRAVEL등 여과제 일체

▶ Jacobi Carbon 
AquaSorb, DioxSorb, EcoSorb, GoldSorb, AddSorb, Resinex (이온교환수지)

▶ 플랜트 사업
활성탄소 제조, 폐 활성탄소 재생설비, 각종 탄화설비를 최고의 수율과
경제적인 설비로 제작해드립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정
▶ INNOBIZ 인증업체 - 중기청
▶ 벤처기업 지정
▶ 활성탄소 직접생산증명 기업체
▶ ISO 9001,ISO 14001 인증업체
▶ 부품·소재 전문기업확인-산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 특허 : 제0040762호 / 제095020호 / 제0225344호 / 제0380527호

제0380529호 / 제0500388호 / 제10-0632239호
▶ 실용신안 : 제100947호 / 제127399호
▶ 상표등록 : 제40-0830943

Jacarbon

자연과학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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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입상> <조립>

1. 활성탄소- Jacarbon
▶ 자연과학산업(주)이 생산하는 활성탄 Jacarbon(상표등록)은 품질이 좋은 원료(Conconut shell charcoal, Lignite Charcoal)를 현

지에서 전문가가 직접 구매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체제에서 생산하는 활성탄(Activated carbon)이므로, 불순물이 극히 적고 세공
이 고르게 잘 발달되어 흡착력이 크며, 흡착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경도가 높아 재생, 반복사용이 용이합니다.

▶ 원자재 구매에서 제품까지 당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므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 합니다.
▶ 적용업종 : 정수 처리장, 수 장, 악취제거, 자동차 캐니스터, 공기정화기, 축산폐수 처리장, 산업공단의 매연저감, 환경오염물

질 흡착, 소각장 다이옥신흡착 제거 등

2. 제휴사활성탄 : Jacobi Carbon (스웨덴)
▶ Jacobi carbon은 수증기 활성화에 의해 석탄, 야자 껍질과 나무 원료로부터 AquaSorb 활성탄을 제조합니다. AquaSorb는 입

상, 조립, 분말 활성탄으로 용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Jacobi Carbon은 이미 검증된 흡착제(ANSI/NSF 61, DWI, EN12915/
12903, AWWA B600 그리고B604)로서 전 세계 국공립 정수 처리장들, 음료 회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3. 폐활성탄소재생설비
▶ 활성탄이 용도에 따라 사용된 후 거의 흡착능력을 잃은 폐 활성탄에 흡착물질을 제거하여 재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비로서

폐 흡착제로 인한 2차 오염방지는 물론 원자재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결하는 1석2조의 설비입니다. 녹색환경
을 이루며 운 비까지 절감하는 폐 활성탄 재생설비는 당사의 특허기술과 20년 이상 신탄 및 재생 활성탄 공장을 직접 운 하
며 축적된 기술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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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 무 원

본사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6-2 
청일베르네 B/D 3F
TEL.(02) 483-0077
FAX.(02) 483-1684

공장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34
TEL.(033) 342-5630~1
FAX.(033) 342-5632

http://www.gentro.co.kr  
e-mail : gentro@chol.com

BOOTH No. D4-1
회사소개

(주)젠트로는 1989년 창립이래로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하여 핵심 기술제품 개발

을 비롯하여 설계,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여 각 분야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고객만족을 실천하여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환경을 지켜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가려는 진취적인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 및 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2006년에는 기업을 공

개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도전

과 신기술 개발을 향한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업으

로서의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조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식 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원

가 절감과 체질 개선 등 사업 수행 능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

러한 경 혁신 활동을 통해 국제 수준의 경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초일류 기업

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젠트로는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고객에

게 항상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취급제품소개

▶ 기계설비 : PDF물탱크, P.E LINING, 빙축열탱크, 축산분뇨액비탱크
▶ 토목자재 : PE원형맨홀거푸집, PE사다리, PE수 벨트
▶ 상하수도 : 도류벽 (PDF도류벽, GTR도류벽-신기술397호)

정류벽 (PDF정류벽, 하단축소형정류벽-신기술306호)
간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용 PDF간벽)
GRP 난간 / 복합소재 / Paddle / Greating

▶ 통신 : 광케이블 전용관로 (COD관-Corrugated Optic Duct)
▶ 수처리 : RPS 자연정화시스템, 호소정화시스템, 축산분뇨정화방류처리공법
▶ 무기질 세라믹 바닥재 / 자전거도로용 무기질 코팅제
▶ 토목섬유 : Gentro Tube / Protect Tube / Fabric Form / Silt Protector 
▶ 전시품목

- PDFⓇ정류벽 : 건설신기술 306호 - 고 도 폴리에티렌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H’Type 정류공(하단축소형)을 가진 PDF 상수도 정류벽 설
치공법

- PDFⓇ도류벽 : 건설신기술 397호 - 양단축소형 유공틀과 PDF패널로 중앙분
리형 도류벽(GTR도류벽)을 정수지 내에 설치하는 공법

- PE SHEET LINING : 건설신기술 520호 -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
용한 PE 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 RPS 자연정화시스템 : 환경신기술 141호 - RPS-SBR (Rolled Pipe System-
SBR)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2000        ▶ INNO-BIZ        ▶ 한국수력원자력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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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건설신기술306호
▶ 고 도 폴리에티렌(High Denist Poly-ethylean)을 원료로한‘Taper Hole’Type 정류

공(하단축소형 정류공)을 적용한 개량된 PDF(Polyethylean Double Frame)Panel 정류
벽을 공장에서 제작 후 상수도 정수장내 침전지에 조립식으로 설치함으로서 시공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침전지내 침전효율을 증진시킨 공법. 

▶ 콘크리트 정류벽이나 목재 정류벽의 단점인 내부식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보완
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이며 조립·해체가 용이한 경제적인 공법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2. 건설신기술397호
▶ 정수장 구조물중 소독공정을 실시하는 구조물인 정수지(배수지) 내부에 소독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도류벽 제작시 PDF(Polyethylene Double Frame)판넬에 양단축소형 유
공틀을 흐름속도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분배하여 조립한후 양단형 및 중앙분리형 도류
벽 형태로 설치함으로서 시공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기존 도류벽 설치공법의 문제점인
사수부를 제거하여 소독제의 희석효과를 극대화 하고 소독제와 미생물과의 최대 접촉
시간을 제공함으로서 소독능 향상과 함께 소독부산물의 생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
진화된 공법

3. 건설신기술520호
▶ 항균제와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thylene, 선형 저 도 폴리에틸렌)와

EVA(Ethylene Vinyl Acetate) 혼합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방수공법으
로 원형의 STS(Steel Type Stainless) 고정구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한 후, 고주파 융착기
로 시트와 부착하여 절연방수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4. 환경신기술141호
▶ 로프형 고정상 미생물 접촉여재를 삽입한 롤파이프시스템(RPS)과 혐기, 호기1, 무산

소, 호기2 및 침전 공정으로 운 되는 회분식 생물반응조(SBR조)를 결합하여, 반응액
을 RPS의 질산화롤 및 탈질롤에 순환시켜 유기물 및 질소, 인을 처리하는 기존 SBR의
Retrofitting이 용이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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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심 학 섭

본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1-26 
심경빌딩 1~3층
TEL.(02) 3488-8000 
FAX.(02) 574-9033

공장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478-12
TEL.(031) 676-8029  
FAX.(031) 676-8026

http://www.waterway.kr   
e-mail : webmaster@waterway.kr

BOOTH No. D6-5
회사소개

(주)진행워터웨이는 63개국 특허를 획득한 물리적 갱생공법‘스케일 부스터’를
개발하여 배관 내 녹과 스케일, 물때를 방지하고 제거하며 배관수명 연장 및 수질
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어 현재까지 각 시군별 100여 곳의 상수도관로에 설치
하 으며, 국내 30만여 곳, 해외 20만여 곳에 설치하면서 배관 부식문제의 해결사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이온직결정수기‘그린비’및‘에코
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을 개발하여 수돗물 내 세균, 중금속, 염소 등
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보존 및 공급하는 제품을 물 연구 35년의 전문가와 함께 개
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진행은 스케일 부스터와 이온직결정수기 그린비 및 자연정화시스템으로‘천
연미네랄이 살아있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여‘세계인의 물 건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항상 노력하며, 국가의 공익추구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스케일 부스터 (물리적 이온수처리기)
▶ 그린비 (직결 정수기)
▶ 에코트랜스 (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

인증및획득마크

JINHAENG WATERWAY CO., LTD.

<스케일 부스터 공장> <그린비 공장> <(주)진행 연구소>

<스케일 부스터> <에코트렌스><그린비>

▶ 스케일 부스터
- GS(독일표준마크), TUV(독일기술검증기관), WRAS( 국수질검증기관),
ISO9001, ISO14001(국제표준기구) 획득

- 국내 특허 등록 (특허번호 0313778)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인증번호 2006233호)
- K마크 획득 (아연 이온수 발생장치)
- 성능인증서 (중소기업청)
- 중국응용수 검인증 획득

▶ 그린비 - 국내 특허 등록 ( 제 10-0791223)
▶ 에코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 - 국내 특허 등록 (제 10-100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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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스케일부스터
▶ 스케일 부스터란?

- 스케일 부스터는 물리적 이온 시스템으로 배관내부에 생성된 녹, 스케일, 박테리아, 녹물, 이끼 등
을 제거, 방지하는 획기적인 수처리 제품으로 외부는 황동, 내부는 아연과 불소수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불소수지를 이용하여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특수아연의 이온화로 1Volt의 전기를 발생시켜
배관에 달라붙는 침상구조를 달라붙지 않는 구상구조로 바꾸어 줌으로써 녹, 스케일 등을 제거 및
예방합니다.

-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설치가 간단하며 유지 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배관수명 연장에 따른
건물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막대한 경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배관의 녹과 스케일의 예방 및 제거를 통한 배관의 내구성 향상(배관수명 연장)
- 외부로부터 전기나 약품의 공급이 필요 없어 관리에 용이하고 유지관리비용 불필요
- 반 구적 제품(수명 15~20년, 추후 핵심부품인 특수아연만 교체)
- 물때 및 슬라임 제거, 연수화 효과 등

▶ 적용분야
- 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PVC관 등 각종 배관 적용가능
- 상수도, 지하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수 등
- 보일러(일반, 스팀), 냉각수라인, 노즐라인, 태양열 온수시스템, 냉각탑, 자동판매기 등
- 아파트, 개인주택, 병원, 호텔, 빌딩, 수 장, 목욕탕, 신축건물 배관 등
- 최소 15mm부터 1500mm의 배관에 적용

2. 그린비
▶ 그린비란?

- 화학약품이나 별도의 장치가 아닌 자연여과처리공정을
거쳐 국내외 지역별 수질에 따른 먹는물 기준항목의 적합
과 중금속, 세균, 잔류염소를 제거하여 인체에 필요한 필
수미네랄 공급과 이온교환광석을 이용, 중금속을 제거하
여 일반 수돗물을 장수촌의 천연수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

- 국내 보급되는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돗물 사용
기피 인자를 제거하여 국내의 미비한 수돗물 사용량을 증
진시킴과 동시에 인공원료를 지양하고 천연 원료만을 사
용한 친환경적 구조의 수처리 제품임 막(필터)여과 방식
과 같은 인공적 기술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정화 기능만을 사용하여 수돗물의 천연 미네랄은 살리고
배관부식으로 인한 유해 중금속은 제거 가능함

- 제품은 아연이온화장치와 미네랄복합필터로 이루어져
수돗물을 직결 정수하는 방식이며, 천연광석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미네랄은 증가시키고 세균, 중금속, 잔류염소
등의 유해물질은 제거함

▶ 용 도
- 음용
- 과일과 채소를 닦을 때 세척용
- 요리 시 사용

3. 에코트랜스 (간이상수도정수처리장치)
▶ 에코트랜스란?

- 에코트랜스은 상수도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농어촌 지
역에 지하수를 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지하수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금
속, 발암물질, 대장균등의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먹는물 기준에 적
합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지하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천연 미네랄을 살려주어 건강한 물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용 도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지하수를 사용하는 펜션, 골프장, 공장, 연수원등
- 기존 지하수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된 곳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상수도배관 설치 전>

<상수도배관 설치 후>

<양변기 물때제거 설치 전>

<양변기 물때제거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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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은 경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212호
TEL.(042) 638-4600~1
FAX.(042) 638-4605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90-63 2층
TEL.(042) 638-4600~1  
FAX.(042) 638-4605

http://www.chungjungtech.co.kr
e-mail : cjt4600@hanmail.net

BOOTH No. D2-14
회사소개

청정테크(주)는 수처리관련 전문제조업체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소중하

게 생각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염소투입장치로 시작한 청정테크(주)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

해 상수도 관련 수위조절기,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지하수 관정 오염방지

장치 등을 연구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U.V 소독설비도

개발해 사업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사후

관리도 최선을 다하여 고객분들께 제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재염소 투입설비 자동화 시스템
▶ 자동염소투입장치
▶ 지하수상부보호공(cj캡)
▶ 무선수위조절장치
▶ 소규모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 U.V 살균장치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등록 9종
▶ ISO 9001 : 2008
▶ 조달청 우수제품 2종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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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지하수 관정용> <계곡수용>

<재염소 투입설비>

<원격제어 화면>

2. 재염소투입설비자동화시스템 (CJT-E-006 ~ 010)
▶ 정수장의 거리에 따른 잔류염소농도 감소되는 현상을 거리에

상관없이 적절한 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 관리 간편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
▶ 다양한 유량계와 호환이 가능하여 기존 유량계 사용 가능.
▶ 원격제어 통신망 프로그램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가능.
▶ 배수지, 상수 관로상, 관말 등에 관리상 저감되는 부분에 설치.

1. 자동염소투입장치 (CJT-E-001 ~ 005)
▶ 유량에 비례하게 약품투입을 하므로 0.1~2.0 mg/l 안에서

정확한 농도 값 유지
▶ 화학약품에 강한 PVC재질 및 외관이 수려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
▶ 약품 부족 시 부저 및 경광등으로 알림 기능 및 정량펌프의

구동 제어
▶ 높은 위치의 물탱크에 설치 대신 관리자의 편의를 생각한

관정 설치 가능
▶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여 실시간 관정 및 물탱크

수위 체크 가능

3. 지하수상부보호공 (cj캡, CJT-C-001 ~ 008)
▶ 방수성, 내부식성 구조적 안정성, 독창성, 내충격성 강화
▶ 체크밸브가 구비된 물저장부에서 수격작용 완충기능
▶ 작업용 취수구로 내부 청소기능(소제구)
▶ 완전 폐식으로 제작되어 관정 오염방지장치 내부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기능

4. 소규모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무선수위조절장치, CJTE-WL ~ -200A)

▶ 물탱크의 수위, 수중모터펌프 작동여부 등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상수도사업소에서 물탱크의 고·저수위 조절이 가능하
다.(장소에 구애없이 인터넷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 가능)

▶ 각종 수질계측기(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전기전도도
등)를 적용하여 하나의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

▶ 수질계측 수치를 자동염소투입장치의 컨트롤러 상에서
표시 가능하다.(자동염소투입장치[고급형]별도 발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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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5-10번지
TEL.(051) 361-8272  
FAX.(051) 361-8278

서울지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61-2번지
마루빌딩 2층
TEL.(02) 538-2025  
FAX.(02) 572-1015

지사 및 공
경남 양산시 명곡동 922-2번지
2동 407호
TEL.(055) 362-8274 
FAX.(0505) 471-7213

http://www.thwater.co.kr

BOOTH No. D2-3
회사소개

환경 분야의 선두적인 업체!
(주)태현수기는 2002년 창설되어 수처리 및 상수도용 특정기계 제조만을 목표로

삼아 설립된 이래, 각종 설계 및 제작으로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 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처리에 대한 품목은 다양하지만 특히 멸균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투입기 분야의 미비한 점이 많아 폐사에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온바

그동안 축척된 고도의 기술에 힘입어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를 쌓았으며 다년간의

염소설비자동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특허등록 및 판매, 유지관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경제적인 가격의 각 분야별 패기지 자동장치를 개발하여 여러

분 앞에 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자 발생 제로의 현장관리인의 입장에 서서 유지관리가 쉽고 고장률을

최소하한 고기능의 저렴한 제품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 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개척하고 대비하는 구성체로 기존의 경험 및 지식, 기존 제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 분야의 선두적인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CO2 주입설비(관부식 제어시스템) ▶ 과산화수소 설비
▶ 수질측정 설비 ▶ 수처리 설비
▶ 염소투입 설비 ▶ 슬러지 수집기
▶ 약품 설비 ▶ 제진기
▶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 콘크리트 보호재
▶ 자동여과기 ▶ 부스타 펌프

인증및획득마크

▶ ISO9001인증 ▶ 이노비즈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기계설비공사업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 ▶ 벤처기업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경남지역 수리업체 지정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부산광역시 기계공업협동조합 회원
▶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 자문위원 위촉
▶ 특허, 실용신안 ▶ 한국무역협회 회원

(주)태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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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무첨가전해식수조수자동소독장치
▶ 간이 상수 시설용 소독장치
▶ 수도 수조의 잔류염소농도를 자동 제어하여 0.1 ~ 0.4ppm 범위로 유지
▶ 전극에 특수 코팅을 입혀 전해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
▶ 소형, 경량으로 원반 설치가 편리
▶ 기설수조에 설치 시 다른 개수공사 불필요
▶ 장시간 운전가능
▶ 운전비용 저렴
▶ 소형 걸이식으로 비용 절감
▶ 규격 : 전 해 부 - W180 x D42 x H266

전원제어부 - W300 x D215 x H460

2. 전기분해식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기
▶ 상, 하수 살균 소독장치
▶ 천연 원료인 소금만 사용하여 인체 무해
▶ 차아염소산나트륨 저농도(0.8%)로 저장하여 안전하므로 별도의 재해설비 불필요
▶ 수산화이온(OH)의 향으로 적정PH를 유지하여 설비 및 관료의 부식 억제 효과
▶ 발생기 내구성 : 10년 이상
▶ 규격 : W550 x D600 x H1700

1. 펌프설비
▶ 스크류 펌프
▶ 다단볼류트 펌프
▶ 양흡입 볼류트 펌프
▶ F. R. P 펌프
▶ 부스타 펌프
▶ 수충격 완화 설비

2. 약품설비
▶ 소석회 / 활성탄설비
▶ 폴리머 설비
▶ 불소 설비
▶ 액상설비 (가성소다, PVC)

3. 염소설비 (GRUNDFOS ALLDOS)
▶ 염소기화기
▶ 염소투입기
▶ 염소 진공조절기
▶ 염소설비부품 / 액세서리

4. 차염설비
▶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 해담설비

5. 수질측정기
▶ 잔류염소 측정기
▶ 탁도계
▶ 종합수질 분석계
▶ PH / ORP MONITOR (폐하/산화환원전위 측정기)
▶ TURBIDLY / PARTICLE COUNTER(미립자 탁도계)
▶ RESIDUAL SULFITE MONITOR(잔류가스 측정기)
▶ 휴대용 가스측정기
▶ 용존산소 측정기
▶ 용존 오존 측정기
▶ 휴대용 측정기

6. CO2설비
7. 무선전송시스템
8. 복합비례콘트롤러
9. 모니터링시스템
10. 콘크리트보호라이닝재

※ 생산 및 취급 현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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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 전해식 수조수 자동 소독장치>

<전기분해식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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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배 창 만

본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385 
대경빌딩 10층
TEL.(02) 2238-5041(代)   
FAX.(02) 2238-5063

http://www.miox.co.kr
e-mail : miox@miox.co.kr

BOOTH No. D3-1
회사소개

인증및획득마크

▶ 한국특허 : 제047701호
▶ 미국특허 : PCT/US93/01949
▶ 미국 EPA 등록 : 69723-NM-001
▶ 미국 NSF 61 인증
▶ 미국 NSF 50 인증
▶ 대한 수 연맹 공인 제품 (수 장 살균소독 장비)

(주)한국마이옥스

물맛이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소독제 발생기!
(주)한국마이옥스는 미국에서 개발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수돗물 살균 소독

에 필요한“혼합산화제인 마이옥스”라는 특허를 획득한 소독제를 생산하는 기계

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마이옥스는 기존 액화염소의 단점을 보완하여‘취급의 안전성’‘높은 살균력’‘우

수한 잔류성’‘소독 부산물 저감’등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소독약 냄새가 다른 소독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도 정수처리 후 기존 액화염소 소독 대신 마이옥스로 소독시 물맛이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소독제 발생기입니다.

마이옥스로 소독 처리 후 수돗물은 고도 정수처리를 하고도 소독 냄새 때문에 시

민들에게 거부당하는 수돗물이 아닌 소독 냄새 없고 물맛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독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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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소독 냄새 없는 소독제 발생기 마이옥스 MIOX ”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SAL - 40
SAL - 80
DUAL - 80
oX-Cell

FAC 1.8㎏
FAC 4.5㎏
FAC 9㎏
FAC 6.8㎏

13.2 Kw/㎏ FAC
11.5 Kw/㎏ FAC
11.5 Kw/㎏ FAC
6.6 Kw/㎏ FAC

4.3 ㎏/day
4.8 ㎏/day
4.8 ㎏/day
3.0 ㎏/day

1. MIOX (혼합산화제발생기) SAL SERIES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M Vault 15
M Vault 30
M Vault 45
M Vault 60

FAC 6.8㎏
FAC 13.6㎏
FAC 20.4㎏
FAC 27.2㎏

6.6 Kw/㎏ FAC
6.6 Kw/㎏ FAC
6.6 Kw/㎏ FAC
6.6 Kw/㎏ FAC

3.0 ㎏/day
3.0 ㎏/day
3.0 ㎏/day
3.0 ㎏/day

2. 자동세척장치부착형

3. 고효율RIO SERIES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RIO M1
RIO M2
RIO M3
RIO M4
RIO M5

FAC 27㎏
FAC 54㎏
FAC 82㎏
FAC 109㎏
FAC 136㎏

7.7 Kw/㎏ FAC
7.7 Kw/㎏ FAC
7.7 Kw/㎏ FAC
7.7 Kw/㎏ FAC
7.7 Kw/㎏ FAC

2.5 ㎏/day
2.5 ㎏/day
2.5 ㎏/day
2.5 ㎏/day
2.5 ㎏/day

4. RIO GRANDE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RIO GRANDE FAC 450㎏ 6.6 Kw/㎏ FAC 3.0 ㎏/day

5. HYPO 차염발생기H SERIES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H10
H20

FAC 4.5㎏
FAC 9㎏

7.3 Kw/㎏ FAC
7.3 Kw/㎏ FAC

5.5 ㎏/day
5.5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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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 남 수

본사·공장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748-2
TEL.(063) 544-9100
FAX.(063) 544-9112 

업본부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TEL.(02) 354-4120  
FAX.(02) 354-1120

http://www.hansamkora.co.kr 
e-mail : admin@hansamkora.co.kr

BOOTH No. D2-12
회사소개

친환경 기업 한삼코라(주)가
21세기 물산업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1995년 창업이래 고객제일주의, 창조적 발상, 적극적 경 이라는 이념 아래 부단
한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하 습니다. 
당사는 마을상수도 소독시설사업, 물탱크 및 배수지 사업, 빗물저장조 사업, 하수
처리 소독사업 등으로 물산업의 핵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사후관리, 품질개선연구까지 당사에서 직접 관리, 시행함으로써 그 신뢰도
는 이미 수많은 인증들과 소비자 만족도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국내 주요 수처리 산업에서 실적을 쌓아 이를 기반으로 중국, 인도
등에도 수출하는 등 더 큰 세계시장으로 수요를 넓혀나가겠습니다.
한삼코라(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로 제품개발과 시스템을 갖추
고 상하수도 산업 전반에서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아 21세기 친환경산업 시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산업재산권 현황
- 소독시설 관련 산업재산권 14건
- 물탱크 및 배수지 관련 산업재산권 9건
- 빗물저장조 및 하수처리관련 산업재산권 5건 외 다수

▶ 각종 인증 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경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 ISO9001 품질경 체제 인증서
- 중기청 성능인증 (공기방울 염소투입기) - ISO14001 품질경 체제 인증서
- 중기청 성능인증 (STS 원통형 물탱크) - 전북 지식재산센터 특허스타기업 인증
- 특허청 100大 우수특허제품 -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선정
- 전북 유망 중소기업 선정 - 노동부 CLEAN 사업장 인정
- 환경기술연구소 설립 - 중기청성능인증(회전수차 염소투입기)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STS 회전수류 원통형 물탱크)

한삼코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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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

1. STS 회전수류원통형물탱크
(조달우수제품제2011087호)

▶ STS 304, 444, DUPLEX로 위생적인 친환경 물탱크 .
▶ 내부챔버 측면에 위치한 회전수류 입수관의 분기출수

회전수류 저장.
▶ 내부격벽의 곡면차단벽에 의한 베르누이 원리로

CT값이 향상.
▶ 유입수 출수시 수면에서 공기와 물이 접촉, 용존산소가

풍부하여 선도 증가.
▶ 일방향 흐름으로 먼저 들어온 물이 먼저 출수되는

수리적 거동을 실현.
▶ 정체구역이 없어 사수발생이 없고 단락류가 적어

압출흐름이 이루어짐.

2. 마을상수도정수장치 (특허제0971536 호) 
▶ 오존처리시 회전분사로 용해율을 높혀 효과 극대화.
▶ 활성탄의 역세척을 오존수로하여 흡착기능 향상성 유지.
▶ 1,2차 전처리로 산세척 없이도 맴브레인 향상성 유지.
▶ 스파이럴여과의 현탁물질 제거로 활성탄 정수효과 향상.
▶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지정상품.

3.회전수차염소투입기 (성능인증제24-114호)
▶ 국내최초 자석에 의해 제어되며 반 구적 수명.
▶ 계곡수와 같은 유량변동에 매우 효과적.
▶ 분배되는 양을 조정하여 농도조절이 편리하고 정확.
▶ 무동력으로 전원이 필요 없고 기계적고장이 없음.
▶ 물탱크내부에설치되어 동파 위험이 없음. 
▶ STS와 PP로 구성 부식 우려가 없으며 위생적임.

4. 기타제품
▶ 자동칼키주입장치(KRC-201） ▶ 무동력염소투입기(KRC-050)
▶ 공기방울염소투입기(KRC-650) ▶ 스파이럴여과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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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 광 춘

본사
대전시 서구 만년동 381 
엑스포텔 1119호
TEL.(042) 471-5512
FAX.(042) 471-5514

http://www.hsblock.co.kr  

BOOTH No. D6-1
회사소개

(주)협신기업은 국내 최초로 합류식하수관거(BOX) 내에서 수중공사가 가능한

조립 설치용 PE우오수분리벽을 개발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

음.

당사가 개발한 PE우오수분리벽은 폐비닐 등 재생PE를 100% 재활용하여 생산되

는 제품으로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임.

당사의 PE우오수분리벽은 2000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각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약 130여개소의 공사현장에 보급

되었고, 계속해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추세임.

당사는 설계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PE우오수분리벽의 적용 타당

성 검토, 설계관련 자료제공, 합리적인 하수관거개선 방안 제시 등 효율적인 하수

관거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당사의 PE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할 경우 초기강우시 합류식하수관거의 월류수

(CSOs) 제어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당사는 계속해서 PE우오수분리벽의 제품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개선방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취급제품소개

▶ PE우오수분리벽(규격형, 굴곡형, 경사형, 수직낙차형) 제작·설치
▶ 하수차집관거 토사유입방지장치 제작·설치

인증및획득마크

▶ 건교부 지정 신기술 제443호
: 하수관거(BOX) 내 조립식 PE우오수분리벽 설치공법

▶ 실용신안등록 제0184310호
▶ 실용신안등록 제0445570호
▶ 의 장 등 록 제0236151호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제2826호
▶ 특허 제0977492호 (토사유입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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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수
처
리
기
기
·
기
술
류<PE우오수분리벽(규격형) 4종>

<굴곡형 PE우오수분리벽>

<PE우오수분리벽 바닥고정과
수 성 확보에 의한 우·오수 분리 방법>

<PE우오수분리벽 설치 후 수 검사 중> <PE우오수분리벽 설치에 의해
계곡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모습>

1. PE우오수분리벽 (Polyethylene Separation Wall between Stormwater & Sewage)
▶ 합류식하수관거BOX 내에서 우수(계곡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우수(계곡수)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오수만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 하수종말처리장의 운 효율 개선
▶ 하천유지용수확보를 통한 친수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
▶ 설치공법의 표준화를 통해 공사설계가 신속하고 과다설계 및 과소설계를 방지함
▶ 경량화·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조립식으로 설치함으로써

탁월한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편리성 확보
▶ 재활용 자재 사용에 의한 환경친화성 제고
▶ PE소재 및 스테인레스스틸셋트앵커 사용으로 지속적 오수접촉에서도 내구성 유지
▶ 하수BOX 내 악조건 하에서도 탁월한 구조안전성 유지에 의해 반 구적 수명 확보
▶ 차후 철거가 용이하고 철거시에도 재활용 가능한 자재이므로 건설폐기물 발생 없음
▶ 하수관거BOX의 형태 및 여건에 따른 다양한 규격의 별도 제작 자재의 신속 설치
▶ 설치후 초기강우시 합류식하수관거의 월류수(CSOs)에 대한 제어효과 탁월

<토사유입방지장치(다단계압력조절식) 설치 모습>

2. 토사유입방지장치
▶ 강우시 차집관거 내 토사유입 방지로 관거내 통수능 확보
▶ 차집관거 준설비용 절감
▶ 처리장 내 침사 인양시설 및 기계설비의 운 효율 제고 및 기계설비 수명 연장
▶ 강우시 설정된 일정 유량(3Q 이상)까지 차집이 가능하여 하수관거 월류수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 제어 효과(향후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
▶ 친환경적 설치방법 도입
▶ 기존 우수토실 최대한 재이용 (별도의 구조물 공사 없음)
▶ 우수토실 구조물 변경에 의한 콘크리트폐기물 발생 최소화
▶ 설치공사 시간의 획기적 단축 (당일 설치 후 당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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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특별관

http://www.wak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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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워터

시노펙스

오성엔비테크

웅진코웨이

정우이엔티

지멘스

효림산업

※ 편의상 (주)는 생략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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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木 田 友 康

본사
Shiroyama Trust Tower, 4-3-1
Toranomon, Minato-ku, Tokyo,
Japan 
TEL.+81-(0)3-6403-7512
FAX.+81-(0)3-5401-2112

한국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 1305호
TEL.+82-(0)2-3276-3366 
FAX.+82-(0)2-3276-3367 

기타 해외거점
아시아（중국·베트남）, 유럽, 북미

http://www.metawater.co.jp 
e-mail : info-kaigai@metawater.co.jp

BOOTH No. E4-1
회사소개

메타워터는 일본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계설비·전기설비의 모든 부분에서 탑클
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50년 이상의 실적과 노하우로 축적해 온 특징있는 수처리 기술, 제품을 활용하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처리 분야의 Leading Company로서 안정적이고도 안전한 수처리 창
조와 보전, 수자원 확보, 온난화 대응, 자원 유효활용 등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상하수도·재생수처리, 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각종 장치류, 시설용 전기
설비 등의 제조판매, 각종 플랜트 설계·시공·청부

▶ 수 도 분 야 : 정수장 여과와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및 정수장을 운전하기 위한 수변전설비, 계장설비, 감시제어설비
등과 같은 전기설비, 이러한 부분의 설계·제조·시공·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분야 : 산기장치, 오니탈수기, 오니소각로, 고속빗물처리시스템 등과 같
은 기계설비 및 하수처리장을 운전하기 위한 수변전설비, 감시제
어설비, 계장설비와 같은 전기설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설계·
제조·시공·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오니의 가스
화·연료화 시스템 등 수처리 분야용 에너지 기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환 경 분 야 : 도시 쓰레기의 리사이클 플라자, 쓰레기 탄화 플랜트, 바이오매스
발전시스템 등의 설계·제조·시공·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AMST-001
▶ AMST-004 
▶ ISO9001:2000
▶ ISO14001:2004 
▶ KWWA-09-009
▶ NSF/ANSI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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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막여과시스템>

<세라믹막 엘레멘트>

<오존발생장치>

<오존발생관>

<오존－세라믹막 하수재이용 시스템>

<하수처리수와 재생수>

<고속빗물처리 시스템>

여재

1. 세라믹막여과시스템
▶ 긴 수명과 함께 파단이 나지 않는 세라믹막 채용

(10년 이상 無파손 연속운전 달성)
▶ 0.1㎛의 막이 크립토스포리디움과 같은 원충류·세균류를 완전하게 제거하여

안전·안심할 수 있는 물을 제공
▶ 원수탁도 등과 같은 급격한 변동에도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여과운전 실현
▶ 전량 여과방식과 낮은 빈도의 역세를 병행함으로서 고회수율 (98%이상）과

저동력 시스템（0.1ｋWh/㎥ 이하）을 실현하여 런닝코스트 삭감
▶ 전처리에서 여과, 역세까지 번거로운 관리가 필요 없으며, 운전관리가 용이함
▶ 넓은 공간을 요하는 침전지·여과지가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 실현
▶ 일본 국내에서는 100군데 이상 채용 (일본 Top Share)  

2. 오존발생장치
▶ 고농도 오존에 의한 우수한 살균, 탈취, 탈색효과 발휘
▶ 자사개발에 따른 高정도·高신뢰성 오존발생기（0.3ｍｍ Micro GAP)
▶ 래스런닝식 발생관이므로 튼튼하고 파손율이 극히 낮음
▶ 유전체가 효율적으로 직접냉각되기 때문에 높은 냉각효율 실현
▶ 양면냉각에 의한 고효율·고농도·大발생량 오존 제공
▶ PWM컨버터에 의한 고조파 응답 & 고역률 실현
▶ 일본을 포함한 한국·중국·미국·캐나다 등에서 40년 이상의 납입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하대수가 800를 넘음（1972~)

3. 오존 - 세라믹막하수재이용시스템
▶ 오존＋세라믹막의 시너지효과를 살린 자사 설계시스템
▶ 악취가 없고 색도：3도 이하, 탁도：0.1도 이하로 처리수질이 극히 양호함
▶ 高유속이므로 설비의 설치공간이 적어 공간절약 실현
▶ 세라믹막 파단이 없고 원격감시로 인한 전자동운전이 가능하므로 운전과

유지관리가 용이함
▶ 2010년4월에 제1호기 가동 (7,000 ㎥/day, 도쿄하수도국)

4. 고속빗물처리시스템
▶ 특수부상여재를 이용한 상향류 여과 시스템
▶ 고속처리가 가능하고 처리능력은 1,000㎥/㎡·day
▶ 응집제 없이 BOD, SS를 60~80% 제거, 협잡물(1mm이상)은

100％제거
▶ 전처리스크린, 여재유출방지를 위한 하부스크린이 필요 없으므로

운전관리가 용이함 (무인운전 가능)
▶ 합류식 하수도의 간이처리 고도화, 미처리하수의 간이처리기술로

처리장과 펌프장에 설치
▶ 일본에서는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채용（2011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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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56
TEL.(054) 289-4079
FAX.(054) 278-1723

http:// www.synopex.com
e-mail : water@synopex.com

BOOTH No. E2-1
회사소개

미래지향적인 로벌 기업!
세계적인 멤브레인 생산기술력을 보유한 시노펙스 물비지니스 그룹은 다년간 고
효율 필터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마을 음용수 및 생활용수
정수처리 설비, 해수담수화 등의 물사업 분야에 있어 특수 기술과 전문지식을 바
탕으로 전 세계를 목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노펙스 물비지니스 그룹은
살아있는 자연을 만들고 심각한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돕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로벌 기업, 시노펙스 물비지니스 그룹이 깨
끗한 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취급제품소개
▶ 수처리 시스템

- 해수담수화 시스템 - 이동식 정수 시스템(SMDT)
- 마을간이 상수도 시스템(소규모 수도시설) - 빗물 재이용 시스템
- 오수·하수·폐수 처리 및 방류수 재이용 시스템 - 불산 폐수처리 멤브레인 시스템
- 염수 나노분리 시스템 - 순수·초순수 시스템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시스템 - 음식물 폐수처리 시스템
- 오일 폐수처리 시스템 - 가성소다 재이용 시스템

▶ 고성능필터
- 심층여과방식 필터, 캡슐 필터, 멤브레인 필터, 표면여과방식 필터 등

▶ 나노복합분리막, 역삼투분리막, 한외여과막, 기체분리막 등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 ISO 14001 인증
▶ 미국 식약청 FDA 인증

- PES MEMBRANE CARTRIDGE FILTER; PP CARTRIDGE FILTER(PLEATED 
& DEPTH);  PTFE MEMBRANE CARTRIDGE FILTER

▶ 특허등록 23종
- 목욕탕 배출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 산소수 제조장치 및 그 방법 - 폴리불화비닐리덴계 다공성 중공사막과 그 제조방법
- 중공사 분리막을 이용한 정수처리 장치
- 울트라필터를 이용한 계곡수 또는 지하수처리 소규모 수도시스템
- 김치절임공정에서 발생되는 염장수 나노분리 방법
- 김치절임공정에서 발생되는 염장수 나노분리 장치
- 역삼투막을 이용한 계곡수 또는 지하수 처리 소규모 수도시설 장치
- 멤브레인을 이용한 불산 폐수 처리시스템 및 처리 방법
- 멤브레인을 이용한 하·폐수 방류수 T-N, T-P, 색도 제거 재이용 시스템 및 멤브레인 세정 시스템
- 하·폐수의 인 제거 시스템 및 인 제거 방법
- 섬유가공시 발생하는 폐가성소다의 재이용 장치
- 가축분뇨를 이용한 기능성 퇴비 및 액비 제조 장치
- 실리카겔에 담지된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의 제조 방법
- 기체 분리용 복합막과 그 제조 방법 - 투헤드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한 기체분리 장치
- 고효율 산소발생 장치 - 산소수 및 산소얼음을 제조하기 위한 정수 장치
- PAN계 다공성 중공사막 및 그 제조 방법 - PVDF계 다공성 중공사막과 그 제조 방법
- 가두리 양식용 수처리 장치 - 방진부재 - 수조

▶ 실용신안 2종
- 고효율 산소발생장치 - 한외여과막 모듈을 이용한 정수 장치

▶ 2001 우수벤처기업
▶ 100개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 시범기업 지정
▶ 환경부장관 표창장
▶ 신성장기업 경상북도지사 표창장

시노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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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능필터 (High performance filters)
▶ 반도체, LCD 생산라인용 고유량·고성능필터 등 각종 수처리용 필터를 개발하여 국내 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복합

분리막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끄는 고도 수처리 산업의 핵심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성
능필터 제품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고도정수처리시스템
▶ 마을간이상수도 시스템(소규모 수도시설)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을 멤브레인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병원균, 미생물, 중금속, 탁도 및 부유물질 등을 완벽히 제거
- 자동역세필터 적용으로 소모품 교환이 필요없고, 자동운전으로 운전이 용이함

▶ 해수담수화 시스템
- 해수 속의 염분을 제거하여 음용수로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다량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없음>
- RO 멤브레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온물질 및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분리
- 기존 증발방식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음

막
특
별
관

<마을간이상수도시스템 (소규모수도시설)>

<심층여과방식필터> <표면여과방식필터> <맴브레인필터> <한외여과방식필터>

<해수담수화시스템>

2. 오수·폐수·하수처리및재이용시스템
▶ 오수·폐수·하수 처리 시스템

- 기존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과 분리막을 적절하게 조합한 시스템입니다.
- 처리효율 향상, 유량 및 수질 변화에 안정적
- 법적 방류 기준 이내로 완벽하게 처리

▶ 오수·폐수·하수 처리수 방류수 재이용 시스템
- 오수· 폐수·하수 처리수 방류수에 멤브레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중수, 공정수, 조경수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 방류수에 포함된 입자성 물질, 유기물질, 이온성 물질 및 T-N(총질소), T-P(총인), 색도 등을 제거
▶ 수자원을 절약, CO2 발생량 감소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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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339-1
TEL.(032) 564-6969
FAX.(032) 564-6835

공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7-4

http://www.oscompany.co.kr
e-mail : norit@osgroup.co.kr

BOOTH No. E1-1
회사소개

(주)오성엔비테크는 1980년 이래, 네덜란드 NORIT사의 국내 독점대리점으로서

용제회수용 활성탄, 일반/산업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DIOXIN의 흡착, 제거용

활성탄, 제약/식음료 공정의 탈취, 탈색정제용 활성탄 및 음용수 정제시의 잔류염

소 제거용 활성탄 등 고도의 품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

를 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말활성탄 Dosing 시스템, 용제 회수용 흡착시스

템, 활성탄 Mat Filter 등 환경 친화적이고 Cost-Effective한 설비와 서비스의 공급

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식음료/생명공학 등 고도의 청정, 무균상태가

필수적인 공정에 적용되고 있는 Sudmo사의 Hygienic Valve, Haffmans사의

CO2가스 계측기 등을 취급해 오고 있습니다.

X-Flow사의 Membrane system과 활성탄을 결합한 일련의 시스템은, 물처리와

관련된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정확히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Total Pure

Solution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정수 및 Water Reuse분야에서의 시너지효과

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품물소개

(주)오성엔비테크

▶활성탄
세계최대의 활성탄 Maker인 NORIT사는, 네덜란드, 국, 미국, 멕시코, 브라
질에 위치한 7개의 공장에서 150종 이상의 다양한 입상활성탄(GAC)과 분말활
성탄(PAC)을 제조,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가장 완벽하고도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X-FLOW사의MEMBRANE SYSTEM 및 MODULE
X-Flow사의 멤브레인과 모듈은, Microfiltration(정 여과), Ultrafiltration(한외
여과), Nanofiltration(나노여과), Reverse Osmosis (역삼투압)의 전 역을
Cover하고 있으며, 수처리/음료/주류/식품/유가공/제약/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여과, 분리, 농축, 정제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Filtrix사의가정용정수시스템
NORIT사의 활성탄과 X-Flow사의 멤브레인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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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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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홍 준 기

본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건물
TEL.(02) 2172-1510
FAX.(02) 773-2907

http://www.coway.co.kr      
e-mail : hbcho@coway.co.kr  

BOOTH No. E6-2
회사소개

웅진코웨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 수처리 엔지니어

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빠른 속도로 수처리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

니다. 

국내 유명 반도체 및 LCD 공장의 초순수 제조 전처리 시스템과 폐수처리 시설을

시공하 고, 이외에도 공업용수 처리 및 재이용 등 다양한 산업용수 분야 시공 실

적을 보유하여 국내 산업용 막분리 수처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

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대 공

공부문 MBR 공사(100,000톤/일)를 시작하는 등 수처리 사업의 선두주자로 발돋

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진코웨이는 Total Water System Provider가 되기 위해

국내 및 해외에 산업용 공정수, 오폐수처리 설비 및 엔지니어링 공급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여 Total Water System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정수/공정수처리시스템
- 고도정수사업
- 산업용 공업용수 시설사업

▶ 오폐수처리 시스템
- 산업시설 폐수처리
- 총인처리 MBR
- 실리콘폐수 처리 / 축산폐수 처리

▶ 재이용 시스템
- UF+RO 공법

▶ Package 시스템
- 마을 상수 시설
- 리조트 / 호텔 패키지 용

인증및획득마크

▶ ISO 9001/14001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 세계 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
▶ 환경신기술 인증 4건 / 기술검증 4건
▶ 특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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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재이용시스템
▶ 웅진코웨이의 재이용 시스템은 UF 멤브레인과 RO 멤브레인을 조합하여 최종

사용수를 공업용수나 공정용수로 재사용케하는 대표적인 공정 시스템입니다.
▶ 오폐수나 하수처리수 방류수를 UF 및 MBR 시스템으로 1차 처리하여 탁도, 

부유물질, 유기물 등을 제거한 후 RO 멤브레인을 통해 2차 처리하여 각종 이온
성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용도에 맞게 재이용하게 합니다. 

▶ 웅진코웨이의 재이용 시스템은 하수, 폐수, 실리콘 폐수 재이용 등 다양한
원수 특성에 맞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총인처리MBR 시스템
▶ MBR 시스템은 설치 소요면적이 작고 자동운전이 용이하다는 점, 침전조를 별도

로 포함하지 않아 슬러지 벌킹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하수처리시설에 많이 활용됩니다. 

▶ 특히 웅진코웨이의 MBR 시스템은 운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분리막을 적용
하여 10년 이상 분리막 교체 없이 운 되어 내구성이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별도의 추가처리시설 없이 MBR에 응집제를 주입하여 강화된 총인 방류
수질 기준(0.2mg/L)이하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입니다. 

3. 정수/공정수처리시스템
▶ UF 멤브레인을 이용한 정수처리 및 공정수 생산공정은 멤브레인을 직접 침지

시켜 원수를 suction함으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공법입니다. 
▶ 웅진코웨이의 정수시스템은 LCD 및 반도체 분야 등 고도정수를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분야에서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Package 시스템
▶ Box/Container 형의 축소화된 수처리 공정으로 물 부족 지역 또는, 정수장 정비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빠르고 안전한 정수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웅진코웨이 Package 시스템은 정선 마을 상수도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package

설치 등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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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6-1
회사소개

특별한 고객님께 특별한 MBR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ince 1991 정우이엔티(주)는 물의 재이용, UF 하이브리드 역세평막 MBR로 새롭

게 도약합니다.

오직 수질분야에서 20년간 얻은 수처리기술 노하우의 최상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정우이엔티(주)는 최근 45년간 막제조

기술을 가진 독일의 Microdyn-Nadir사와 제휴하여 최신의 MBR 수처리기술,

MBR 물의 재이용 기술, ESCO형 MBR 공정기술에 적합한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

관리가 간단한‘외부하우징 스마트 MBRⓇ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우이엔티(주)는 하.폐수처리장 등의 유입수질을‘TOC 측정기’실시간 모

니터링하여 블로워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수처리공정 자동제어 시스템’공급

하고 있습니다. 

정우이엔티(주)는 앞으로도 1991년부터 수처리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신뢰

를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최상의 고객지원을 해드리고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취급제품소개

▶ MBR 사업팀
- 외부하우징 스마트 MBR 시스템
- UF 하이브리드 역세평막 MBR
- 물 재이용 설계 및 시공
- 침지식 Membrane 여과
- 가압식 Membrane 여과
- RO 분리막
- 중수도
- 스마트 총인처리시설

▶ 수질측정기 사업팀
- 수처리비용 절감이 가능한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 수질 TMS 

인증및획득마크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특허등록 5종
▶ 상표등록 4종
▶ 특허출원 4종
▶ 중국특허출원 2종
▶ 상표출원 4종

대표 박 병 선

본사·기술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6-3 
덕흥빌딩 2층
TEL.(02) 523-0078
FAX.(02) 574-9682

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시화지식산업센터 321호

MBR사업팀 :
http://www.koreambr.co.kr
수질측정기사업팀 :
http://www.jwent.co.kr
e-mail : sunpark@koreamb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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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가 간편한 외부하우징 스마트 MBR 시스템

1. 간단한유지관리
▶ MBR 분리막의 상태를 스스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개별 분리막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동제어 운전합니다.
- NO 호이스트 - NO 가이드레일 - NO 미생물 SEEDING

2. 저렴한유지비용
▶ 분리막 설치비, 전력비, 약품비, 미생물 SEEDING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NO 계외세정 - NO 고압수세척 - NO 조대공기사용

3. 간편한시공
▶ 외부하우징형 셀(CELL) 타입으로 공장에서 제작 운송 후 현장에서

조립 및 증설하므로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가 매우 짧습니다.
- 컴팩트한 외부하우징형 셀 타입
- 외부하우징 병렬연결로 간편한 시공
- 조립식 설치로 매우 안정된 작업공간

4. 자동제어및원격감시
▶ 개별 분리막 상태를 스스로 실시간 감시하고 독립적으로 자동제어하면서

수처리 운전합니다.
- 각 분리막에 1:1로 블로워, 흡입펌프, 역세펌프, 차압계, 
슬러지 LEAK 센서 부착하여 개별 운전

- 유입부하량에 따라 분리막 선택적 운전 가능

5. 특허기술
▶ MBR 시공 후‘지능형 분리막 운전 및 관리’의 특허기술로

막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 물리세정볼(MCP) 사용
- 역세척이 가능한 평막
- 스프링 연결로 막 떨림이 있는 평막
- 슬러지 LEAK 센서 부착
- 미세공기 멤브레인 산기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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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 종 갑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6 
아세아빌딩 10층
TEL.(02) 3450-7000
FAX.(02) 3450-7559

http://www.siemens.co.kr 
(지멘스코리아)
http://www.water.siemens.com      
e-mail : marketingis.kr@siemens.com

BOOTH No. E6-3
회사소개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약 40만 명의 직원이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제품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Industry Solution사업본부는 플랜트의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설 및

운전, 유지와 보수에 이르기까지, 플랜트의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군에서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노하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 처리 및 원료처리 시스템을 통

한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dustry Solution 사업본부는 1960년대부터 신뢰성이 높은 제품과 해당 산업분

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국내에

보급, 국내 기초산업 분야의 전문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처리

및 폐수처리 설비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솔루션을 국내 시

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Activated Carbon
▶ Aeration
▶ Biological Treatment
▶ Chemical Feed and Disinfection
▶ Controls, Instrumentation and Analyzers
▶ Conventional Filtration
▶ Ion Exchange
▶ Laboratory Water Products
▶ Membrane Filtration & Separation
▶ Physical/ Chemical Treatment
▶ Separation and Clarification
▶ Sludge and Biosolids Processing
▶ Specialty Products and Accessories

인증및획득마크

▶ NSF/ANSI Standard 61 인증
▶ AS/NZC ISO 9001-2000  인증
▶ AS/NZC ISC-9001 ? 2008 인증
▶ Drinking Water Inspectorate(DWI) 인증
▶ Califo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CDPH) 인증
▶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ETV) 인증

지 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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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가압형막여과시스템 (Memcor Ⓡ CP - Pressured Ultrafiltration System)
▶ 공칭공경 0.04 um 중공사막(PVDF) 적용
▶ 박테리아 및 프로토조아 6 log 이상 제거
▶ 동일 설치면적 대비 30% 유량 증대
▶ 30% 이상 에너지 절감
▶ 98% 이상의 회수율 (지표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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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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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지형막여과시스템 (Memcor Ⓡ CS Submerged Membrane System)
▶ 고객요구사항에 의한 침지형 구조 가능
▶ 3.0 MGD(4,750 m3/hr) 이상규모에서의 최적 효율
▶ 막모듈 및 랙의 쉬운 접근성
▶ 높은 여과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제적 시스템
▶ 지아디아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의 6 log 제거 가능

3. MBR 시스템 (MemPulseTM Membrane Bioreactor Systems)
▶ 기존 MBR 공정대비 30~40% 에너지비용 절감
▶ 높은 여과수질기준 만족, 슬러지 저감
▶ SmartMBR 제어에 의한 자동화로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설계 및 통합시스템에 대한 전문화된 지원
▶ 90%이상의 생물슬러지 저감

4. 다층여과시스템 (Trident Ⓡ HS - High Rate Multi-Barrier Clarification 
for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 연속-복합식의 여과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성능 제공
▶ 세정시 낮은 폐수 발생으로 폐수처리 비용 절감
▶ 역세시 복합세정방식으로 다층여과지의 여과성능 향상
▶ 컴팩트한 설비로 필요부지면적이 작아 설치비용을 절감
▶ 향상된 하부배수장치(Underdrain)설계로 여재의 처리수 유출을 확실히 차단
▶ 적용: 정수 처리 및 극도로 낮은 인 처리를 요하는 3차처리, 재이용 등.
▶ 색도 5 이하, 탁토 0.1NTU 이하, SDI 5이하, 철 0.3mg/L이하, 망간 0.05mg/L 이하,  

Giardia&Crypto 2 로그 이하



336 2011 WATER KOREA

BOOTH No. E2-2

대표 김 종 태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TEL.(031) 781-6061~8
FAX.(031) 781-6076

공장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9-13
TEL.(041) 583-7051   
FAX.(041) 583-7288

공장
충남 아산시 인면 백석포리 8-1
TEL.(041) 541-2290~4  
FAX.(041) 541-2295

http://www.hyorim.co.kr    
e-mail : webmaster@hyorim.co.kr

회사소개

Think HUMAN 인간의 생명존중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Think BLUE 환경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지난 25여년 동안 국내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정수장에 수처리 설비
를, 발전소에 취수설비와 폐수처리 설비를 턴키 베이스로 혹은 단품으로 설계, 납
품시공함으로써 정상의 위치를 다져왔습니다.
보다 완벽한 제품과 공정을 위하여 설계, 개발을 전담하는 자체 기술 연구소를 보
유하고 있으며, 제작설비 및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로 환경업체에서 가장 많은
제작 설비를 갖추고 자체 제작의 비중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또는 위탁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림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반 하는 것이고, 오늘날 환경적 요구사항
은 날로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력은 탁월한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상급의 설계, 제작
능력과 기술력,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효림은 보다 진보된 제품과 공정으로 환경
에 더욱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상하수도분야 ] 
▶ 상수처리(Drinking water treatment)

- LABIRINS 경사판 침전장치 -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 여과지 하부집수 시설 - 막여과 시스템
- KOWA-HYDROⓇ

▶ 하수처리(Sewage water treatment)
- 비금속 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 장방형 흡입식 2차 침전시설
- 원형 흡입식 2차 침전시설 - Hy-SD Process (총인제거 설비)

▶ 쓰레기 투입설비(Automated Waste Collection facilities)
-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투입설비

▶ 호소정화/PSI/해수담수화/PICAF(Others)
- ADS호소 정화시스템 설비 - PSI
- 해수담수화 및 해양 심층수 개발 - PICAF™ 침전지

[ 플랜트분야 ] 
▶ 수처리 설비(Water Treatment System)

- 순수처리 설비 - 해수담수화 설비
▶ 폐수처리설비(Wastewater Treatment System)

- 발전폐수처리설비 - 탈황/탈질 폐수처리설비
▶ 취수 설비(Intake Facility)

- Bar screen / Grab Type Rake - Traveling Band Screen
- DRUM SCREEN - 회전 스크린용 비금속 바스켓
- Stop Gate & Lifting Beam & Storage Frame

▶ 수문 설비(Hydrolic Gate Facility)
- Roller Gate - Radial Gate

인증및획득마크

▶ ASME "U" Stamp,  ASME "PP" Stamp
▶ ISO 14001, ISO 9001 ▶ 공급업체 등록증 2종
▶ 유자격 공급자 등록증 6종 ▶ 기자재 공급자 등록증
▶ 특허등록 15종 ▶ 실용신안등록 11종
▶ 막모듈 단체표준 표시 인증(상하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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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특
별
관

제품및공법소개

주요사업분야

1. SKID
▶ SKID 장치는 다양한 종류의 유입수를 일정한 처리수질을 유지 하도록 해준다. 유입원

수의 수질에 따라 기존 처리 공정과 병행 처리하거나 막 단독공정으로 처리 할 수 있
는 장치이다. 

▶ 유입원수의 탁도의 변동이 심할 경우 적절한 운전방법을 선정하여 자동운전 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 중·소형 정수장의 시설용량 증설이나 개량에 적용하거나 고도정수
처리에 적합한 장치이다.

▶ 적용분야 : 중수도 / 고도정수처리 / 기존시설 용량확장

▶ 상하수도 기자재, 막여과 설비
▶ 발전소 취수 스크린, 용,폐수 처리 설비
▶ 호소, 하천 정화기술
▶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 토양 정화 및 지하수 정화기술

면허

▶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기계설비 공사업
▶ 전기공사업 ▶ 강구조물 공사업
▶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대기방지시설업
▶ 토양정화업 ▶ 지하수 정화업

2. Ultrasource Ⓡ
▶ UltrasourceⓇ 는 한외여과막 (UF Membrane)을 이용하여 정수 및 미생물까지 제거하

여주는 소형화 및 자동화된 장치이다.
▶ UltrasourceⓇ 장치는 3~10㎥/h 까지 모듈의 수량별로 4가지 용량으로 구분되는 새로

운 개념의 장치이다. 이 장치는 표준 생산품으로 운전 및 유지관리의 모든 장점을 단
일화시킨 일체형으로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이다.

▶ 자동 제어장치는 UltrasourceⓇ 의 모든 장비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운전 될 수 있도
록 해주며 공공시설 및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으로 운전될 수 있게 설계되
어 있다. 유사한 예로 운전자의 기술 수준에 맞게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UltrasourceⓇ

는 운전할 수 있다.

3. Ecoskid™

▶ Ecoskid™는 비교적 유입수의 수질이 안정적이고 탁도가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 장치
의 공정이 간편하고 관리자가 쉽게 점검 할 수 있고 소비전력 및 관리비가 매우 경제
적이다.

▶ 모든 장치가 규격화되어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고 소요 공간도 매우적다.
▶ 적용분야 : 지하수 / 저탁도 표류수 / 복류수

4. Rack-Skid
▶ 단일 모듈당 여과 면적이 넓어서 모듈 수량을 최적화 할 수

있고 처리수의 수질이 안정적이다. 대형 정수장의 고도처리
공정에 적용 할 수 있고 막설비의 대형화에 맞추어 개발된
최신설비이다.

▶ 적용분야 : 중·대형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 강릉시 정동진 정수장
(400㎥/일 2006.11 준공)

● 양평군 양평 정수장
(10,000㎥/일 2011. 준공 예정)

● 양평군 양동정수장
(1,000㎥/일 2005 준공)

● France Orleans(18,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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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홍보관·기타

http://www.wak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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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편의상 (주)는 생략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340 2011 WATER KOREA

시장 강 운 태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TEL.(062) 613-6012
FAX.(062) 613-6019

http://water.gjcity.net

BOOTH No. F12-1

광주의 미래와 함께 상수도는 발전해 갑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는 1920년 제1수원지를 수원으로 1일 800톤의 소규모로 시작
한 이후 89년이 지난 오늘에는 1일 78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 고 동복호, 주
암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거대한 상수도 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으
로써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믿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주관 전국정수장 운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시 용연정수장이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수돗물임을 입증하 고, 맑
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완료로 직접배수방식에
서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장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시내 전지역 균등수
압유지로 공급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 습니다.

빛의 도시 광주를 떠오르게 하고, 빛이 물에 투 된 모습이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
는「빛여울 水」가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브랜드로 선정되어 2007년 9월부터 생산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병물 생산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품질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비상급수와 공공기관에서 주재하는 주요행사나 회의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센다이시로 지원,
20010년 우리시에서 개최된 세계 光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세계 각 지역
및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에게「빛여울 水」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인식제
고와 함께 높은 호응도를 보 습니다.
앞으로「빛여울 水」는 시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갈 예정이며, 시
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급수현황

1,467,996 1,459,175 540,875 536,742 132,369 99.39 780,000 319

급수전
(전)

보급률
(%)

생산용량
(㎥/일)

1인 1일
급수량(ℓ)

인구 가 구

총수 (명) 급수 (명) 총 수 급 수

(2010년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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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1. 각화2배수지 신설
▶ 수도정비 기본계획에(2001.8) 의거 용연계통 급수구역 송·배수 방식인 직접

급수방식을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송수관 부설 및 배수지 신설
▶ 균등수압유지 및 배수지체류시간 증가로 안정적 급수
▶ 일부 고지대 출수불량 민원해소
▶ 배수지 상부 체육공원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친근한 상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

2. 노후상수도관교체사업
▶ 관종류에 따라 내구연한(20~30년)이 경과된 관 중 누수 등 교체가 필요한 노후관을 선별·교체
▶ 2010년말 현재 총사업량 445Km 중 227Km 교체완료
▶ 2010년도 현재 유수율 : 82.80%

3. 철저한물관리종합시스템운
▶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상수도 전 공정을 24시간 감시통제
▶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사업장으로 제공
▶ 실시간 수도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최적 운 에 만전

1. 수질검사 현황

2.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검사

3. 상수도요금체계개선
▶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통한 요금의 현실화 추진

“정수장의 깨끗함을 수도꼭지까지…”

“시민만족의 상수도 행정 실시”

사
업
자
홍
보
관
·
기
타

<각화2배수지 전경>

구 분
원 수
정 수

수도꼭지

검사대상
동복호 등 25개 지점
정수장 등 4개 지점

관내 수도꼭지

검사항목
69개 항목
165개 항목

검사대상별 10개
항목

검사구분
주간, 월간, 분기
주간, 월간, 분기

정수장별 노후지역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수도꼭지
<용연정수장 전경>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항목수

수도꼭지 수질검사

정수장별 노후지역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수질검사 결과

시내전역 매월 230개소

시내전역 매월 8개소

시내전역 분기별 230개소

대장균군 등 7개 항목

철 등 10개 항목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

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100%)

<덕남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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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김 범 일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6-3
(이천동 439번지)
TEL.(053) 670-2137
FAX.(053) 670-2119

http://www.dgwater.go.kr

BOOTH No. F12-1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9월1일 대구시 상·하수도국에서 분리하

여 상수도의 전문화를 위해 설치된 시 산하의 외청 기관으로, 5개 정수장에서 1일

164만톤의 수돗물 생산 시설을 갖추고 251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

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 수질 정보공개 서비스, 수〔水〕운 종합정보센터

구축,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 설치, 매곡·문산 정수장에 오존 접촉 및 활성

탄여과시설을 갖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 하는 등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최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

2,532 2,527 99.8% 310ℓ(생활)

1인1일
급수량(ℓ)보급율급수인구

(천명)
총인구
(천명)

평균생산량(천㎥/일)

공업용수

136

생활용수

785

계

921

주요시책

1. 경북·대구권맑은물공급사업추진
▶ 낙동강 상류 1급수를 경북·대구 광역취수원으로 공동 활용
▶ 계획취수원 : 감천 합류점 직상류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
▶ 계획취수량 : 95만㎥/일 (대구62, 구미 등 경북지역 33)
▶ 사업기간/사업비 : '11 '̃15 / 6,190억원

2. 마을단위음용천연암반수개발
▶ 비상급수 확보와 평상시 건강음료 제공
▶ 사업규모/사업기간 : 대구 전역 29개소 / '10. 6 ~ '11. 9
▶ 사 업 비 : 60억원(국비 30, 시비 30)  
▶ 천연암반수 개발·이용에 따른 조사용역 시행

- 사업비 / 사업기간 : 300백만원 / '11. 3 ~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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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3. 공산댐수질개선사업
▶ 공산댐 수질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496백만원/'10. 6. 15 ~ '11. 12. 6
- 용역개요 : 오염부하량 조사, 우?오수 분리시설,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 등 설계
▶ 공산댐 수질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 : '11. 12. 6
▶ 공산댐 수질개선사업 시행 : '12. 1~'13. 12

- 비점오염원 유입방지시설, 우·오수 분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4. 수(水) 운 종합정보센터구축
▶ 통합적 관리·감시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체계 마련
▶ 기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수질정보, 유량정보 등) 통합 운

- 각 정수장, 배수지·가압장의 취수·정수·공급 상황 정보 통합
▶ 사업기간/사업비 : '11. 1 ∼ '12. 12/ 1,746백만원

('11년 560, '12년 1,186)
▶ 설치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5층

5. 매곡·문산정수장전오존처리시설설치
▶ 전·후오존 시설완비로 미량 유해물질의 정수처리 효율 극대화
▶ 규 모 : 전오존처리시설 75만㎥/일 (매곡 58, 문산 17)
▶ 추진기간 : '09. 8 ~ '12. 12
▶ 사 업 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6. 공산정수장막여과처리시설설치
▶ 고도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병원성 미생물 제거에 효과
▶ 규 모 : 막여과시설 4만㎥/일
▶ 추진기간 : '10. 3 ~ '12. 12
▶ 사 업 비 : 20,400백만원(국비 14,280, 시비 6,120)   
▶ 노후관 개량사업 중점 추진

- 규모/사업비 : 정비·갱생 및 교체 3,778㎞/3,148억원
- 사업기간 : 1990 ~ 2014년

7. 체계적인유수율관리
▶ 배수관망 구역화(Block System)사업 추진

- 사업규모 / 기간 : 621개소 / '02 ∼ '16
- 사 업 비 : 57,753백만원
- 2011년 추진계획 : 24개소(중구역12, 소구역12) 

▶ 누수 방지사업 추진
- 유수율 불량지역 소구역 누수탐사 : 39개소 821백만원
- 상수도 관로 1,880㎞, 복개천?하수본관 70.6㎞ 누수탐사
- 유량계 및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 유량계 24개, 원격감시 12개소

8. 경산시수돗물공급
▶ 급수협약 체결 : '09. 9. 24(공급량 일 50천㎥)

- 공사비용 : 경산시에서 전액 부담
- ㎥당 사용요금 : 고산정수장 전년도 결산기준 생산단가

▶ 2011년 추진계획
- 고산정수장~경산시 경계간 송수관 부설(800mm, 1.1km) :
'11. 1∼4

- 대구 수돗물 공급 예정 : '12. 1

9. 상수도요금격월고지제시행
▶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경 합리화를 위한 격월검침·격월고지
▶ 대상 : 월 100㎥미만 사용 수용가
▶ '10. 3월 동부·수성사업소 기 시행, '11. 7월부터 전면시행

10. 달성지역상수도공급시설확충
▶ 화원읍 구라교·현풍배수지간 송수관 부설공사

- 규 모 : 관부설 1,000~1,100㎜,  20.67㎞, 배수지 1·가압장 2
개소 확장

- 사업비 / 사업기간 : 35,069백만원 / '04 ~ '15년
- 2011 추진계획 : 관부설 2.13㎞ (사업비 2,983백만원) 

▶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대상지역 : 달성군‘면’지역 (4개면 28개 마을, 6,240명)
- 규 모 : 관부설 83㎞, 가압장 24개소
- 사업비/기간 : 14,200백만원(국비11,360  시비2,840) / 

'08 ~ '12  
- 2011년 추진계획 : 4개 마을 (593명), 관부설 10.6㎞, 가압장설

치 5개소

11. 신개발지상수도공급
▶ 성서 5차 산업단지 상수도 공급

- 사업규모 : 관부설 38.9km, 공업용수 배수지 1개소
- 사업비/기간 : 737백만원 / '09 ~ '12
- 2011년 추진계획 : 관부설 25.8㎞, 공업용수 배수지(2,500㎥)

설치 1개소
▶ 테크노폴리스 상수도 공급

- 사업규모 : 인입관로 6.9㎞, 공업용수 배수지 1개소(3,500㎥)
- 사업비/기간 : 8,820백만원 / '10 ~ '12
- 2011년 추진계획 : 관로 4.57km, 배수지 1개소 / 5,700백만원

사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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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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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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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염 홍 철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울길 134
(갈마동 413)
TEL.(042) 530-0128
FAX.(042) 530-0200

http://www.waterworks.daejeon.kr

BOOTH No. F4-1

한국의 신중심도시‘대전’수돗물도 전국 으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34년 판암정수장을 준공하면서 근대적인 상수

도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 고, 2005. 10. 7 신탄진정수장 준공으로

단일 취수원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으며 송촌·월평·신탄진·회덕정수장 등 4

개 정수장에서 1일 135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특히 2007. 3. 2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전의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협약

체결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경 방침

▶ 경 기반 혁신
▶ 명품 수돗물 생산
▶ 정돈된 조직 운

일반현황

▶ 기구 : 2부 (경 ·기술부) / 10개사업소 (정수3, 시설관리1, 연구1, 지역5)
▶ 정원 : 344명 (일반 155, 연구11, 별정7, 기능171)

급수현황

대전광역시

<대청호반 전경>

1,504 1,497 99.8 350

1인1일
급수량
(ℓ)

보급율급수인구
(천명)

총인구
(천명)

평균생산량(천㎥/일)

공업용수

27

생활용수

497

계

524

<월평정수장 전경> <신탄진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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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허 남 식

주소(상수도 사업본부)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로 1487 
(양정 2동 273-20번지)
TEL.(051) 국번없이 121  
FAX.(051) 669-4319

http://www.waterworks.busan.kr

BOOTH No. F12-1

부산 상수도의 깨끗한 세상 만들기
푸른자연과 깨끗한 물, 부산상수도가 만들어갑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는 전국 최초의 상수도로 1894년 부산의 근대적 상수도 기원이

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에 집수제언(자연여과장치)을 구축하여 대청동배수지를

통해 공용전 70개소에 급수를 시작하 고, 지리적으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수 9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보다 원수수질

이 나쁘며,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전국 최초로 오존처리 및 입상활성탄 여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목표

▶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추진방향

▶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 및 철저한 수질관리
▶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추진 및 최적의 수돗물 공급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경 개선과 원가절감으로 건전재정 확보
▶ 상수도 행정 홍보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급수현황

부산광역시
<법기수원지 전경>

3,600,381 3,595,780 99.9% 301ℓ

1인 1일
급수량(ℓ)보급율급수인구총인구

1일 평균 생산량

공업

68,279

생활

1,015,159

계

1,083,483

<덕산정수장 전경> <명장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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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위 치 : 부산 기장군 대변리 산16-1번지 (A=45,845㎡)

■시설 규모 : 45,000㎥/일

■사 업 비 : 1,879억원(국비 823, 지방비 350, 민자 706)

■사업 기간 : 2010.  7 ~ 2013. 12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조감도

단일 트레인
세계최대 규모 ➞

해수담수화 R&D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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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http://arisu.seoul.go.kr  

BOOTH No. F12-1

맛있고 건강한 물 서울의 자랑 아리수!
1906년 8월에 미국인 콜브란과 국인 보스트위크가 뚝도정수장 시설 공사를 착

공하여 1908년 9월 1일에 서울시민에게 최초로 수돗물을 공급한 지 올해로 103년

이 되는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 주요 선진도시에 손색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우수

한 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대표적 경 지표인 유수율이 93%를 넘고 노후 수

도관의 95% 이상이 교체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수준의 155개 항목에 대

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로 세계적 권위의 공중보건 인증기관인 NSF 및 미국 최고의

제품 검증기관 UL로부터 수질 안전성을 인증 받았으며, 특히 2009.6월에 UN으로

부터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질정보시스템(Water-Now System)을 통해 언제 어

디서든 시민고객이 직접 우리집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투명하고 신뢰

성 있는 고객지향의 서비스”로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 습니다.

또한, 정부 국무회의, 국회, 기타 공공기관은 물론 대통령도 음용수로 마시는 물로

중국 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쓰촨성 지진 피해지역, 그리고 대만 태풍 피해지역에

도 음용수로 지원 하는 등 이제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아리수 비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고객에게 세계 최고의 품

질을 가진 수돗물을 공급하고, 독자적인 기술력도 축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으며, 최상의 고객서비스 및 유수율도 세계 최고 수준인 94%까지 올릴 계획이다.

생산시설

▶ 총 460만 톤/일 (정수장 6, 취수장 5)
▶ 2010 생산량 : 일평균 327만톤, 최대 368만톤

급수시설

▶ 상수도관 : 13,846㎞
▶ 배 수 지 : 103개 소 236만 톤
▶ 가 압 장 : 199개 소
▶ 급 수 전 : 1,960천전 10,457천명

조직및인력

▶ 조 직 : 5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7센터
▶ 인 력 : 정원 2,088명 / 현원 2,089명

서울특별시 <최첨단 정수시설 - 등포 아리수정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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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맛있는아리수4개년계획

“수질, 공급체계, 서비스 등 3대 핵심 분야 18대 프로젝트 추진”

1. 수질관리강화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및 기준 준수

방안 수립
- 건강관련 3항목, 맛 관련 6항목 등 9개 항목의 가이드라인
설정

▶ 염소 분산주입 시스템도입 냄새는 줄이고 맛은 더 좋게
( ’12년까지 12개소 )

▶ 신종 미량물질 검사 항목 확대(98항목 → 109항목)로
수질관리 강화

▶ 고도정수시설 6개 정수장 ’14년까지 연차적 도입
( ’10년 등포 도입)  

▶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 완료( ’11.9.5 이전 통수식)
▶ 수질정보 실시간 도로 전광판 표출 추진

- 탁도, 잔류염소 등 5항목에 대한 수질정보 공개

2. 건강한물위한‘공급체계개선’
▶ 가정용 옥상 물탱크 ’14년까지 전면 철거
▶ 2011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8천 세대 지원...

’14년까지 100% 교체
▶ 수도관 교체·보수공사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 대형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13년까지 완료
▶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 90( ’06) → 93.4( ’10) → 94( ’12)
▶ 최첨단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완공 및 운 ( ’11년)

3. 다양한서비스로시민만족도향상
▶ 어린이·노인정 등 취약시설 수질 관리 특별서비스 실시
▶ 초·중·고등학교 아리수 음수대 확대 설치

-’06년 ~ ’11년 11,531개, ’12년 ~ ’14년 7,500개
▶ 수돗물 사용량 및 요금, 문자 (SMS) 및 e-MAIL 안내 서비스 개시
▶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및 포인트 결제 실시
▶ 수도요금세대분할 신청, 전화 인터넷 서비스 개시
▶ 아리수 정수센터 체험 활성화 및 클린 환경 조성

사
업
자
홍
보
관
·
기
타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아리수 품질확인제>

<맛있고 건강한‘아리수’>



350 2011 WATER KOREA

시장 박 맹 우

주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27-1
TEL.(052) 211-6500  

http://water.ulsan.kr

BOOTH No. F12-1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에코폴리스 울산, 115만 울산시민의 생명수, 바로 울산의
맑은 수돗물입니다.
건강한 삶, 웰빙 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의 수돗물은 양적 보급보다 질적 향상 즉
안전한 물을 지나 보다 맛있는 물,  보다 쾌적한 물을 요구하고 있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수돗물은 생명수’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하고 깨
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수돗물은 회야, 사연, 대곡, 대암 등 4개 댐의 원수와 일부 낙동강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 하루 33만톤씩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6.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수질은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고품질의 수
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앞으
로 광역 상수원의 청정수원을 추가확보하고 완벽한 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입
니다. 

정책목표

▶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추진방향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청정수원 확보와 완벽한 수질관리
▶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생산시설 개량 및 확충
▶ 유수율 제고사업 집중투자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경 개선

일반현황

405,501

세대수

1,142,341

인구수

389,047

세대수

1,103,670 315 96.6 87.6 286

인구수
급수량
(천㎥/일)

보급률
(%)

유수율
(%)

1인 1일
급수량 (ℓ)

('10. 12. 31. 현재)

총 인구 급수인구

시설현황

2

개소

550천㎥/일

규 모

정 수 장

15 22

개소 개소

433천㎥/일 190천㎥ 2,651

규 모 규 모

가 압 장 배 수 지 관 로
(㎞)

<천상정수장 전경> <회야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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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 조성> <수질검사> <정수장 중앙감시실>

1. 풍부한상수원
▶ 유효저수용량 총 70,510만톤(회야댐 1,770 / 사연댐 2,000

/ 대곡댐 2,780 / 대암댐 500)의 식수댐이 있어 낙동강 원
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양질의 수돗물을 최소 6개월 동안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청정 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2. 댐상류수원보호
▶ 회야·대곡댐 상류지역 모든 오·폐수는 정 한 시스템에

의거 하수차집관로를 통하도록하여 근원적으로 수원으로
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 외 오염원에 대하여는 인공습지(수
초)를 통한 수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댐 주변 및 수중
환경정비, 불법어로행위 단속 및 유류 유출사고대비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수질개선을위한인공습지조성
▶ 댐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초(인공습지)를 2003년부

터 172,989㎡ 규모로 조성하여 수질 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4. 댐상류원수수질검사
▶ 상수원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위

하여 댐상류 하천수는 매월 2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댐내 지점별, 수심별 3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
다. 

5. 고도정수처리된최상의수돗물
▶ 일반 정수처리 후 맛이나 냄새 유발물질, 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hential), 색도, 암모니아
성 질소, 페놀, 벤젠, 톨루엔 및 각종 농약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과학적인 정수처리 시스
템으로, 회야정수장 27만톤/일, 천상정수장 6만톤/일을 고
도정수 처리하고 있다.

6. 오존 (O3)처리
▶ 오존의 강력한 산화(살균)력을 이용하여 수중의 미량 유기

물질(맛, 냄새, 트리할로메탄, 내분비 장애물질 등)과 무기
물질(색도유발, 조류, 망간 등)을 완전히 산화시키며, 또한
오존은 후속공정 생물활성탄 흡착제거에 효율을 증대시키
는 공정

7. 엄격한공정관리
▶ 원수유입부터 송수과정까지의 정수처리 전과정을 첨단 감

시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기록·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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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송 길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TEL.(032) 720 - 2124
FAX.(032) 720 - 2129

http ://waterworksh.incheon.kr

BOOTH No. F12-1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여, 맛·냄새 유발물질 및 표준 정수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의 제거를 통해 최고품질의 맛있는 수돗물 생산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 깨끗하고 맛있는 미추홀참물 공급
▶ 미래용수 수요를 대비한 계획적 시설확충
▶ 상수도 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미추홀참물 신뢰도 제고

일반현황

▶ 기 구 : 3부(10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9지역사업소
▶ 정 원 : 843명(일반297, 연구19, 별정4, 기능375, 기타148)
▶ 예산규모 : 301,900백만원

급수현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2,808 2,753 98.0% 344

1인 1일 급수량
(ℓ)

보급율
(%)

급수인구
(천명)

총인구
(천명)

2010 생산량
(천㎥ / 일) 

최 대
1,049

평 균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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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석> <종합상황실>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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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김 건 호

본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TEL.(042) 629-2803
FAX.(042) 629-2849

http://www.kwater.or.kr   
e-mail : kaby1313@kwater.or.kr

BOOTH No. F6-1
회사소개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 K-water!
1967년 창립 이래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관리에 헌신해 온 K-
water는‘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세계적 물 전문기업
으로의 도약을 위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K-water의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물로 인한 재난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혜택을 넉넉하고 고르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 미래지향 : 물의 시대를 주도하는 녹색선도기업
- Post 국책사업, 5대 전략사업 집중 육성
- 기후변화 대비 물 공급기반 안정성 강화 - 선진 조직문화 구축

▶ 현장중시 : 물에 관한 최고의 서비스 기업
- 현장 착형 경 시스템 구축 - 재해·사고 등 위기대응시스템 혁신
- 고객·지역·국민 등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 내실강화 : Global 경쟁력을 지닌 물전문기업
- 국책사업 투자비 회수 등 재무건전성 강화
- 미래시장을 선도할 로벌 경쟁력 확보 - 기본에 충실한 투명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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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풍부한수자원확보로물부족과가뭄에대비

2. 수질개선과생태복원을통한건강한하천만들기

3. 수변공간조성으로주민을위한복합문화공간재창조

4. 강중심의다양한연계사업으로지역발전에기여

1. 친환경적운송수단으로저탄소녹색물류실현

2. 평상시뱃길, 홍수시방수로로이용하여홍수예방

3. 새로운친수문화공간조성 (수향8경, 파크웨이등)

4. 다양한친환경수변문화로레저·관광의뉴패러다임제공

5. 지역경제활성화와국가경쟁력강화

사
업
자
홍
보
관
·
기
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물길! 새로운대한민국의녹색패러다임경인아라뱃길⊙

<7공구> <강정보> <함평2지구>

<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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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 승 환

본사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TEL.(032) 590-4000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시설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리더스빌딩 6층
TEL.(031) 701-9315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666-3 가운드림프라자 3층
TEL.(031) 590-0612~22 

남지역본부 환경관리·시설처
부산 북구 던천 1동 365-1 / T (051) 366-3605~6

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경남 김해시 화목동 313-1 / T (055) 320-0300

호남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6-2 / T (062) 949-0700

충청지역본부 환경관리·시설처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806 텐폴드프라자 7~8층
T (042) 939-2300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77 / T (041) 860-7715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2층
T (02) 3153-0572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2-3 / T (033) 240-9500

경북지사
대구 달서구 대천동 900-1 / T (053) 591-7341~4

전북지사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8 제2산업단지 16블럭
T (063) 530-0881~5

충북출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KT빌딩 6층
T (043) 219-6401

제주출장소
제주도 제주시 일도 2동 357-15 대동빌딩 2층
T (064) 722-6542

http://www.keco.or.kr

BOOTH No. F6-2
공단소개

▶ 개 요
- 설립연도

● 2010. 1. 1. (구)한국환경자원공사와 (구)환경관리공단 통합
- 구분

● 준정부기관
- 설립목적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
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한국환경공단
법 제 1조)

- 조직현황
● 6본부 17처 3실 4지역본부 4지사 2출장소

▶ 기관연혁
- 1980.9 한국자원재생공사 설립
- 1987.3 환경오염방지사업단 설립
- 1987.11 「환경관리공단법」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 →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04.7 「한국환경자원공사법」제정

(한국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 2008.8 양 기관 통합결정 (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2009.2 「한국환경공단법」제정·공포

▶ 주요기능 및 역할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대응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구개발·지원
-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환경복합시설 설치·운
-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평가 관리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
-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지원사업



357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한국환경공단물환경개선사업현황

1. 상·하수도시설개선확충및환경기술진단·지원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 상·하수도 설치·지원
▶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 (www.waternow.go.kr)
▶ 상수관망선진화사업
▶ 지방상수도 운 효율화 등 물산업진흥지원

공공환경시설의 운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쾌적한 물환경을 제공합니다.
▶ 상하수도시설 기술 진단 및 지원
▶ 악취 기술진단 및 악취물질 시험·분석
▶ 생태독성관리제도 운 (http://biowet.or.kr)

사
업
자
홍
보
관
·
기
타

2. 생태복원및토양·지하수오염정화
훼손된 수변구역 및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수질을 포함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합니다.
▶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생태복원사업
▶ 생태하천복원 및 비점오염원저감사업
▶ 산업, 분뇨 및 축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원

토양·지하수의 오염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고 적정 관리 및 보전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합니다.
▶ 토양환경평가 및 정 조사
▶ 오염토양 정화 및 검증
▶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
▶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개선 및 운 ·관리

3. 4대강살리기사업수질오염방제지원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흙탕물 발생, 
수질 및 수생태계 훼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예방 및 방제체계를 구축·운 합니다.
▶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운
▶ 상수원 및 4대강 수질자동측정망 운 ·관리
▶ 수질원격감시체계 (TMS)구축·운 (http://www.watert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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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유지관리류

http://www.wak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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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이엔지

베올리아워터

솔루션스앤테크놀로지스코리아

베올리아워터 코리아

수자원기술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탑전자산업

한국하수도조사협회

환경보전협회

※ 편의상 (주)는 생략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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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서 석

본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6층
TEL.(02) 745-2111
FAX.(02) 3672-2012

공장
경기도 양주시 양주군 가납리 445-7 
TEL.(031) 836-8832  
FAX.(031) 836-8831

http://www.rateceng.com    
e-mail : kult0203@hanmail.net

BOOTH No. G3-1
회사소개

국내 비굴착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환경과 인간을 존중하는 기업
(주)라텍이엔지는 선진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을 국내도입 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건설신기술(제

285호) 도입 및 관라이닝재 함침공장을 설립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을 시행하 습니다.

2005년 국내 실정에 적합한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을 환경부에서 신기술(환경신

기술 제128호) 인증을 받아 국내 비굴착 시장을 선도하 으며, 최근(2010년) 환경

부에서 기존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들에 비해 시공성 및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

시켜 신기술(제310호)를 인증받음으로써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성실시공으로 국내 비굴착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환경 사업분야에

서 신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환경전문 회사로 도약코자 합니

다.  

▶ 기술협력,계열회사
(주) 라텍환경기술

(주) 씨스이엔지

(주) 로터스지이오

(주) 나 성

취급제품소개

▶ 상하수도 설계, 조사, 시공
▶ 환경신기술 제 310호 B&G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환경신기술 제 128호 ACE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건설신기술 제 285호 SGT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특허청특허 제10-0915189호 PSP 세그먼트 공법
▶ 위와 관련된 장비임대 및 자재생산. 장비개발 및 시공

인증및획득마크

▶ 환경신기술 제 310호 B&G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환경신기술 제 128호 ACE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건설신기술 제 285호 SGT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특허청 특허 제 10-0615421호
▶ 특허청 특허 제 10-0685668호
▶ 특허청 특허 제 10-0761923호
▶ 특허청 특허 제 10-0942008호
▶ 특허청 특허 제 10-0915189호

(주)라텍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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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B＆G 비굴착전체보수공법
▶ 땅을파지 않고 노후된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 ! (적용대상 250mm ~ 2500mm)
▶ 시공성 및 내구성증진과 안전성확보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환경부 신기술 인증의 기술력으로 단 1회 시공으로 50년의 내구성

을 지닌 현장경화관을 생성시킨다. 

설
계
시
공
유
지
관
리
류

1. 사전 준비작업 2. 자재생산작업 3. 비굴착 전체보수 시공

4. 시공마무리(연결관 개통작업) 5. 시공전 관거 내부전경 6. 시공후 관거 내부전경

1. PSP세그먼트 준비작업 2. PSP 세그먼트 조립작업 3. PSP세그먼트 충진제 교반작업

4. PSP세그먼트 충진제 주입작업 5. 시공전 관거내부 전경 6. 시공후 관거 내부전경

2. PSP 세그먼트공법 (관거제관공법)
▶ PSP 세그먼트(갱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 기존관 내부에 조립하고 PSP세그먼트용 충전재를 주입하여

기존관과 일체화된 복합관을 구축하는 신기술 공법 (적용대상 : 800mm이상의 모든 형상의 관거)



362 2011 WATER KOREA

BOOTH No. G4-1

대표 프레데릭루카스

본사
TEL.(02) 3147-1593
FAX.(02) 3147-1553

http://www.veoliawaterst.co.kr
e-mail : vws.korea@veoliawater.com

회사소개

베올리아워터솔루션스앤테크놀로지스코리아 (구: 베올리아워터시스템즈코리아)

는 세계적인 환경분야 선두주자인 베올리아워터솔루션스앤테크놀로지스의 자회

사로 2001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수도 설비 및 서비스, 산업용 공정수, 산업용 폐수 처리 및 재이용

설비, 도시하수처리장 및 소각로설비. 특히,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 당사는 설비

및 확장 공사까지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Actiflo

▶ Biostyr

▶ Hydrex

베올리아워터
솔루션스앤테크놀로지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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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시
공
유
지
관
리
류

국내주요사업실적

1. 지방자치단체
▶ 인천시 : 송도하수처리장. 시설용량 : 30,000㎥/일
▶ 적용공법 : Multiflo™ : 경사판을 이용한 고속침전지 (SS제거)

Biostyr™ : Biostyrene 담체를 이용한 생물막 공법 (BOD, COD,T-N 제거)
Actiflo™ : 미세모래(Microsand)를 이용한 초고속 경사판 침전장치 (SS 및 T-P 제거)

▶ 인천시 : 만수하수처리장. 시설용량 : 70,000㎥/일
▶ 적용공법: Azenit™: 산화구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시설 (BOD, COD,T-N, T-P 제거)

2. 산업체
▶ Actifloc™ Package (Actiflo+MMF) : 초고속 경사판 침전지 + 다층여과

- 하이닉스 이천공장 (정수처리), 금호미쓰이 여수공장 (정수처리) 등

▶ Multiflo™ : 고속 경사판 침전지
-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 두산중공업 알수아이바 해수담수화 설비

▶ MBBR™ : 담체를 이용한 고속생물반응조
-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 XIGA™ : UF 멤브레인 시스템
- 보해소주 장성공장, 실트론 구미공장 등

▶ Hydrex™ : 보일러용수, 냉각수 및 폐수의 약품처리
- 대산석유화학(LG 호남), 하이닉스(이천, 청주, 구미), 금호석유화학(울산, 여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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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스타보미게스
Gustavo MIGUES

본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10층
TEL.(02) 2259-2920 
FAX.(02) 2259-2990

http://www.veoliawater.co.kr 
e-mail : communication@veoliawater.co.kr

BOOTH No. G4-1
회사소개

베올리아앙비론느망의 자회사인 베올리아워터는 세계 선두 물관리 기업으로서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고객들에게 총체적인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베올리아워터는 67개국에 걸쳐 약 96,26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 세

계 인구의 1억 7천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21억 3

천만 유로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베올리아워터는 서비스, 가치, 책임감의 세 개 분야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며 고객에게 지속적인 고품질의 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올리아워터 코리아 연혁
1999년 11월 비벤디워터대표 사무소 설립
2000년 3월 LG/호남 석유화학(구 현대석유화학) 프로젝트 체결

비벤디워터 코리아 설립
2001년 3월 하이닉스 프로젝트 체결
2001년 12월 인천 송도-만수 BTO 프로젝트 체결
2001년 12월 우수 외국인 투자 회사로 임명 대통령 표창 수상
2003년 5월 베올리아워터코리아로 사명 변경
2004년 10월 여수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프로젝트 체결
2004년 12월 우수 외국인 투자유치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2005년 4월 인천광역시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준공
2005년 10월 여수 금호폴리켐 프로젝트 체결
2005년 12월 울산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프로젝트 체결
2006년 12월 하이닉스 프로젝트 계약기간 기존 12년에서 17년으로 5년 연장
2007년 4월 울산 금호석유화학 수지공장 프로젝트 계약 체결
2007년 7월 인천 송도-만수 프로젝트 통합경 시스템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인증 획득
2008년 7월 전 산업체 프로젝트 통합경 시스템

(ISO9001, ISO14001, OHSAS 18001) 인증 획득
(하이닉스, LG/호남, 금호 프로젝트)

2008년 9월 아산 동부제철 열연공장 BOT 프로젝트 계약 체결
2010년 3월 아산 & 인천 동부제철 냉연공장 AOT 프로젝트 계약 체결
2011년 6월 서울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체에서 통합경 시스템

(ISO 9001, ISO 14001 및 OHSAS 18001)인증 획득

인증및획득마크

▶ 2007년 6월 인천 송도?만수 프로젝트 ISO14001, ISO 9001, OHSAS18001의
통합 인증 (품질/환경/안전보건) 획득

▶ 2008년 7월 전 산업체 프로젝트의 ISO14001, ISO 9001, OHSAS18001의 통
합 인증 (품질/환경/안전보건) 획득

▶ 2011년 6월 서울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체에서 통합경 시스템 (ISO 9001,
ISO 14001 및 OHSAS 18001)인증 획득

베올리아워터 코리아
Veolia Wa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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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

1999년 국내에 설립된 베올리아워터 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수 처리 서비스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워터 코리아는 신규 처리장의 설계, 시공, 운 및 파이낸싱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유지 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9개 프로젝트 14개 사업장에서 총 34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수처리서비스
▶ 2001년 12월 베올리아워터는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파트너십으로 인천시 지자체가 시행하는 송도 만수 지역 하수처리장의

시공 및 운 의 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시설은 약 110만 평방미터 부지에 건립되어 일 1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2005년 4월 준공 이후, 20년간 약 33만 명의

송도 만수 지역 주민들에게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인천은 하수도 분야에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민간 외국기업과 BTO(build, Transfer, Operate) 계약을 맺은 도시입니다.

2. 산업체수처리서비스
▶ 베올리아워터코리아는 2000년도 이래 LG/호남 대산석유화학를 비롯한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하이닉스 반도체, 

동부제철에 산업용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호남 대산석유화학에는 공정수, 냉각수 및 음용수를, 
하이닉스 반도체에는 폐수처리, 음용수 및 초순수를 그리고 금호그룹과 동부그룹에는 냉각수와 폐수처리 서비스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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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 하수처리장> <금호 여수 폴리켐> <LG/호남 대산유화>

<하이닉스 이천 프로젝트> <동부제철 아산 열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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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6-1
회사소개

국내 최고의 수자원전문 종합엔지니어링 회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댐·발전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공, 운 관
리, 유지보수는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24시 긴급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수자원전문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1986년 창립 이래 체계적인 점검정비 프로세스를 통하여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자원기술㈜는 그 동안 쌓아온 점검정비 기술의 노하우
를 바탕으로 수자원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시장을 선도하 으며, 정수장 운 , 건
설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기술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펼쳐 나가
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부터는 해외 수자원사업에도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수
자원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취급제품소개

▶ ISO인증 : ISO 9001, ISO 14001
▶ 신기술인증(국토해양부) : 

- 신기술 제565호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 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 제거, 밸브 교체 장치 기술

- 신기술 제584호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
▶ 특허 : 등록 41건, 출원 15건

- 수차발전기의 브레이크 분진 집진장치 - 배관 플랜지용 누수 복구 장치
- 압력식 유송배관의 클리닝 장치 - 대형 배수관 연결용 조인트 어셈블리
- 상수관로의 갱생공법 - 음용수관의 조인트 장치
- 상수관로 갱생용 무인 세관차량 - 급속 공기밸브의 플로우팅 장치
- 상수관로 갱생용 무인 건조차량 - 착탈식 송/배풍기
- 상수관로 갱생용 무인 도장차량 - 부단수 관로 촬 장치
- 상수도관의 이탈방지용 압륜 - 부단수 밸브 교체장치
- 상수관로 복합세척 방법 - 부단수 관로 촬 시스템
- 상수관로 세척수 정화장치
- 3차원 초음파 이미징을 위한 2차원 가상 배열형 탐촉자
- 밸브실 내의 압력 조절기능을 갖는 출입장치 등

▶ 실용신안 : 차량탑재형 이동식 슬러지 건조장치, 수도관로용 무단수 관로 내시
장치 등 5건 등록

▶ 디자인 : 주철관용 이탈방지 압륜, 주철관용 이탈방지 압륜 고정 받침쇠

연구개발R&D

▶ 수자원기술㈜는 수자원시설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첨단장비를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Up-grade
▶ 점검장비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 발굴
▶ 신기술 및 실용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 개발 기술의 산업재산권화 및 신기술 획득
▶ 환경부 국책 연구 과제 수행 (Eco-STAR Project)

- 상수관로 보수·보강 - 로봇을 이용한 유지 보수
- 상수관로 정기적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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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공법소개

1. 수자원시설물엔지니어링
▶ 점검정비

- 최신 첨단장비와 숙련된 기술인력 그리고 점검정비유지관리시스템(CMMS)을
통하여 수자원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운 할 수 있도록 예측진단과 유지보수를
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 댐·발전시설 / 상하수도시설 / 지하수관측망시설 / 해수담수화 시설

▶ 운 관리
- 다년간의 정수장 및 수력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방
점검 및 예측정비를 실시하여 설비 고장정지 최소화로 운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

- 정수장 운 관리 : 서울시 배출수처리시설 운 관리 등
- 수문설비 운 관리 : 시화호 배수갑문 운 관리 등
- 소수력발전 운 관리 : 반변소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 관리 등

▶ 시설물 진단
- 기술진단 : 첨단장비와 전문기술인력의 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향상 및
수명 연장
● 펌프모터의 효율 측정, 종합진동분석, 레이저 축정렬 및 분석 등
● 전기설비 열화상 온도 측정 등
● 유수율 제고사업 및 관망관리분석 등

▶ 정 안전진단 :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 점검 및 정 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적, 
기능적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

● 댐·하천, 상하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 안전 진단
●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2. 건설공사
▶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

- 상하수도시설 설계 및 시공
- 관로설치 및 이설
- 노후관로 갱생
- 수차발전설비의 설치
- 정수장 불소화 사업 설계 및 시공

▶ 해외사업
- 지하수 개발사업
- 상하수도 설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 수자원시설물의 운 관리 기술지원

● 인도 리킴로 수력발전소 운 관리 기술지원
●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시범사업 기술지원

3. 신재생에너지사업
▶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 조력발전설비 설치
-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설치

▶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실적
- 광천, 반변, 운문소수력발전소 설계, 시공, 운
- 신천하수처리장, 하동댐, 담양댐, 백곡댐, 보령2수력발전소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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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2동 302-138

중앙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0-25번지
일흥스포타운 6층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중앙연구소
TEL.(02) 583-2737
FAX.(02) 583-0028

http://www.efmc.co.kr
e-mail : leekey@kolon.com

BOOTH No. G1-3
회사소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500여 개 하ㆍ폐수종말처리
장과 축산폐수ㆍ분뇨처리장, 매립장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1
위의 상하수도 통합운 회사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전
문기술인력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단순위탁운 을 넘어 포괄적 책임위탁운 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축척된 운 경
험과 기술력, 풍부한 전문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과 시공, 민간투자사업
까지 사업 역을 확대하여 수처리 관련 토털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금부터 코오롱워터앤
에너지(주)가 만들어 갑니다.

(SP-MON) Sewer Pipe Management & Operation Network 개요
▶ 오염발생원부터 하수처리장에 이르는 관거시설의 총괄적인 유지관리
▶ 하수관거 내의 유입/침입수 및 누수에 대한 신속한 대책수립 및 운 자

지침통보
▶ 하수관거 정비체계 구축으로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효과적

소프트웨어구성

▶ 하수관거 원격감시/제어 ▶ 유입/침입수 및 CSOs 분석기능
▶ 누수 및 원단위 산정기능 ▶ 경보기능 및 분석
▶ Data 수집/저장/검색 기능 ▶ 데이터 보정 및 백업기능
▶ 관거/계측기 유지관리 기능 ▶ 사업효과 검증기능
▶ GIS하수도 대장관리 ▶ 하수처리장 통합연계기능

제품및공법소개

1. 하수관거원격감시/ 제어
▶ 실시간 유량/강우량 모니터링 ▶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 네트워크 구성 및 통신 상태 모니터링 ▶ 데이터 송수신 현황 모니터링 수행
▶ 이상발생시 내용표시 → 계측설비, 서버, 네트워크 감시

인증및획득마크

▶ 특허 제0556058호 하수 관거 유량 측정 방법
▶ 특허 제10-0689844호 관거의 유입/침입수 실시간 감지, 분석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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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보기능및분석
▶ 임계치 및 기준치 설정을 통한 경고 대상 및 경고환경 설정

(SPC기법이용)
▶ 관거 이상시 경보 및 표시
▶ 이상 발생시 UMS(Unfined Message System) 기능을 통한

경고 상황 통보

2. 유입/침입수및CSOs 분석기능
▶ 유입/침입수 분석

- 물사용평가방법 - 일최대-최소유량 평가방법
- 일최대유량 평가방법 - 야간생활하수평가방법
- BOD 평가법

▶ CSOs 분석
- 강우오염부하 - 강우량/강설량

3. 누수및원단위산정기능
▶ 수질자료 입력시 유량데이터를 이용한 누수산정기능
▶ 건기시 및 우기시 오염부하량 산정
▶ 발생원단위 및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

5. Data 수집/저장/검색기능
▶ 강우량 및 유량 데이터 실시간 수집
▶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수집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 DB 저장
▶ 주요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로 가공
▶ 지점, 기간, 항목, 조건별 조회/검색
▶ 사용자조회 및 검색,출력 ▶ 각종보고서 작성

6. 데이터보정및백업기능
▶ 유량계의 축적되는 실시간 데이터 이상 유무판단 → 이상 발생시 보정 수행
▶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 백업 → 데이터 전송시 유실고려

7. 관거/계측기유지관리기능
▶ 관거 보수 우선순위 선정 및 보수계획수립
▶ 관거 유지보수비용 산출 및 이력관리
▶ 계측기 성능보정 일정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산출
▶ 종합적인 관거정보도출 → 관거보수 필요성, 비용, 보수효과

8. GIS하수도대장관리
▶ 표준 GIS 시스템의 공간 DB와 연계 →NGIS 표준포맷 사용
▶ 관거정비 변동사항 업데이트 ▶ 하수관망 세부 정보 도출
▶ 기초지리 정보 제공 ▶ GIS 미구축 지역→CAD 관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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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
분당테크노파크 C동 206호
TEL.(031) 702-7640
FAX.(031) 704-1797

http://www.tap.co.kr   
e-mail : tap@tap.co.kr

BOOTH No. G2-1
회사소개

환경사랑 정신과 프론티어 기술의 조화!
탑전자산업(주)는 1984년 창사되어 상하수관로 내부를 검사하는 자주로봇

CCTV-CAMERA시스템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에 주도적으로 보급해

온 비쥬얼 인스펙션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주력 상품인 로보캠은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 등 산업전반에 있어서 사람이 육

안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CCTV-CAMERA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검

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조사장비입니다. 

현재 일본, 중국,싱가폴,대만,홍콩,중동,아프리카지역까지 수출함으로써 좋은 품

질과 내구성, 편리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끊

임없는 신제품개발을 통하여 평면전개카메라시스템, 맨홀카메라, 산업용 내시경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탑전자산업은 앞으로도 환경사랑의 정신, 끝없는 연구개발의 정신으로 상하수관

로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취급제품소개

▶ 로보캠시리즈 : 각종관로 검사용 CCTV카메라 로봇시스템
▶ 프로캠시리즈 : 소구경관로 검사용 카메라시스템으로서 푸쉬로드형카메라
▶ 산업용 내시경 : 초소구경관로 검사용 카메라시스템
▶ 맨홀카메라
▶ 하수도 보고서 프로그램 : 파이프데이타
▶ LNG선박관로조사용카메라장비,수중카메라장비
▶ 써치탭 : 인명탐색카메라장비
▶ 하수관돌출물 커팅로봇장비
▶ 어안카메라 시스템

인증및획득마크

▶ NeT 인증 지식경제부 신기술 보유기업 인증서
(고압수관 내부촬 및 진단기술)

▶ ISO 9001:2008/KS Q 9001:2009  품질경 시스템 인증서
▶ ISO 14001:2004/KS I 14001:2004 환경경 시스템 인증서
▶ FCC 인증
▶ 하수관내 돌출플라스틱 절단장치 외 국내특허 15건, 대만특허 1건
▶ 레이저광을 이용한 관내부 측정시스템 외 국내실용신안 19건
▶ 하수관 내부조사용 카메라 헤드 외 국내 의장등록 16건
▶ Robo Cam외 국내상표등록 6건: 파이프데이타외 프로그램 등록 4건

탑전자산업(주)
TAP ELECTRONICS IND.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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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OCAM 5
▶ 본 시스템은 자주식 카메라 로봇과 주 조정 장치, 케이블 권취기 이러한 세 가지 파트

로 구성됩니다. 본 장비를 맨홀 등 투입구를 통해 관로에 넣고 외부에서 원격조정하
면서 관로내부의 상태를 상세하게 지상에서 관찰 및 녹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모델은 로보캠시리즈 중 최고 기능과 성능을 가진 모델으로서 관로내부에
장애물이 있어 전진이 어려울 경우 좌우구동이 되어서 장애물을 피해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줌카메라를 통하여 관로내부를 보다 면 하게 정 촬 을
할 수 있으며 자동 높낮이 기능, 카메라원점복귀기능,크루즈기능등이 탑재된 장비입
니다.

2. ROBOCAM 4
▶ 국내에서도 150mm 소구경관용과 그 이하의 검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150mm 소구경관 관로 측시촬 로봇 ROBO4 가 이용된다. 특히 이 기종은 국 향
권의 나라에 수출 주 종목입니다.

5. 맨홀카메라
▶ 본 시스템은 맨홀 자체 검색과 관로를 동시에 검색하는 장비로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

의 탐색봉에 결합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검색할 관 입구에 탐색봉을 위치하여 적절한 조명으로 맞춘 후에 줌카메라의 줌 기능

을 통하여 관내를 검색하는 장비입니다. 
▶ 관로내부를 검색하면서 촬 한 상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그 검색내용을 발주처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파이프데이타
▶ 파이프데이타는 하수관거검사 전용보고서 프로그램으로서, 녹화된 동 상 및 데이터

를 보고서작성, 통합관리, 검색, 상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세계최초의 온라인기반 하수도 보고서 프로그램이고, 기존에 업계에서 활용되던 에

이원프로, 시카스 등의 보고서프로그램을 파이프데이타로 통합시켰습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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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CAM 
▶ 60-100mm 지관 촬 이 가능한 푸쉬로드형 카메라 PROCAM은 가지관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4. 산업용내시경
▶ 8.5mm 직경의 초소형 카메라헤드에 6개의 LED조명으로 초소형관 검색에 적합합니다. 

(3mm카메라헤드직경 모델도 제작)
▶ 모니터링과 함께 저장장치를 통하여 실시간 동 상으로 저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저장 가능하다. 또한 저장된 파일을 삭재나 SD카드로 외부저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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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오퍼스 빌딩 250호
TEL.(02) 6406-8993

http://www.hasudo.or.kr   

BOOTH No. G3-2
회사소개

한국하수도조사협회에서는 하수관거 조사검사 분야에서 종사하시거나 관심 있

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국내의 하수관거 조사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2010년 3월에 환경부의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내부적으

로 업무 준비활동을 거쳐서 2010년 12월부터 정식으로 사무국이 편성되어, 업무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1. ‘하수관거 조사검사 자격증(등록증)’제도를 제정하여 하수관거 조사검사 분

야의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는 건설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 분야는 한국상

하수도협회의 인증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 전문기술을 개발하여 협회원간의 기술지원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개발된 기술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하수관거 조사 시장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3. 더 나아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자체가 지니는 환경보존과의 접한 관계를

확대하여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의 협회로 키워나가겠습

니다. 

우리 협회의 일원들이야말로 환경오염을 막는데 있어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찬동하시는 업체 및 개인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증및획득마크

▶ 당협회 보유 및 협약기술
- 하수관거의 구배 검사기술 (특허획득) 
- 대형박스관거의 구배 및 좌우굴곡 측량 기술 (특허출원중) 

▶ 현재 개발진행중인 기술 목록입니다. 
- 가지관 접합부 보수기술
- 하수관거 조사시 악취 분포도 측량기술
- 맨홀시설물 검사시스템

▶ 협회 회원사간의 기술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하수관거 검사기법을 개발,발전시
키고 있습니다. 협회 승인후 불과 1년여의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활동을 벌이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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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당협회의 보유 및 개발 기술로서 당협회의 정회원사는 지역협약사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기술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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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관거의‘구배 (기울기)’를측정하는기술 (특허획득)
▶ 본 기술은 하수관거의 일반 CCTV조사와 병행해서 관거의 구배를 측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기존 CCTV자주차 상단에 센서 및 로봇팔을 장착해서 관거의 구배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오폐수측정시 악취를 측정하여 분포도를 제작하는 기술, 가지관 접합부 보수 기술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 대형박스관의방향및구배를측정하는기술
▶ 육안조사시 컴퓨터와 연결된 특수센서 및 기기를 배낭에 매고서, 관거의 굴곡 방향 및 구배를 측정하는 기술로, 조사내용의 녹

화동 상과 함께 구배 및 굴곡방향 정보가 컴퓨터 데이터로 저장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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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손 경 식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빌딩 6층
TEL.(02) 3407-1540~3
FAX.(02) 3407-1598  

http://www.epa.or.kr
http://www.envex.or.kr
e-mail :  envex@epa.or.kr

BOOTH No. G1-1
설립근거& 목적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6일 설립에 설립 되었습
니다.

▶설립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
로써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 조 직
- 본 회 : 4처 12과
- 지역협회 : 11개 지역협회, 1국 2과

▶ 임원현황 : 총 18인
- 회장 (손경식/대한상의회장)
- 사무총장 (장규신)

▶ 직원현황 : 총 130명
▶ 회원현황 : 총 7,647개사

주요사업

▶ 대국민 홍보사업
- 환경의 날 기념식 주관
- 후수환경도서 공모 인증사업
-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사업
- 한강 수중정화 활동
- 생물자원 그림그리기 대회 등

▶ 교육사업
- 시민환경교육(환경교육 포털사이트 운 , 에
코 아카데미 운 등)

- 환경기술인 교육(법정 환경교육, 
환경성적표시 인증심사원 교육 등)

▶ 국제환경전시사업
-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ENVEX) 주최
- 해외 환경전시 및 교류사업

▶ 생태복원 및 조사연구사업
- 한강수계 수변구역 생태복원 및 관리사업
- 환경기술 조사 측정사업

▶ 기업지원사업
- 기업체 현장 환경기술 지도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환경정보 제공
- 환경정보지 격월 제공
- 환경정책 세미나 및 법규 설명회 개최
- 우수 환경산업 현장 시찰
- 기업지원 상담 전문자문위원 운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 자제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사업 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검증 센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대기환경측정 이동차량>

<환경기술인 교육>

<측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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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
저탄소녹색기술과친환경에너지기술이함께하는

■ 개최일시 : 2012 06.11(월) ~ 06.14(목)
■ 장 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 홀
■ 규 모 : 310업체 750부스 ※ 2011년 : 305업체 734부스 (국내:202업체, 해외:103업체)
■ 주 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 주 관 :환경보전협회
■ 후 원(예 정)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대한LPG협회
■ 특별후원(예 정)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기업은행
■ 전시분야
▶ 환경산업기술 분야

- 수질 : 하·폐수처리, 멤브레인, 하천정화, 정수처리, 축산폐수처리, 수질관련장치 설계·시공
- 대기 :  유해가스 처리, 연 탈황·탈질처리, TMS, 대기분야 관련 장비, 실내 공기질 개선 제품
- 폐기물 : 음식물 처리, 폐기물 처리, 폐가스 대회수·재사용시스템, 폐기물 분야 관련 장비
- 측정분석기 : 수질·대기배출가스 측정 및 분석, 소음·진동측정, 기상관측, 유해물질분석 등
- 친환경상품 :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전자제품, 실내공기질관련제품, 친환경인증마크 및 생활제품
- 4대강 생태복원 : 하천·호소정화, 자연생태복원, 토양복원
- 해수 담수화 : 해수담수화플랜트 및 시스템
- 정부정책홍보 : 녹색성장홍보관, 관련기관 홍보관, 지자체 사업성과 홍보,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관

▶ 그린에너지 분야
- 그린자동차 산업 : Hybrid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LPG자동차 등
- 태양광 : Solar cell, Module,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연료감응 태양전지
- 태양열 : 태양열 시스템 및 관련제품·기술
- 풍력 :풍력발전시스템, 해상풍력발전
- 수소：수소제조, 저장, 운반 및 충전 인프라
- 소수력：발전 기술 및 시스템
- 연료전지：발전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휴대용 연료전지
- 지열 및 미활용에너지：미활용에너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시공
- 바이오：Biomass, Bio Disel, Bio Ethanol, Bio Gas
- 해양：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 온도차 발전
- 가스화복합기술：석탄액화, 석탄, 중질잔 사유 가스화
- 관련기관：CDM산업, CO2저감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

■ 전시회특징
-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환경전시회
- 환경분야 전시회 최대 계약 및 추진 예정액 달성(2011년 2,510억원)
- 해외바이어 초청 기회제공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 라디오, 지하철, 인터넷 등 폭넓고 다양한 국내·외 홍보
- 최적의 타켓을 겨냥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공무원, 관련업체 담당자 매년 50,000명 방문)
- 우수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환경부 장관 및 협회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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