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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K Valves Korea Co., Ltd.  
E-mail : info@avkvalves.co.kr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13층 1304호

Tel : 051-744-4939    Fax : 051-744-0680

AVK는 수도, 가스, 하수처리 및 화재방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밸브 생산 기업 중 하나입니다. 

AVK는 밸브, 소화전, UL 및 FM 인증을 받은 포스트 인디케이터, 파이프 피팅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

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AVK는 현재 ISO, CEN, DIN, NF, BS, AWWA, JWWA, SABS, AS, GOST와 같은 국

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게이트 밸브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AVK의 고품질과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은 전 세계의 많은 고객들에 의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AVK 그룹은 전 세계 70개 회사에서 3,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85개국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

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AVK 회사 및 공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vkvalves.com   

수도
게이트 밸브와 액세서리, 에어 밸브, 스윙 체크 밸브, 

버터 플라이 밸브 등

하수처리
게이트 밸브, 나이프 게이트 밸브, 에어 밸브, 

체크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등

화재방지
게이트 밸브, 소화전, 포스트 인디케이터 등 

UL 및 FM에 인증

가스공급
게이트 밸브와 액세서리, 부품, 플러그 밸브, 

플로우 리미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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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기타

저수조
코팅

보호통

밸브
액츄에이터

펌프 등

시험 
연구사업단

사업자
홍보관

수처리
유지관리

계측
계량

분석 등



2013 WATER KOREA
 참여업체 부스배치도

부스 기업(기관)

A-1-1 폴리텍

A-1-2 애강리메텍

A-1-3 지산개발산업

A-1-4 서원기술

A-1-5 광성강관공업

A-2-1 이에프 코리아

A-2-2 와이디아이

A-2-3 픽슨

A-2-4 다성테크

A-2-5 건일브론즈밸브

A-2-6 하이스텐

A-2-7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A-2-8 태광수지

A-3-1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A-4-1 웰텍

A-4-2 성호철관

A-4-3 신이피엔씨

A-4-4 미래화학

A-4-5 현대하이스코

A-4-6 부덕실업

A-6-1 삼정디씨피

A-6-2 뉴보텍

A-6-3 신우산업

A-6-4 미라이후손관거

A-6-5 국일인토트

A-6-6 고리

A-8-1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A-8-2 한국화이바

A-8-3 케이유피피

A-8-4 KSP-신흥코리아

A-10-1 신안주철

A-10-2 금강

A-10-3 PPI평화

A-10-4 위스코

A-20-1 한국주철관공업

B-1-1 디에스이엔지

B-2-1 한삼코라

B-2-2 은우산업

B-2-3 복주

B-3-1 동원산업

B-4-1 문창

C-1-1 케이씨아이주철산업

C-1-2 한국주조

C-1-3 신정기공

C-1-4 청원산업

C-2-1 성일엔지니어링

부스 기업(기관)

C-2-2 우성밸브

C-2-3 두크

C-2-4 케이브이에이

C-2-5 뉴토크코리아

C-2-6 하지공업

C-3-1 코리아 인바이-텍

C-4-1 퍼팩트

C-4-2 대풍건설

C-4-3 동양밸브

C-4-4 서광공업

C-4-5 에너토크

C-6-1 지텍이엔지

C-6-2 바램

C-8-1 세계주철

C-8-2 에이브이케이 밸브스 코리아

C-8-3 기남금속

C-10-1 신진정공

C-10-2 안국인더스트리/안국밸브

C-10-3 삼진정밀

D-1-1 네가트론

D-1-2 에코쉬

D-1-3 청호환경개발

D-1-4 자연과학산업

D-1-5 성강건설

D-1-6 유솔

D-1-7 세니젠

D-1-8 에스티아이씨앤디

D-1-9 화인시스템

D-1-10 동신이엔텍

D-1-11 청정테크

D-2-1 에싸

D-2-2 코리아씰즈

D-2-3 삼천리엔바이오

D-2-4 파코크린

D-2-5 대보마그네틱

D-2-6 시온텍

D-2-7 아록이엔지

D-2-8 에이알케이

D-2-9 이오렉스

D-3-1 한국마이옥스

D-3-2 맑은물연구소

D-3-3 마이즈텍

D-4-1 냄새전문기업센텍

D-4-2 진행워터웨이

D-4-3 젠트로

D-6-1 수자원기술

D-6-2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부스 기업(기관)

D-6-3 유천엔지니어링

D-6-4 리플래시기술

D-6-5 협신기업

D-6-6 이화에코시스템

D-8-1 로얄정공

D-8-2 디알비동일

D-8-2 엔포텍디에스

D-8-3 티앤씨코리아

D-12-1 유천엔바이로

E-1-1 PBIKOREA

E-1-2 신성산업

E-1-3 주원

E-1-4 기술과환경

E-1-5 수로텍

E-1-6 대한센서

E-1-7 지오씨엔아이

E-1-8 이에이치솔루션

E-1-9 가암테크

E-1-10 대림종합유량계

E-1-11 신코

E-2-1 윈텍

E-2-2 삼보과학

E-2-3 리테크

E-2-4 디에스워터

E-2-5 썬텍엔지니어링

E-2-6 비엘프로세스

E-2-7 하크코리아

E-2-8 탑전자산업

E-2-9 레오테크

E-2-10 신한정밀

E-2-11 자인테크놀로지

E-2-12 한국유체기술

E-2-13 휴마스

E-2-14 한서정밀계기

E-2-15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E-2-16 대원인더스트리얼

E-3-1 다올이엔지

E-3-1 동서라인텍교역

E-3-1 아트로닉스시스템

E-4-1 경성제닉스

E-4-1 유비콤

E-4-2 동문이엔티

E-4-3 대한계기정밀

E-4-4 한영계기

E-4-5 웨스글로벌

E-4-6 대덕기술

E-4-6 신우산업

부스 기업(기관)

E-4-7 삼성계기공업

E-6-1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E-6-1 에이치엔피테크

E-6-1 현대주철산업

E-6-2 서용엔지니어링

E-6-3 씨엠엔텍

E-8-1 한국빅텍

E-8-1 한국켄트메타스

E-8-2 그린텍아이엔씨

G-4-1 대구광역시

G-4-2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G-4-3 한국물포럼

G-4-4
환경부 위탁교육 
프로젝트매니저양성과정 홍보관

G-4-5 한국상하수도협회 홍보관

G-6-1 한국수자원공사

G-6-2 한국환경공단

G-12-1

사업자 통합 홍보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R-1-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R-1-2 에스케이건설

R-1-3 NSF 코리아

R-1-4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R-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R-1-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R-1-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R-2-1 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

R-2-2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R-2-3 지능형상수관망기술개발

R-2-4 케이샘

R-2-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R-6-1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단

S-1-1 피코그램

S-1-2 UBM MALAYSIA

S-1-3 프랑스 폴루텍

S-1-4 환경부위탁기관 환경보전협회

S-2-1 한국샘물협회

S-2-2 수도경영연구소/세계병물전시

S-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S-8-1 LG전자

S-8-1 제일모직

S-8-1 도레이첨단소재

S-8-1 효림산업

S-8-1 효성/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 편의상 (주)는 생략



관류

금강 12

건일브론즈밸브 14

고리 16

국일인토트 18

뉴보텍 20

다성테크 22

미라이후손관거 24

미래화학 26

부덕실업 28

삼정디씨피 30

서원기술 32

성호철관 34

신안주철 36

신이피엔씨 38

애강리메텍 40

위스코 42

와이디아이 44

웰텍 46

이에프 코리아 48

지산개발산업 50

케이유피피 52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워터앤에너지 54

태광수지 56

폴리텍 58

픽슨 60

하이스텐 62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64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6

한국주철관공업 68

한국화이바 70

현대하이스코 72

KSP-신흥코리아 74

PPI평화 76

저수조/코팅/보호통

동원산업 80

디에스이엔지 82

문창 84

복주 86

은우산업 88

한삼코라 90

밸브/액츄에이터/펌프 등

기남금속 94

뉴토크코리아 96

대풍건설 98

동양밸브 100

두크 102

바램 104

삼진정밀 106

서광공업 108

성일엔지니어링 110

세계주철 112

신정기공 114

신진정공 116

안국밸브 118

안국인더스트리 120

에너토크 122

에이브이케이 밸브스 코리아 124

지텍이엔지 126

청원산업 128

케이브이에이 130

케이씨아이주철산업 132

코리아 인바이-텍 134

퍼팩트 136

하지공업 138

한국주조 140

수처리/유지관리

냄새전문기업센텍 144

네가트론 146

대보마그네틱 148

동신이엔텍 150

디알비동일 152

로얄정공 154

리플래시기술 156

맑은물연구소 158

삼천리엔바이오 160

성강건설 162

세니젠 164

수자원기술 166

시온텍 168

아록이엔지 170

에스티아이씨앤디 172

에싸 174

에이알케이 176

에코쉬 178

엔포텍디에스 180

유솔 182

유천엔바이로 184

유천엔지니어링 186

이오렉스 188

이화에코시스템 190

자연과학산업 192

젠트로 194

진행워터웨이 196

청정테크 198

청호환경개발 200

코리아씰즈 202

티앤씨코리아 204

파코크린 206

한국마이옥스 208

화인시스템 210

협신기업 212

Contents 업종별 분류



계측/계량/분석 등

가암테크 216

경성제닉스 218

그린텍아이엔씨 220

기술과환경 222

다올이엔지 224

대덕기술 226

대림종합유량계 228

대원인더스트리얼 230

대한계기정밀 232

대한센서 234

동문이엔티 236

동서라인텍교역 238

디에스워터 240

레오테크 242

리테크 244

비엘프로세스 246

삼보과학 248

삼성계기공업 250

서용엔지니어링 252

수로텍 254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256

신우산업 258

신코 260

신한정밀 262

썬텍엔지니어링 264

씨엠엔텍 266

아트로닉스시스템 268

에이치엔피테크 270

웨스글로벌 272

윈텍 274

유비콤 276

이에이치솔루션 278

자인테크놀로지 280

지오씨엔아이 282

주원 284

계측/계량/분석 등

탑전자산업 286

하크코리아 288

한국빅텍 290

한국유체기술 292

한국켄트메타스 294

한서정밀계기 296

한영계기 298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300

현대주철산업 302

휴마스 304

PBIKOREA 306

사업자 홍보관

광주광역시 310

대구광역시 312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314

대전광역시 316

부산광역시 318

서울특별시 320

울산광역시 322

인천광역시 324

한국수자원공사 326

한국환경공단 328

시험/연구사업단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단 332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334

에스케이건설 336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338

지능형상수관망기술개발 340

케이샘 342

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 344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34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4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5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5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54

NSF 코리아 356

기타

도레이첨단소재 360

UBM MALAYSIA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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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0-2

회사명 주식회사 금강

대표 박현숙

주소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39번길 20

연락처 

TEL : 055-743-2327 
FAX : 055-741-232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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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주식회사 금강은 스테인리스 물탱크와 파이프등의 상수도 자재를 전문적으

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강기술연구소등을 통해 20여건의 특허와 

조달우수제품 및 NEP신제품인증 제품을 개발하여 왔으며, 이제 한국을 넘

어 세계속의 금강이 되기 위한 새로운 모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오로지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며, 신뢰

할 수 있는 구조해석과 성능인증등을 거친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

는 우수한 제품들 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스테인리스 물탱크

·조달우수제품인정서

·KS인증서

·우수단체표준인증서

·K마크 성능인증서

·건마크 품질인증서

·KC위생안전인증서

·특허 원통형탱크(제10-0764817호)외 14건

스폴파이프

·조달우수제품인정서

·NEP인증서

·KS인증서

·K마크 성능인증서

·건마크 품질인증서

·KC위생안전인증서

·제5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술경진대회 은상 수상

·제2회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우수상품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특허 잔류응력을 이용한 금속관 연속 제조장치(제10-1039262호) 외 3건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스테인레스 물탱크

단순 담수용 저장탱크의 한계를 넘어 사수방지 및 이물질침전, 최적염소교

반기능을 통한 수질 개선이 가능한 방사형 도류벽이 함께 설치되는 우수한 

물탱크이며, 또한 정화기둥과 기상부 DUPLEX설치로 염소가스에 의한 부

식을 방지하여 물탱크 사용연한을 높여주어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범위 5톤 ~ 5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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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스폴파이프

기존 급수배관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상수도용 

급수배관으로 스테인리스 배관외부를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한 복합파이프입니다. PE로 피복되어 전기 및 미생

물에 의한 내부 배관부식을 방지하며, 직관과 롤관 모두 

제작 가능하여 시공편의성과 시공경제성이 매우 뛰어납

니다. 중량이 가벼워 설치가 편하며, 내압 및 인장강도, 절

연저항성 등 기계적 성질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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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5

회사명 건일브론즈밸브

대표 박춘웅

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86번길 53 

(시화공단 3다 204호)

연락처 

TEL : 031-499-0606 
FAX : 031-499-1074
홈페이지 

http://www.kunilvalve.com
e-mail 
kunil@kunilvalve.com

| 회사소개 | 

1976년 설립된 건일브론즈밸브는 국내 상수도 관련 수도설비 및 산업전반

에 사용되는 청동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계 경력 30년 이상의 관

리자들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자체생

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산업 발전과 환경위생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자부심으로 생각 하고 전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일브론즈밸브는 창업 이래로 오로지 청동밸브 사업에만 매진해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주의 경영을 실현하며, 이윤만을 추구

하지 않고 수도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

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가치창조를 통해 고

객만족을 실현하여 더욱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청동밸브 KS B 2301 인증 획득 (1985. 03)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KS B 6405 인증 획득 (1988. 11)

·볼밸브 KS B 2308 인증 획득 (2000. 05)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KWWA B 200 단체표준 획득 (2008. 05)

·위생안전기준(KC) 인증 획득(청동밸브, 볼밸브, 역류방지밸브) (2012. 04)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인증 (2012. 08)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세대별 감압밸브

·수도용 앵글밸브

·계량기 연결 스테인리스관 연결 이음쇠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청동밸브(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스윙체크밸브)

·난방용 방열기밸브, 유니온엘보

·청동 볼밸브

·수도용 앵글밸브, 계량기 연결 엘보우, 계량기 연결 소켓

획기적인 스테인리스관 연결 이음쇠 공법 ‘간편하지만 완벽’ 

깨끗한 물, 사람과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건일브론즈밸브에서 종래의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스

테인리스관 이음쇠(Connection Port of Pipe)를 최근 실용신안등록 후 출시

하였다. 기존 배관 이음쇠는 그 구성이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배관 이음쇠 체결 시에 공정이 복잡하여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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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시된 연결 이음쇠는 전·후 처리과정이 필요 없고 기타 부자재 및 전용 압

착 공구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숙련자도 쉽게 장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충분한 압착 강도로 수밀이 보장되고 진동에도 강한 면을 보이고 공사비용 인

건비 등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스테인리스관 연결 이음쇠는 스텐 링, 링 조인트, 파이프 오링, 누름 와샤, 조임 대

너트 등 5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관 방법은 부품 순서에 따라 스텐 링 

→ 링 조인트 → 파이프 오링 → 누름 와샤 → 조임 대너트 등 5가지 부품을 파이프

에 장착 후 조임 대너트 나사를 스패너를 이용하여 결합하면 견고하게 배관이 완성

된다. 누구나 배관 순서에 따라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하며 파이프 합관을 하지 않

아도 견고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배관을 할 수 있고 현재 스테인리스판을 

이용하여 배관하는 구조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수압 또는 내진에 이상 없이 배관 

가능하다. 본 제픔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파이프 홈부에 삽입되는 스텐 링과 파

이프 결합에 대너트를 이용하여 수밀 효과가 우수하며 스테인리스관 연결에 견고

한 조임이 되어 작업에 용이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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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6-6

회사명 (주)고리

대표 이정훈, 이상헌

주소 

전북 정읍시 2산단 8길 3 (하북동)

연락처 

TEL : 063-532-9961 
FAX : 063-532-9962
홈페이지 

http://www.goleepipe.co.kr
e-mail 
hi3p@goleepipe.co.kr

| 회사소개 | 

(주)고리는 20여년간 최고 품질의 내충격 수도관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회

사로써, 자체 기술연구소의 축척된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강

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제품의 개발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땀의 1차적인 결과로 HI-3P 내충격 수도관과 HI-3R 내충격 ABS 이음

관, HI-GP 덕타일 이음관을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위생안전 성능이 탁월한 

HI-3P S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뛰어난 기

술과 품질, 인체안전성을 인정받아 NSF 미국국가위생국규격을 국내 업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3자단가 물품계약이 

됨으로써 제품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리는 이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업계의 선두 주자답게 모든 국민

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더욱 전념할 것

이며, 한편으로는 빠르고 확실한 고객만족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규격표시/우수인증 획득현황

·KS 표시 인증 : KS M 3401, KS M 3404, KS M 3368

·우수단체표준 인증 : KPPS M 107, KPPS M 306

·NSF 인증 : NSF 14, 61 미국국가위생국규격 인증 

·조달우수물품 인정           ·‘건’마크 인증

·K마크 성능인증              ·우수품질보증업체 인정(Q마크)

·신기술 인증 (NT마크)         ·국산신기술 인증 (KT마크)

·안전마크 인정(S마크)         ·ISO 인증 : ISO 9001, 14001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정 (INNO-BIZ)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KFI 인증)

·조달청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특허 등록 현황

·삼중벽 내충격 상하수도관 제10-0981118호(2010.09.02.)

·수도관용 합성수지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제10-0976805호(2010.08.12.)

·관로탐사선을 구비한 합성수지관 제10-0770154호(2007.10.19.)

·수도관 연결장치 제 10-0839968호(2008.06.13.)

·수도관 연결장치의 스토퍼링 제10-0864283호(2008.10.13.)

·고인장 내충격 합성수지관의 제조 방법 제10-0877201호(2008.12.26.)

·항균수도관용 수지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제10-0232263호(1999.09.03.)

·가변 연결부를 구비한 오수받이 제10-0806547호(2008.02.18.)

·수도관 연결용 클램프 제10-0905299호(2009.06.23.)

·다구경 배관연결관 제10-1154480호(2012.06.01.) 외 14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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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HI-3P S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

·규격 - 직관 : 16~400㎜ / 편수칼라관 : 50~400㎜

· 국내 최초, 최고의 삼중벽구조 내충격 수도관으로 최

신 특허 소재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

합니다. 

· 수도관의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서부터 수도관

과 고무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NSF 인증을 국내업

계 최초로 획득함으로써 위생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

습니다.

· 외부노출이나 장기간 보관 시에도 쉽게 물성이 저하되

지 않으며, 전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도 적합합니다.

· 장기항균효과가 탁월한 항균제를 사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하여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강력한 항균 효과

를 발휘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구매가 편리한 연간 단

가계약(3자 단가 계약) 제품입니다.

➋ GIS HI-3P 관로탐사용 내충격 수도관

·규격 - 직관 : 50~400㎜ / 편수칼라관 : 50~400㎜

· 삼중 구조로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인장강도와 내수압

성이 뛰어납니다.

·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쉽고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수도관으로, 3m 이내 매설관로측정 시 오차허용범위 

평면 ±20㎝, ±30㎝ 이내로 높은 탐지 성능을 발휘

합니다.

· 4개선이 독립적으로 절연체에 도포되어 있어서 선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관로탐지가 가능합니다.

· 원터치 결합방식과 접착제가 도포된 선을 적용하여 시

공이 쉽고 빠릅니다.

· 연결부분에 열수축튜브를 장착하여 수분에 의한 부식 

및 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 현재 선의 강도를 더욱 보완하여 강력한 충격에서도 견

딜 수 있는 제품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➌ HI-GP (수도용 내충격성) 덕타일 이음관

· 규격 - 소켓, 플랜지소켓, 엘보, 레듀셔, 플랜지 레듀셔, 

플랜지 티, 소켓 플랜지 티, 마감캡, 정티, 이경티, 밸브

소켓, 급수전용소켓 : 16~400

· 이탈방지 기능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관의 후방이탈이

나, 누수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 누수방지와 후방이탈방지 기능이 단 한번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합니다.

· 부식방지를 위해 내 외면에 에폭시 분체도장을 하여 부

식과 전식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내식성이 탁월합니다.

· 기존에 설치된 타종관과도 호환성이 높으며 작업이 용

이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므로 경제적인 배관재입니다.

➍ HI-3R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규격 - 소켓, 플랜지소켓, 엘보, 레듀셔, 마감캡, 마감플

레이트, 정티, 이경티, 밸브소켓, 급수소켓 : 16~200㎜

· 합성수지인 ABS 재질로 녹과 이물질의 발생이 전혀 없

으며 특히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 이탈방지용 Clamp의 사용으로 수도관의 후방이탈을 

방지하여, 노출배관이나 부등침하가 심한 곳에 사용하

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고무링의 구조가 유체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수밀효과

가 뛰어나며 수압에 대단히 강합니다.

· 중량이 가볍고 Cap 조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시공, 수

송, 보관 등이 쉽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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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6-5

회사명 (주)국일인토트

대표 이종철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437번지

연락처 

TEL : 052-228-7500   
FAX : 052-228-755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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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1982년 산업설비용 제품인 Sealing 제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자

체 생산에 의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자 설립하여 국내 Sealing 산업

을 개척, 발전시켜 왔으며 1991년 법인 설립과 1998년 3,000여 평의 신축

공장에 생산설비를 확대 재정비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였고, 사명변경, 

조직 편제의 재정비 및 신규사업개척 등의부차적인 작업을 성실히 진행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Sealing 제품 전문업체로서 동종업체 최초로 ISO9001과 API SPEC 

6A규격을 인증 받았으며, 신기술 실용화 대상 대통령 표창, 이달의 무역인

상 수상, 모법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 대한민

국 기술대전 동상, INNO-BIZ기업 선정, 글로벌스타벤처기업 선정 등 다양

한 수상 경력을 발판으로 국내외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Sealing 기술의 Know-How를 바탕으로 가스켓, 팩킹 

뿐 아니라 상·하수관용 커플링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환봉지지 결

합형 연결구, LS 분기구, 보수용 클램프 등을 자체 개발하여 환경신기술 지

정·검증서, 조달우수제품인증서, 성능인증, K마크 인증 획득 등 공인 기관

으로부터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9001/14001, 단체표준인증, 성능인증, K마크, 환경신기술, 

조달우수제품인증 획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00여건의 산업재산권 보유.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가스켓(GASKET), 패킹(PACKING), 커플링(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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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➊ LS 환봉연결구(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

비융착식 공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물이 고인 

곳 또는 우천 시에도 작업이 가능한 하수관 연결용 

COUPLING입니다.

➋ BTL SUS BAND(환봉 분리형 연결구)

각종 관로공사 하수/오수/우수관 연결 시 적용 가능하

며 U-ANGLE과 T-BOLT 적용으로 내구성 및 체결성

이 우수한 비융착식 하수관 연결용 COUPLING입니다.

➌ LS 분기구(분기관 연결구)

하수/오수/우수관 등 각종 관로공사 시 분기용으로 비

융착식 조임공법 적용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PE관, DC

관, PVC관, GRP관 및 PCF관 등 다양한 관종과 좁은 

굴토 폭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➍ 보수용 클램프(REPAIR CLAMP)

파이프의 작은 파공, 균열, 깨진 부위 등의 보수용 

CLAMP로 비융착식 공법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누수 

부위에 즉시 시공가능하여 설비 교체 비용 절감 및 시

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➎ 중압용 커플링 (MEDIUM PRESSURE COUPLING)

상수관, 하수관, GAS관, 선박라인, 공업라인 등의 연

결 및 보수용 COUPLING으로 비융착식 공법으로 설

치가 간편하며 최대 20㎏f/㎠의 고압 라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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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6-2

회사명 (주)뉴보텍

대표 한거희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2-21 

우성타워 B동 13층

연락처 

TEL : 02-475-8811 
FAX : 02-485-0808
홈페이지 

http://www.nuvotec.co.kr
e-mail 
nuvotec8811@hanmail.net

| 회사소개 | 

환경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IMAGINE OUR NEXT GENERATION”

(주)뉴보텍은 1990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 배관재 분야의 대표기업

으로 연구개발 및  친환경기술제품 및 공법보급에 주력하는 국내 유일의 환

경토목라이프라인 컴퍼니입니다. 도전과 혁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배관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상·

하수도 TOTAL SERVICE”를 목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강성PVC이중벽관과 HDPE이중벽관을 개발·보급에 

주력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U트랩형 PVC오수

받이(MEGA 오수받이)를 최초로 개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혁신을 이

루었습니다. 이후에도 고강성PVC이중벽관을 더욱 진화시킨 “일체형고강

성PVC이중벽관”을 개발하여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고 MEGA소형맨

홀을 개발하여 현재 BTL사업 등에서 호평을 받는 등 하수관거TOTAL시스

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신기술기업 뉴보텍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일

본의 “세키스이화학 (SEKISUI CHEMICAL)”과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고도의 내충격성을 자랑하는 신개념 공중합내충격PVC수도관인 

“ESLON NV PIPE”를 출시하여 상수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시

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의 플라스틱 침투·저류

조를 통한 빗물관리시스템인 “레인스테이션”을 출시하여 시장의 큰 반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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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는 환경토목라이프라인 컴퍼니”로의 변모를 통하여 세계적인 환경기업

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신제품, 신공법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고강성PVC 이중벽관, 수도관-HIVP)

·NET(제307호 레인스테이션 / 제356호 비국착 갱생기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ISO 9001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일체형고강성PVC 이중벽관 / 내충격 수도관 / 내충격 하수관 /  

   Mega오수받이 / 소형맨홀 / 빗물저장시설)

·성능인증서(ESLON NV 수도관, 소형맨홀, 오수받이, 빗물 저장 침투조)

·K마크인증서(하수용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성 PVC하수관, 

트랩내장형 오수받이, ESLON NV 수도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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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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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하수관

환경신기술 인증

별도의 소켓이 필요 없는 관대 관 연결의 원터치 시공으로 수밀성 증대

부속 자재의 간소화로 시공성 우수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의 이탈을 극소화

본체의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결부위 취약성 극복

➌ 빗물관리시스템 [ESLON RAINSTATION]

빗물조절능력이 탁월함

경량플라스틱으로 시공성이 월등함

경사재 적용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반영구적인 장기 내구성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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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밀성과 내약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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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4

회사명 (주)다성테크

대표 이명용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255-1

연락처 

TEL : 031-633-1117  
FAX : 031-633-3160
홈페이지 

http://www.spjoint.com
e-mail 
spjoint@nate.com

| 회사소개 | 

(주)다성테크는 스테인리스강 강관 이음쇠의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여 우리나라의 설비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오늘날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좀 더 고급스럽고, 안전하며 오래

가는 선진국형 건물 및 선박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다성테크는 녹슬지 않고 오래가며, 위생적인 스테인리스강 강

관 이음쇠 중 용접을 하지 않고 접합하는 이중링 프레스식 이음쇠의 시공방

법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주)다성테크는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고객만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항상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제 0447643호 外 12건의 특허 (국제특허 2건) 23건의 디자인, 4건의 상표등

록, 단체표시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 한국선급인증 등

2011. 12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취득 (KCW-2011-0290)

2011. 07 한국선급 (KR인증) 인증서 취득 (SEL26944-PE001)

2010. 11 기술보증기금 우수기술기업 인증 (NO 1828)

2010. 1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NO 2010-40)

2010. 01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제 7368호)

2009. 11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제9061-2287호)

2007. 10 벤처기업 인증

2007. 09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취득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분야최초 - 제 KWWA 07-003호

2006. 11 ISO 9001 인증취득

 International Industrial Certification Co., Ltd. (No:JK-12971)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95)은 배관의 경량화와 내진화, 무

용접화가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

용되는 것이 바로 이음쇠이다. (주)다성테크는 2007년 SP-JOINT로 한국상

하수도협회로부터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분야 최초로 인증을 취득하고, 세

계최초로 회전식건을 이용한 이중링 원형 압착공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배

관공법보다 쉽고, 빠르며,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제품과 압착공구를 

발전시켜 음용수, 급수, 급탕, 난방배관 및 선박의 급수·급탕 배관에 적용

되어 스테인리스 배관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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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쌍

용건설, KCC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한국

토지 주택공사, 법무부 등 국내 1군 건설사에 납품 중

으로 SP-JOINT는 현재 전국 약 500여 현장에 시공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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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6-4

회사명 (주)미라이후손관거

대표 장호윤

주소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연락처 

TEL : 041-751-3100  
FAX : 041-751-2787
홈페이지 

http://husonmirai.co.kr
e-mail 
huson@paran.com

| 회사소개 | 

1990년 창업이래 지금까지 당사는 각 배관자재 분야에서 소비자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당사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

경을 위해 “깨끗한환경을 우리후손에게” 란 목표로 전직원이 하나로 뭉쳐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친환경적인 신소재 원재료의 개발과 기

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상·하수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KS M 3401 등 3종

- ISO9001,14001 인증

- NSF 인증   

- 조달우수제품인증 3종

- K 마크 4종   

-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 우수단체 표준 4종   

- 특허등록 7종

- 실용실안 12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실란 내충격 PVC 수도관(HI-SNP)

-  세계최고권위의미국국가위생국NSF) 인증으로 제품의 용출기준강화 독

성물질178개에 대한 내식성 및 내수압기준2000시간 강화로 제품의 안정

성과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  복합신소재원료로 생산되어 기존의 내충격수도관보다 인장강도 압축

하중이 월등한제품으로 내후성이 우수하며 충격에 강하며 깨지지 않

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경제적입니다. 실란 내충격수도관은 강관 및 주철관

에 비해 경량이어서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

입니다

-  내화학성과 내부식성이 뛰어나 해안매립지 해수지대 화산지대 쓰레기매

립장 등 전식우려지역에 적용하기가좋습니다

-  밀림방지 가이드링이 있어 관삽입 연결시 고무링에 접히는 현상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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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실란 내충격 PVC 하수관(HI-SP)

- SP(screw pipe)type 접합이므로 시공이 매우 간단하

며 편리합니다.

-  기존 시공방식의 통수능력보다 우수한 통수능력을 최

대활용하여 경제적 이용부담이 절감됩니다.

-  공사 현장특성에 맞게 생산가공되므로 별도의 추가장

비없이 간편히 조립시공됩니다.

-  기존의 편수칼라접합관 고무링접합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SP-type 접합입니다

➌ NANO 내충격 오수받이, 점검구, 소형맨홀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

기전에 설치하는 물받이로 생활하수 (주방, 욕실)와 화

장실의 분뇨 등을 한군데 모아서 배출시키는 제품이

며 본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➍ 하수도용 이형관(가변곡관, 조임형소켓, 분기관)

➎ 수도용 OKP JOINT

특·장점

- 시공성

1. 제품(ASS’Y)상태로 분해없이 관 접합을 하는 방식

2.  관 접합시 저항감없이 손으로 쉽게 삽입 및 탈거

가 가능

3. 부속품을 분해하지않고 재시공이 매우 편리하다.

- 분해가 불필요한 일체형 조인트

- 파이프 삽입이 간단함

- 시공이 매우 간편하고 수밀성이 매우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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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4-4

회사명 미래화학(주)

대표 원종록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섶머리 1길 219

연락처 

TEL : 041-582-6900 
FAX : 041-582-6909
홈페이지 

http://www.mrspipe.com

| 회사소개 | 

미래화학(주)는 PE파이프 전문생산업체로서, 상·하수도관 시장에 “KP”라

는 바람을 불러왔으며,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PE(PP)하수관 KS인증을 취

득하였으며 “MKP”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신뢰와 믿음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이

야말로 소비자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저희 미래화학은 항상 최선

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벤처기업

·INNO-BIZ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34건

·조달청 우수제품

·K마크

·성능인증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KC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상수도용 : PE 수도관

                 MKP PE 수도관

·오·폐수 및 배수용 : PE(PP)이중벽관(다중벽관)

                              MKP PE(PP)이중벽관(다중벽관)

                              JP PE(PP) 이중벽관(다중벽관), 이중벽 유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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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PE(PP) 하수관

부단수 직접설치 방법(유지보수시에도 부단수)

·PE(PP) 이중벽관, 다중벽관

·규격 : D=150~D=1000 (KS M 3500-1, -2 : KS M 3700-1, -2)  

·용도 : 오·폐수용, 배수용

·접합방법 : E/F밴드, PE밴드, SUS밴드           

·설명 : PE(PP)하수관은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하여

주택단지의 오·폐수관 처리용으로 적합한 제품

➋ MKP PE(PP) 이중벽관(다중벽관) -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 : D=150~D=600 (KS M 3500-1, -2 : KS M 3700-1, -2)

·용도 : 오폐수용, 기반배수, 표면배수용

·접합방법 : KP 메카니칼 접합

·설명 : 연결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관으로 시공이 편리하고 

EPDM 고무링을 적용하여 수밀성이 우수한 제품

➌ PE 수도관

·규격 : D=20~D=315 (KS M 3408-2)

·용도 : 상수도용

·접합방법 : 융착 접합, 나사조임식 접합

·설명 : 녹물이나 악취의 발생이 없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이 가능한 제품

➍ MKP PE 수도관 -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 : D=90~D=315 (KS M 3408-2)

·용도 : 상수도용

·접합방법 : KP 메카니칼 접합

·설명 : 연결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관으로 시공이 편리하고 

스토퍼를 적용하여 관의 이탈을 방지하고 EPDM 

고무링을 적용하여 수밀성이 우수한 제품

➎ JP PE(PP) 이중벽관(다중벽관), 유공관 -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 : D=150~D=400 (KS M 3500-1, -2 : KS M 3700-1, -2)

·용도 : 오폐수용, 기반배수, 표면배수용, 가스포집용

·접합방법 : 일체형 접합

·설명 : 별도의 접합부속이 필요 없이 단지, 관을 밀어 넣기만 

하면 접합이 완료되는 신개념 스마트 하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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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4-6

회사명 부덕실업주식회사

대표 김원택

주소 

본사·공장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03번지

예산공장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336-1번지

연락처 

본사·공장·연구소

TEL : 032-574-3361-4   
FAX : 032-574-3365
예산공장

TEL : 041-337-3185-6  
홈페이지 

http://www.bd.or.kr
e-mail 
vvb3361@chollian.net

| 회사소개 | 

당사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급수장치 전문업체로서 단수를 하지 않

고 분기가 가능한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B 2342) 및 부단수 천공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상수도업계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

정받았습니다.

특히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EM)과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용 새

들붙이분수전(슬립인조인트식-EM)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급수관용 자재로

서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등 품질의 우수성이 뛰어나 관련업계의 주

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으로는 지열식 수도미터박스(계량기 동파방지용), 옥외부동급

수전, 출구방향가변형 새들붙이분수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시공이 편하고 

수질에 최적합한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라인드강관 및 

이형관을 개발하는 등 항상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상수도문

화를 창조하는 급수장치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B 2342)       

- 출구방향가변형새들분수전(NEP)

- 수도용 새들분수전(슬립인- EM)         

- 조달우수제품(제2005138호)

- 조달청 우수제품(제 2002034호)         

- 성능인증(TPSS관 제27-251호)

-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EM)     

- 조달청 우수제품(TPSS관  2012162)

- 조달청 우수제품(제2002035호)          

-  ISO 9001, 14001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표준형, 슬립인조인트형, PE관 직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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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유니

온부착)한 제품으로 KS 규격품임

-  슬립인조인트식(SIJ)은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직결(연결유니온 

불필요)할 수 있는 새들분수전으로 지반침하, 지진에 대응함

-  PE관직결형(ICJ)은 급수관이 PE관인 경우 연결유니온이 필요없이 바

로 직결함

- 공통적으로 분수전 재질은 청동과 스테인리스 중 선택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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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일정한 압력으로 액압성형하여 열처리 함

-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구조로서 중차량으

로 인한 진동 및 지반침하, 지진 등에 대응 함

- 주름마디부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시공이 간편

- 이음부위가 없어 누수발생 요인을 최소화

➌ 지열식 수도미터박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지열식 수도미터박스로서 주로 옥외용으로 사용되며

-  박스벽체 내에는 보온재가 내장되고, 뚜껑은 겉뚜껑,속뚜껑 2중으로 설치되며 동결심도까지 지

열보온밑통이 설치되어 지열을 이용케 되므로 박스내 보온이 확실하며

- 겉뚜껑과 속뚜껑은 2중창 구조로 검침창이 별도로 있어 검침이 편리

-  수도미터기 인입측에 연결되는 앵글신축볼밸브는 신축부가 있어 미터 교체가 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인출측에 연결되는 앵글역류방지밸브는 수질오염을 방지 

-  2개의 수도미터박스를 하나의 수도미터박스에 설치하므로 협소한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

며, 특히 근린주택(영업용, 가정용)설치시 원가절감 및 유지관리가 용이

➍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라인드강관 및 이형관

- 내관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을 방지하고 수질에 최적합하다.

- 외관은 강관에 폴리에틸렌피복을 하여 강관의 부식을 방지한다.

- 신축과 굽힘성이 우수하여 지반침하 및 진동에 대응한다.

- 이탈방지클램프 체결로 곡관부 이탈저지가 완벽하다.

- 타이튼조인트 이음방식으로 시공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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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6-1 

회사명 (주)삼정디씨피

대표 이문승

주소 

본사·공장

전라북도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안양사업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두산벤처다임 Ⅱ 708호

연락처 

본사·공장

TEL : 063-540-1400  
FAX : 063-542-9586
안양사업부

TEL : 031-596-6844~7
FAX : 031-596-6848
홈페이지 

http://www.dcpi.co.kr
e-mail 
dcp365@hanmail.net

| 회사소개 | 

(주)삼정디씨피는 내충격 PVC 수도관(하이스텝-HIVP/3L), PVC 이중벽관(

하이스텝-분리형 편수칼라),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 PVC 하수관(하

이스텝-HIVG2), PVC UT 오수받이(가변내장형, 외장형), PVC 소형맨홀 및 

관련 이음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삼정디씨피는 환경보존에 

앞장서며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

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이 되도록 연구개발하고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며 정부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

는 등 각종 산업인증으로 그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기업입니다.

(주)삼정디씨피의 제품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화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

리의 환경을 더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한 삼정디씨피 임직원의 숨은 노력

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 21C 환경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생각으

로 완벽한 상ㆍ하수관 개발에 앞장서겠으며,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라는 신념으로 삼정디씨피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주)삼정디

씨피는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과 합리화된 경영 하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토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보다 더 맑은 환경의 미래사회 구축에 공헌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조달청 자가품질 보증업체 지정

·조달청 우수제품 4종

·ISO9001 : 2000

·INNO-BIZ 기업선정

·벤처기업 확인 인증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KS M 3401 외 5종

·NET / NEP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9종

·우수단체표준 인증 5종

·K-마크 인증 2종

·특허 48건 등록

·실용신안 및 의장 12건 등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내충격용 PVC 3중벽 수도관 (HIVP/3L)   

· 기존 단층 염화비닐 수도관의 인장력을 화학적으로 강화시킨 인장강화 

중심층과 그 내,  외층에 내충격 경질층을 갖는 3중벽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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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벽이 3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 중심층과 표면층 사

이에서 충격에너지를 감소시키며 강한 인장강도를 지

닌 관 중심층으로 인하여 충격에 강하다.

· 강관 및 주철관에 비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운반

과 시공이 편리하며 물류비, 공사비, 유지비 등에서 훨

씬 경제적이다. 

· PVC 재질이므로 유체의 마찰이 적어 유속이 빠르고, 

내부식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스케일이 생기지 않

아 반영구적 수명을 가지고 있다.

➋ PVC 이중벽관 (하이스텝-분리형 편수칼라) 

·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일체화 연결되어 출시되므

로 현장 시공 시 바로 연결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우

수하다.

· 완충고무링이 있어 관의 연결 시 장비에 의한 충격을 

감소시켜 관거의 손상을 방지한다.

· 손상된 관의 유지, 보수 시 혹은 맨홀사이의 관거 연결 

시 맨홀의 이동 없이 정확한 재단만으로 체결이 가능

하여 그 기능성이 우수하다.

· 완충고무링의 작용으로 충격에 의한 관거 손상 방지

뿐만 아니라 관거의 수밀까지 완벽하게 보장한다.

➌ 내충격 PVC 하수관 (하이스텝-HIVG2)  

· 가볍고 강하여 취급이 용이하며 배관 시 가공이 편리

하여 탁월한 시공성을 가지고 있다.

· 완벽한 수밀성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표면이 매끄러워 

통수능력이 크다.

· 무독·무취하며 내식성, 내약품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 우수한 내충격성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➍ PVC UT 오수받이 (가변 내장형)  

· 플랩형 트랩엘보의 내장으로 설치가 간편하다.

·  봉수형과 플랩형의 장점만을 혼합하여 상호 보완작용

으로 봉수의 막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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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➎ PVC UT 오수받이 (외장형)  

· 회전식 U-Trap이 좌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곡관으

로의 연결이 가능하며 최대 180° 까지 사용으로 곡관

의 사용률이 적다.

· U-Trap에 의한 근본적인 취기차단으로 악취 방지기

능이 우수하다.

·  내화학적 특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기매설 시 토압

에 의한 변형이 되지 않는 우수한 외압강도를 지닌다.

· 바닥측면 흙막이를 사용하여 되메움이 용이하며 편락

관에 의한 PVC DC관의 연결이 용이하다.

➏ PVC 소형맨홀 및 중간점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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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지보수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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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4

회사명 (주)서원기술

대표 조경호

주소 

본사/제1공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

제2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490-15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5-8 

성우빌딩 2층

연락처 

본사/제1공장

TEL : 031-322-1271  
FAX : 031-322-1276
제2공장

TEL : 044-414-9640
FAX : 044-414-9643
서울사무소

TEL : 02-564-6799
FAX : 02-564-6795
홈페이지 

http://www.srjoint.co.kr
e-mail 
drp-joint@hanmail.net

| 회사소개 | 

“맑은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저희 (주)서원기술은 1987년 창사이래 스테인리스 링을 이용한 이중링프레

스방식 관이음쇠인 SR-JOINT를 최초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SR-JOINT의 성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파트, 호텔, 병원, 

학교, 상수도, 연구소등 다양한 현장에서 급수, 급탕, 난방, 냉온수배관, 소

화배관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조선선박분야에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CN, SM, CS, CP, AB-JOINT를 개발, 공급 확대하

고 있습니다.

DRP-JOINT라는 통합 브랜드를 론칭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과 또 하나

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서원기술은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배관 이음쇠의 발전에 기여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회사연혁 

1987.5 서원특수금속 주식회사 설립

1993.4 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999.4 벤처기업 선정(경기중소기업청)

2003.11 CLEAN 사업장 선정

2005.8 현대중공업 이지스함 1호선(세종대왕함) 적용

2007.6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7.5 대우조선해양 이지스함 2호선(율곡이이함) 적용

2009.4 현대중공업 이지스함 3호선(유성룡함) 적용

2012.5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선정

| 인증 및 획득 현황 | 

1987.10 상표등록 제 146736호 SR-JOINT

1991.11 특허 제 046163호 취득

1992.3 특허 제 050369호 취득

1999.10 특허 제 0237225호 취득

2001.11 ISO 9001:2000인증

2001.2 한국선급(KR)형식승인 취득

2007.6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8.9 국제6대선급 취득(ABS, DNV, NK, GL, BV, LR)

2010.8 KWWA 상하수도 규격 인증

2011.8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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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DRP SR-JOINT 구조

➋ DRP-JOINT 제품 특징

- 위생적인 제품 

식품, 위생 의료기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와 동일 

재질의 이음쇠로서 가장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 편리한 시공성 

숙련공이 필요 없으며, 1포인트 압착시간이 (25SU 기

준) 20초 이내로 시공성이 좋습니다.

- 넓어진 선택의 폭 

대형관 이음쇠인 100SU까지 생산되고 있어 더욱 광

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의 견고성 

스테인리스 통링이 원형으로 압착 후 360도 회전 후

에도 똑같은 압력을 유지합니다.

진동,지반침하안전 200만회 진동시험 및 22.28도의 

굴곡 시험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➌ DRP-JOINT 적용범위

급수, 급탕, 난방, 냉온수배관, 상하수도 매설배관, 소화

배관, 조선선박배관

➍ 취급제품

•엘보우(90°, 45°) •소켓(베어소켓)

•티이(이경티이) •캡, SR플랜지

•레듀샤 •수전 엘보우

•아탑터 엘보우(숫/암) •아답터 소켓(숫/암)

•라리카 티이 •라리카 레듀샤

•이경 엘보우 •특수주문 제작품 등 다수

➎ 시공사진

➏ 압착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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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4-2

회사명 (주)성호철관

대표 송재관

주소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4

연락처 

TEL : 063-835-3526 
FAX : 063-835-3528
홈페이지 

http://www.seongho.co.kr
e-mail 
sh04668@chollian.net

| 회사소개 | 

(주)성호철관은 파형강관 제작기술을 1992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제

조해온 회사로서 파형강관의 부식성, 강도, 수밀성, 조도계수 등을 획기적으

로 보완한 수지파형강관(3층피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수지파형강관(3층피복)은 금속표면과 접착수지와의 접착

력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체에폭시를 중간의 코팅 매개체로 이용하

는 피복방법이며 하수배관재의 요구사항인 강도, 수밀성, 경제성, 내구성, 

조도계수, 연약지반 적응력 등을 100% 만족하는 하수관입니다.

성호철관은 서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품질향상 및 기술개

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적기에 제작 공급하고 시공의 질을 높이며 기술을 

지도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항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우수제품 인정(조달청) - 신자재 인증(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신기술 지정(건설교통부)         - 환경신기술 인증(환경부)

- 이노비즈 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KS, ISO 9001 인증

- 특허등록 20종                      

- ASTM 표준규격 제정(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 1042/A 1042M - 0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의 개요

-  파형강관에 에폭시를 코팅(1층)하고 그 위에 접착수지(2층) 및 PE(3층)

를 연속으로 피복한 후 원형으로 거멀접기하여 관을 형성하고 관 양단

부에 플랜지를 가공하여 결속밴드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  

➋ 제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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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에틸렌이 다중으로 피복되어 있어 산, 알카리, 유류 등에 의한 내약               

품성이 뛰어나 오폐수와 해수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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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극박리저항성이 뛰어나다

-  피복배관재의 성능 중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히 

접착력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내구성을 펑가할 수 

있는 방법인 음극박리저항성 시험 결과 3층피복 수

지파형강관은 박리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공성 및 수밀성

-  수지파형강관의 연결은 맞대기 연결공법으로써 관

체를 돌리지 않고 단순히 결속밴드만을 조절하여 

접합하므로 시공성이 우수한 연결방법이며 플랜지 

결속밴드에 볼트를 조이면 관이 이탈되지 않고 또

한 플랜지면의 균일한 압착력으로 수밀성이 매우 

우수하여 준압력관(수압 3kg/㎠)으로도 사용이 가

능하다.

5) 조도계수

-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은 관 내면에 평활띠를 형성

하여 매끄럽게 하였으므로 동일한 관경에서의 통수

능력이 증대된다. (조도계수 n = 0.01)

6) 부등침하에 대한 적응력

-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은 가요성이 풍부한 연성관

으로 관 자체에 탄력이 있고 또한 관체보다도 연결

부의 강도가 더 강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지반 흔들

림이나 지반안정기간 내에 연결부가 이탈되거나 꺾                 

임의 우려가 없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공항공사, 도시공사, 

해양항만청, 각 지자체.

-  용도 :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용, 해안매립지 및 쓰

레기매립장 침출수배수관로용, 각종 단지의 우·오수

관로용, 합류식 콘크리트 BOX 구조물 대용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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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0-1

회사명 (주)신안주철

대표 이진우, 이상훈

주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공단길72

연락처 

TEL : 043-743-1090~3   
FAX : 043-743-1098
홈페이지 

http://www.shinanpipe.co.kr/
e-mail 
shinan1090@hanmail.net

| 회사소개 |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품질이 앞서가는 회사 (주)신안주철

(주)신안주철은 2001년 창립하여 12년간 한결 같이 전 임직원이 정성을 다

하여 우수한 상하수도용 주철관만을 제조하면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

간의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며 깨끗한 물은 건강한 생명의 흐름’ 이라는 신

조를 가지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신기술개발과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신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타일 주철관(상하수도용 주철관), 주철이형관의 KS 인증을 획득하

였고, ISO9001 상하수도용 주철관 및 주철이형관을 영국표준협회(BSI)로부

터 인증을 받았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수도법에 따라 KC마크 전 품목 

인증을 받았으며 ‘멀티 주철관 연결장치’를 특허를 받는등 항상 깨끗한 물공

급와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안주철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끊

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 D 4311(DN80 ~ DN1000㎜)덕타일주철관 - 한국표준협회

•KS D 4323(DN80 ~ DN1000㎜)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 한국표준협회

•KS D 4308(DN80 ~ DN1000㎜)덕타일 주철 이형관 - 한국표준협회

• KCW-2011-0012(DN80 ~ DN1000㎜)덕타일 주철관(시멘트 모르타르) 

- 한국상하수도협회

• KCW-2011-0013(DN80 ~ DN1000㎜)덕타일주철 이형관(에폭시 수지분

체) - 한국상하수도협회

• KCW-2011-0014(DN100 ~ DN1000㎜)덕타일주철 특수이형관(에폭시 

수지분체) - 한국상하수도협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BSI

•멀티주철관 연결장치 - 특허청

• 부식방지를 위한 주철관의 도장방법 및 부식방지도막이 피복된 주철관 

- 특허청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상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DN80 ~ DN1000㎜)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DN80 ~ DN1000㎜)

•상하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DN80 ~ DN1000㎜)

•특수이형관 (DN80 ~ D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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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Blue pipe (2013년 하반기출시예정)

Blue pipe 또한 신안주철 기술진에 개발된 직관의 내

면 코팅 재료인 기존 에폭시분체도료에 신제품을 합

성시켜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에폭시관의 단점인 절

관 취급시 깨짐 현상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신제품으

로 차세대 내면 코팅제로 각광을 받을 제품이다.

➋ 덕타일 주철관

-  원심력에 의하여 제조된 관으로 열처리를 통하여 

관의 연신율을 향상시켜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의 

깨짐을 방지하여 지하 매설시 하중에 잘 견디며 내

진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관입니다.

-  덕타일 주철관의 내면 시멘트 몰탈 라이닝 시멘트

와 세골제의 질량비율은 1:3.5이하이며 라이닝의 압

축강도는 50MPa 이상의 제품입니다.

➌ 덕타일 주철 이형관

-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주철용에 적절한 양질의 선철 

또는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

리를 한 다음 조직이 균일하고 가공이 쉬워지는 특징

을 가진 제품이다.

-  제품의 종류에는 플랜지 소켓관, 이음관, 소켓곡관, 소

켓플랜지 T형관 등이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은 80 ~ 

1000㎜를 생산하고 있다.

-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내면 도장방법으로는 에폭시 수

지분체도장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➍ 멀티주철관 연결장치

-  멀티주철관 연결장치는 신안주철 기술진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특허)로 기존 이형관의 단점을 획기적

으로 보완하여 배관 현재(80㎜~200㎜) 위치에 따

라 연결되는 각도가 다르게 이루어진 주철관 사이

의 이음 작업 시 주철관 연결부위의 삽구와 수구의 

간단한 회전 조작으로써 그 연결 여러 각도를 조절

하여 연결함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주철관을 연결할 

수 있어 현장에서 작업성이 우수하고, 또한 종래 규

격화된 이형관에 비하여 하나의 구조로써 간편하게 

여러 각도를 변형할 수 있어, 호환성이 우수하여 제

작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제공된다.

11°곡관 22°곡관 

45°곡관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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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4-3

회사명 신이피엔씨(주)

대표 김태진

주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9

연락처 

TEL : 02-6916-8773 
FAX : 02-6916-878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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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지금까지 고객제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1985년 구 명성철강으로 창업하여 고객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

입어 PE피복강관 생산전문 업체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당사는“품질제일”의 경영이념을 반석으로 하여 향우 혼

이 담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 공급 할 것이며, 한편 지속적인 품질개선으

로 고객의 욕구를 먼저 실현시키는 선구적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

을 약속 드립니다.

고객제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규격표시 획득현황

- K 마크(성능)인증서 가스관용 PE 피복강관 

- K 마크(성능)인증서 상수도용 PE 피복강관 

- 건마크 인증서 상수도용 PU 다층코팅 강관 (2012-068)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3565 

(KCW-2011-0169)

· 산업재산권 취득 현황

- 분할플랜지형 비용접 관 이음매 (10-1021968)

- 무항변 폴리우레아 다층 코팅강관 (10-1028405)

- 플레어 가공을 이용한 무용접식 배관 조인트 (10-1085123)

·기타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KQS 6295)

-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KES 207)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2010112308)

- 신제품(NEP)인증서 NEP-MKE-2013-001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폴리에틴렌 피복강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일반 강관을 폴리 에틸렌 피복을 코팅함으로써 내 부식성, 내 산화성 

등을 방지한다. 

· 분할 플랜지형 비용접 관이음매

-  본 제품은 강관의 내경이 600A(mm)이하인 상수도, 농.공업용수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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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강관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 강관의 연결은 강관을 서

로 용접하여 사용하거나 플랜징을 연결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나 강관

용접의 경우 내경의 협소함에 따른 내부 용접부의 급격한 부식의 발

생으로 국민 식수 건강의 저해함과 배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와 수명

이 저하됨은 물론 배관교체에 의한 시공비용등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하게 되고 플랜징 연결시공은 플랜지가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파이프의 절곡 전에 삽입함으로 인해 작업 효율이 저하와 이동 및 

보관이 용이치 못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관 끝단면의 가공 기

술 개발을 배경으로 한쌍의 플랜지 각각을 2개 이상으로 분할, 볼트에 

의하여 단일 또는 이종재질의 파이프에 용이하게 체결 되도록 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한국 농어촌지사, 가스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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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2

회사명 (주)애강리메텍

대표 양찬모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연락처 

TEL : 041-544-6711 
FAX : 041-544-6714
홈페이지 

http://www.akrmt.co.kr
e-mail 
woonho11@naver.com

| 회사소개 | 

주식회사애강리메텍은 1990년도 창립이래, 24년 동안 고객이 요구하는 양

질의 배관재를 생산, 보급하며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성장

해온 회사입니다.

애강리메텍의 배관재의 품질은 이미 국내 배관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C, KS, Q-Mark, 화연인증원장 등의 국내 인증서 뿐 만 아니라 NSF, QAS, 

CSA, GOST-R등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배관재의 기술력을 인증 받고 글로

벌 애강으로 판매망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가진 C-PVC 소방스프링쿨러 배관재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무기물 발포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여 특허 출원함으로써 초일류 종합자재회사로 거듭 성장

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흐르는 물처럼 변화에 적응하고, 시대에 한발 앞서 

생각하는 혁신정신으로 일신우일신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에이콘 제1공장준공(1990.10)

·PB분배기 품질보증 Q-MARK획득(1993.12)

·미국NSF, 캐나다CSA. 호주QAS 인증획득(1994.06~09)

·이중관 해더공법 국내 첫 소개(1998.05)

·중국국가 화학 건축자재 측정중심 인증 CMA 획득(1998.09)

·수출지원대상 업체지정(1999.01)

·일본공업규격 인증JIS획득(JIS K 9792, JIS K 6793) (1999.05)

·PB KS표시허가 획득 KS M 3363 (1999.07)

·영국표준협회 BSI(2005.12)

·코스닥 재상장(국내최초) (2006.0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2006.11)

·고효율 인증 및 부품소재 신뢰성인증(PE-RT, PB관) (2007.01~03)

·환경 기술인상(환경부장관상) (2008.10)

·KFI인증(C-PVC제품승인-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09.02)

·5000만불 수출의 탑(대통령상) (2009.09)

·7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KC마크 획득(2011.11)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PB 파이프, PB이음관, 황동이음관, 냉온수 분배기, 온수분배기, 수전구

C-PVC 파이프, C-PVC 연결구, 무기물발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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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PB 급수급탕파이프 시공실적 약 250만 세대

·PB 난방파이프 시공실적 약 30만세대 

·PB 난방메인관 시공실적 약 77만 세대

·이중관 해더공법 시공실적 약 60만 세대

·PB 온수분배기 시공실적 약22만 세대

·매립분배기함 시공실적 약11만 세대

·C-PVC 소방스프링쿨러 시공실적 약 6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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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0-4

회사명 (주)위스코

대표 천영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7-5 

시화공단 3나 706 

연락처 

TEL : 031-432-3589  
FAX : 031-432-821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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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사람과 자연을 향한 기술력으로 푸른 지구를 만듭니다.

(주)위스코는 4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지

하시설용 피복강관과 각종 산업용 강관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

으며, 아울러 최신식시설 및 각종의 시험 기자재를 이용하여 엄격한 품질관

리로 품질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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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외 품질/생산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매출 증대의 결과를 낳는 등 대외적으로 코팅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주)위스코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품질향상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코팅리더로써 세계 일류 상품과 감동을 고

객에게 전달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고객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9001(2000), 14001

- KS D 3589, 3565

- 우수제품인증(2006153)

- 2006년 100대 우수특허상품 선정(우수상)

- 특허 제0462269호-누수탐지가 용이한 액체관

-  특허 제0474931호-액체관 네트워크 구축방법 및 액체관 누수탐지 시스

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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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생산제품

- 파손 및 누수감지관 - 파손감지용 강관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 

- 수도용폴리에틸렌 기능성에폭시 피복강관(FBE) 

- 3층 에폭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LAYER)

- 듀얼FBE - 염해방지용 에폭시 피복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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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파손누수 감지관

-  파손누수 상태를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해 파이

프 외면 피복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감지선을 감아서 

제작된 특수 기능 관

-  감지선을 삽입하여 제작할 수 있는 관이면 모두 감지

관으로 활용가능 

- 제조규격 80A~1,650A까지 가능

- 접합방법은 조인트 및 용접 방법을 사용

➋ 파손누수 감시 시스템 : 파이프가드

-  파손누수 감시 시스템(파이프가드)은 U-City, U-Korea 

구축을 위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파

손누수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전자지도(GIS)에 정확한 위

치 정보 및 매설된 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이메일, SMS, 알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➌ 폴리에틸렌 기능성에폭시 피복강관(PEP-U) 

-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용 도복장강관은 내면

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각종 도장재로 코팅하여 사용

하나, 이물질(물때 등)이 수도관 내면에 침착되어 각종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기능성이 부여된 코팅제(황토나노)를 사용하여 

항균력과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고 원적외선과 음이온

의 발생율을 높여 인체에 안전하고 유익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➍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LAYER PLP)

-  PE 압출식 피복강관은 관외면을 SIS SA 2½기준에 맞

게 Blasting 처리

-  분말상의 Epoxy피복, 방식성과 접착성이 우수한 접착

제를 2차로 압출 피복, 3차로 PE를 압출 피복한 완벽

한 방식피복강관

-  동·서남아 및 유럽지역에서 GAS, OIL LINE용 배관

재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탁월한 방식능력을 갖

춘 초고품질의 방식 피복강관 분말에폭시 정전피복강

관(FBE), 듀얼FBE

- 관외면을 SIS SA 2½ 기준에 맞게 Blasting 처리

-  고온 (250℃ 미만)에서 예열 후 분말상의 Epoxy를 정

전 Spray-Gun에 의해 피복 후 ,1층 또는 2층 피복강

관으로 음극박리 

-  저항치가 높고 혹한지역 및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우

수한 물성치를 보임

-  동남아, 북유럽, 북미 및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등에서 

OIL, GAS, 상수도 LINE용배관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품

질의 방식 피복 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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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2

회사명 (주)와이디아이

대표 최동한

주소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7번지 (진영농공단지내)

2공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7번지

연락처 

TEL : 055-342-5001~2  
FAX : 055-342-4088
홈페이지 

http://www.ydi1981.com
e-mail 
ydindco@kotis.net

| 회사소개 | 

당사는 1981년 창사 이후 “가치창조와 진보를 선도하는 기업”을 모토로 지

속적인 개발과 혁신을 거듭하며 상수도용 이음관과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중장비 부품을 지속 개발, 생산 해왔으며 30여 건의 자체개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기술 혁신 기업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 모범중소기업 선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 - NEP(EM) 총5회 획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신제품 Wrap Joint, HM Joint, HP Joint

HI-VP (수도용경질내충격염화비닐관) 전용 이음관으로 완벽한 수밀과 고

압 이탈방지력을 갖춘 자체 개발 특허 제품.

➊ 신제품 Wrap Joint [16A~200A]

HI-VP 관 고유의 편수 수밀 구조를 개선하여 쉽게 삽입되면서 수밀성을 

높였으며 고압에서 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가 간단히 체결되어 기존 

이음관들 대비 성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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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HM Joint [16A~300A]

HI-VP 관 전용 기계식 이음관으로 수밀패킹과 관체 이탈방지용 스토퍼가 내장되어 있어 본체의 너트를 조여 수밀

과 이탈방지기능이 동시에 발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관체의 이탈을 방지하는 스토퍼가 정밀주조 및 가공된 알

루미늄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➌ HP Joint [125A~400A]

분할 된 플랜지가 먼저 관에 체결되면서 내주면의 스토퍼이빨이 관을 견고히 잡아주고 본체와 플랜지를 볼트 조임

하여 패킹이 압착되면서 수밀을 이루는 구조.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LH공사, 전국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 및 관급 공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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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4-1

회사명 웰텍(주)

대표 이성식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755

연락처 

TEL : 02-783-5470  
FAX : 02-783-5474
홈페이지 

http://www.weltech3lp.co.kr
e-mail 
wtconst@weltech3lp.co.kr

| 회사소개 | 

저희 웰텍 주식회사는 1996년 국내 SOC산업 중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창업하였습니다. 

국내 SOC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온지 벌써 15년을 넘어 이젠 강관

업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다각화를 위하여 기

존의 강관제조업 뿐만아니라 건설분야에서도 당사의 특허 신기술인 웰텍

(WELTECHⓇ)을 이용하여 최고의 시공품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 9001 인증 (2003.0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2004.02)

-  건설신기술 제438호 지정 : 강관정형장치 및 자동용접치를 이용한 강관

의 현장설치 및 용접접합공법(2004.11)

- 성능인증(증소기업청) : 나노하이브리드복합수지 PE층 피복강관 (2010.11)

- 우수제품지정(제2010273,조달청) :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 (2011.03)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맞대기자동용접공법

‘V’개선 형태의 PIPE 맞대기용접에서 내부에 Internal Pipe Line Up 

Clamp(백링-Copper shoes)를 이용하여 강관정렬 및 백링을 설치한 후 

외부에서 Auto Welding Bug를 사용하여 Root Pass는 GMAW Down Hill

로 용접하여 Back bead를 형성하고 Fill, Cap Pass는 FCAW Up Hill로 

용접하며 작업자가 Remote Pendant에 설정된 용접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자동용접하는 방식.

➋ 관갱생공법

노후관 내부의 도막, 부식,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라이닝공을 시

행함으로써 노후관을 반영구적으로 재생시켜 관로의 수명을 연장시키

는 건식방식의 비굴착 갱생공법. 장비를 이용하여 노후관 관로를 도로

굴착 없이 개량하여 재 사용함으로써 굴착을 통한 신규매설 없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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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장비를 활용하여 관갱생을 시행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 곡관부나 경

사구간 등 비직선 구간과 장거리까지 시공이 가능.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05.11 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 농업용수로이설공사 2600A 한국농어촌공사 

- 06.10 대전시 신탄진정수장계통 송배수관로사업 1200A~2300A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 06.12 김제1-2공구 농업용수사업 1100A~2000A 한국농어촌공사

- 07.04 운정신도시 농업용수이설공사 800A~1350A 한국농어촌공사

- 07.05 한강하류권 제2공구 도송수실공사 1200A 한국수자원공사

- 07.07 과천국립과학관 2400A 한국수자원공사

- 08.10 구의및자양취수장이전건설공사(2공구,3공구) 2200A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08.09 홍보지구 청소공구 토목공사 800A~1350A 한국농어촌공사

- 08.09 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 송수시설공사(1차) 1200A 한국수자원공사

- 08.11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시설공사 1000A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 09.05 영산강4지구 토목공사(2-1공구,2-2공구) 2000A~2600A 한국농어촌공사

- 09.05 푸른송도배수지증설공사 송배수관부설공사 1200A,1500A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 09.06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관갱생공사 2200A~2800A 한국수자원공사

- 09.12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1000A~1650A 한국농어촌공사

- 10.02  광주~화순간 도로건설공사(상수도이설공) 800A,1200A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 10.02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제7공구 1350A 한국수자원공사

- 10.02 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 송수시설공사(1차) 1200A 한국수자원공사

- 10.11 화옹지구 7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토목공사 700A~1600A 한국농어촌공사

- 11.05 울산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공사(2차) 1200A 한국수자원공사

- 12.02 금강2지구 익산2-1공구 토목공사 1000A~1650A 한국농어촌공사

- 13.03 위례신도시 광역상수도 5, 6단계 관로이설공사 2600A,2800A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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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회사명 이에프 코리아(주)

대표 임원일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57-6

연락처 

TEL : 031-997-0002             
FAX : 031-997-9009
홈페이지 

http://www.efkorea.net
e-mail 
nakc66@hanmail.net

| 회사소개 | 

-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여러가지 배관설비!

저희 EF코리아(주)는 이러한 배관설비 중에서 지진이나 지반침하에서 발생

되는 충격흡수문제, 좁고 복잡한곳의 배관 굴곡문제, 열에 의한 배관의 신

축문제, 발전기 및 펌프의 진동 흡수문제등을 해결하는 스테인리스 Bellows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동안 당사는 1992년 창업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세계 기술환경에 접

합한 신기술도입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국내최초로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을 개발하

는데 성공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국가시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서울시 상

수도 급수배관의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폭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깨끗한 상태로 누수없이 인간생활에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

음으로, 맑은 물 만들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을 배관의 안전 파수꾼 EF코리

아가 축척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확인서 

•성능인증서

•우수제품마크 인증서

•KS 제품인증서

•위생안저기준

•ISO 9001:2001

•ISO 14001:2004

•CLEAN 사업장인증서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3595)을 원소

재로 하여 파이프의 내측에 일정한 압력으로 

액압성형하여 주름부를 형성하고 고용화 열

처리함.

Booth No.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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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프의 중간 중간에 15〜20개의 주름부를 형성하

여 충격이나 진동, 지진 및 지반침하 등에 의한 배

관변위를 주름부에서 신축을 자유로이 해결하므로 

배관의 파손 및 관 이음부에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누수율“제로”를 지향하는 제품임.

    -  스테인리스 강관 재질을 사용하므로 내구성 및 내식

성이 뛰어나며 녹에 대한  염려가 없어 위생적이다.

    -  주름 마디부가 flexible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파이

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좁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지반의 굴곡,凹 凸 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도 작업이 용이함.

    -  이음매를 획기적으로 줄여 시공기간을 단축시키

고 배관기술이 없어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제적입니다.  

➋ 지상식소화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  주름 마디부가 flexible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파이

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좁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지반의 굴곡이 심한 작업환경에서도 작

업이 용이함.

➌ 벨로우즈 신축관

    -  벨로우즈의 양단에 단관(END PIPE)과 플랜지를 결

합한구조로 배관의 신축과 진동흡수용으로 사용함.

    -  신축을 잘 흡수한다. 

        축방향의 신축흡수는 물론, 지반침하에 의한 횡방

향 변위도 완벽하게 흡수함.

    -  내부식성이 우수하다. 

        벨로우즈재질이 스텐인리스강(SUS304,SUS316L) 

사용함으로 부식이 되지 않음.               

    -  누수가 전혀 없다. 

        압착볼트의 이완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없는 구

조로서 설치 후 하자발생이 전혀없음.

➍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도 시공이 간편

    -  인건비가 절감되며 공기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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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3

회사명 지산개발산업(주)

대표 지순용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 35-7

연락처 

TEL : 032-561-0303  
FAX : 032-561-3586
홈페이지 

http://www.jisangt.co.kr
e-mail 
jisan6565@hanmail.net

| 회사소개 | 

고객이익의 극대화 = 기업의 성장

12년간 창조경영과 끊임없는 R&D로 특허 및 제품인증 등을 통하여 기업역

량을 강화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녹색성장을 목표로 그

레이팅, 트렌치, 토목자재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상품을 개발 중이며, 

최근 들어 잦아진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수재와 관련해 빗물투수, 빗물저감

시설, 빗물저류시설, 비점오염원억제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생산 중

입니다. 지산개발산업(주)은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

객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는 경영마인드로 성장

을 지속중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기업인증

-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외

제품인증

- Good Design 인증 -거북이(무소음트렌치)

- 길이조절이 가능한 측구용 덮개 -거북이(특허)

- 분리조절식 집수구(특허)

- 계단식 구배를 갖는 조립형 트렌치-물도랑(특허)

-  경계겸용 초기강우 정화블록(특허) 외 특허7건(출원중1건)   

디자인등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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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지하차도용 접이식 그레이팅

지하차도용 접이식 그레이팅은 특허기술을 응용한 제품

으로 기존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적용된 기

술은 중앙부의 힌지구조로 제품 폭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설치가 쉽고 또한 배수로의 청소를 위하여 뚜껑

을 해체할 시에도 중장비의 동원 없이 인력으로 가능

하므로 교통체증의 감소 및 공사비용의 절감효과가 있

는 제품입니다.

➋ 물도랑

고강성 플랜트용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하고 

조경효과가 뛰어나고 다양한 커버적용을 고려한 디자인

과 제품전용 소켓본딩으로 투수&누수를 차단하여 부식, 

산화에 강하며 청결상태 유지가 용이합니다. 6단차 구배

(계단식) 적용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인 트렌치 내 물고임

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➌ 도난방지스틸그레이팅

도난방지를 위해 개발된 스틸그레이팅이며 기존의 볼트고

정방식을 벗어나 단순끼움방식으로 연결되어 조립이 용이

하고, 쉽게 들 수 없게 만듬으로써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

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태영건설  우면동

한라건설  파주

벽산건설  구로구 벽산아파트

포스코건설  청라 레이크파크

대우건설  동작구

풍림산업  청라 풍림아파트

삼성물산  서울시청

동양건설  인천 영종도

신세계건설  하남경찰서

현대 엠코  부산기계상가

CJ건설   중림아파트

신동아건설  용성고등학교

코오롱건설  별내지구

한화건설  운곡초등학교

쌍용건설  용인택지개발지구

대우건설  수지 월드마크

LIG건설  강화 갑곶성지

두산건설  금천구 가산동

효성건설  평택 소사벌

금호건설  옥수동 서빙고

KCC  에이텍 판교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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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8-3

회사명 케이유피피(주)

대표 오근성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3길 26

연락처 

TEL : 041-582-9700 
FAX : 041-582-9703
영업본부

TEL : 02-590-2710
FAX : 02-591-2720
홈페이지 

http://www.kupp.co.kr

| 회사소개 | 

세계화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케이유피피(주), 舊)건설화성(주)

케이유피피(주)는 1978년 설립이래 차별화된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로 업계 

최고의 위치에서 PE PIPING SYST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하여 NIT식 PE수도관, UKP식 하수관등의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압용 소방관, MICRO DUCT, ONE TOUCH FITTING 등의 신제품

을 개발 완료하여 금번 전시회를 통하여 출품합니다. 또한, 케이유피피(주)

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과 중남미까지 수

출을 확대하여 2012년 1200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2013년도 2000만불 

수출을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창사 35년을 맞아 세계화에 걸맞게 수출기업, 강소기업의 이미지를 갖추

어 역사의 “건설화성(주)”의 사명을 뒤로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케이유피피

(주)는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 ISO9001, ISO14001, TL9000

KS인증현황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제2부 : 관 외 다수

·KS M 3514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M ISO 8085-1, 2, 3 : 가스용 폴리에틸렌(PE)이음관

·KS M 3500-1 : 이중벽관  

·KS M 3500-2 : 다중벽관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현황

·NIT식 PE수도관 지정번호 2012101(‘12.08.31)

·UKP식 구조형 폴리에틸렌(PE) 하수관 지정번호 2009244(‘10.02.19)

중소기업청 성능인증현황 

·NIT식 PE수도관제27-256호(‘12.06.05) 

·UKP식 폴리에틸렌(PE) 하수관 성능인증지정번호 제27-240호(‘12.03.28)

한국플라스틱표준표시 인증 : KPS M 2009(이중벽 구조 하수도관)

·Inno-Biz업체(기술혁신형 중소기업체)인증

·Main-Biz업체(경영혁신형중소기업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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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PE수도관 : NIT PE수도관, 이음관(조임식, E/F융착식, BUTT융착식)

·PE이중벽관 : PE이중벽관, PE다중벽관, PE차수벽관, 

솔리드하수관(소켓식)

·PE전선관 : SCD관, 3L전선관, COD관, Micro COD관

·PE가스관, PE지열관, PE원예용관, PE부력파이프(축양장용), 

PE강화파이프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해외 납품실적 : 일본,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약$1,200만불)

·국내 납품실적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KT(주), (주)L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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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8-1

회사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 박동문

주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15층 복합소재사업팀

연락처 

TEL : 02-3677-6097 
FAX : 02-6008-8788
홈페이지 

www.koapipe.com
e-mail 
koapipe@kolon.com

| 회사소개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1957년 합섬산업을 시작으로 지난 55년 동안 꾸준

한 연구개발을 거듭하며 한국 화섬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현재는 산업소

재/전자소재/화학 전문기업으로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관, 폴리이미드필름, 전자소재, 

아라미드, 멤브레인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구

조를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핵심역량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Global 

Top 종합 화학/소재 기업” 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 M 3370

·KS M 3333

·KWWA M 207

·ISO 9001

·ISO 10639

·소방성능인증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각 지자체

·압력관(상수/공업용수/농업용수/우수/오수/하천유지용수)

·비압력관(우수/오수/폐수)

● 파이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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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펌프장

● 제품 사진



56

관류

Booth No. A-2-8

회사명 (주)태광수지

대표 김진춘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1504-1

연락처 

TEL : 051-265-4472             
FAX : 051-265-9460
홈페이지 

http://www.taekwangsuji.co.kr
e-mail 
cochun0703@hanmail.net

| 회사소개 | 

저희 ㈜태광수지는 녹색기술을 선도하며,가정이나 기업에서 분출되어 나오

는 생활용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환경오염방지을 우선시하는 녹색제품 일

반용 폴리에틸렌관을 생산,판매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태광수지는 녹색기술을 통한 연구개발 및 공장시설에 미래지향적 투자와

고객제일주의을 실현, 언제나 고객의 입장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친환경적인 폴리에틸렌관 생산설비를 갖추어 우수한제품 생산에

기여하려, 전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증(특허제10-0998599호) - (2010,11,30)

•제품인증서KS(제 11-0115 호) - (2011,02,09)

•녹색기숭인증서(제 GT-11-00193호) - (2011,9,1)

•환경표지이증서(8502호) - (2011,04,12)

•품징경영시스템인증서(QMS-3410) - (2010,11,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EMS-0930) - (2010,11,01)

•단체표중 인증서(제 B-021-1호) - (2012,05,21)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제 084-1호) - (2012,05,21)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PE 이중벽관

•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원료로 하여 관매벽을 I-beam형태로 압출

성형하여 외압강도와 충격에 강하도록 제조한 관.

• 열수축 시트와 pe밴드 및 전기융착이음방식 등으로 수밀성이 뛰어

나 누수발생 우려가 없으며, 연성관으로 부등침하에 대한 지지력이 

우수하다. 

• 중량이 가볍고 연성관으로 유연하며 충격에 강하다. 또한 내식성, 내

약품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여 오,페수관용으로는 어느 관보다 뛰

어나다.

➋ PE 삼중(복층)벽관

• 이중벽 사각사공에 ‘+’자 보강구조 형성으로 외압강도와 복원력이 향상

• 이중벽관(50년)보다 많은 70년 이상의 수명

• Coupling, 스텐벤드 접합으로 완전 수밀 보장

• 부식이 없고, 산·알칼리, 페수, 염분에 강하다. 또한 내한성이 뛰어

나 -80℃에 물성변화가 없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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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충진(전)벽관

• 관의 내,외면이 PE로 채워져 내충격성이 강해 깨

지지 않는다

• 부식이 없고 산·알칼리, 페수, 염분에 강하다. 

• 수밀성이 매우 뛰어난 구조

PE유공관

• 일체식 성형제품으로 이탈이 없고, 토압 및 운압에 

강함

• 높은 개공율로 흡수력이 우수

•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되어 특이지형에 적합

• 투수와 통기성이 우수하여 유공관의 배수능력을 오

랜 기간 확보

TK 소형맨홀

•토압, 외압으로 인한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 맨홀 높이조절로 인한 현장시공성이 매우 편리하다.

• 협소한 골목길, 복잡한 도로에서 쉽게 시공이 가능

하고 수밀성이 양호

• 맨홀의 뚜껑만 교체하면 오수,우수용으로 사용가능

• 이탈방지용 뚜껑틀이 있어 시공시 이탈 방지가 양

호하다.

환봉 연결구

•내충격성이 강한 ABS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제조

• 수밀용밴드는 내구성 강한 EPDM재질, 체결용 볼트

는 내후성이 강한 재질

• 볼트체결로 누구나 용의하게 체결할 수 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경남김해시청

   싱동여차 공공 하수처리시설설치 공사.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밀양시청

   하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공사.

•부산광역시청

   구서장전동일원1 하수관거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감전리구역 감전유수지일원 하수공사.

•부산도시공사

   기장도예촌 조성공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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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1

회사명 (주)폴리텍

대표 이대영

주소 

본사

충북 청원군 오송읍 동평서평길 54-1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타 10층 11호

연락처 

본사·공장

TEL : 043-238-5300  
FAX : 043-238-5299
서울·영업

TEL : 02-588-2521 
FAX : 02-588-2530
홈페이지 

http://www.polytec.co.kr
e-mail 
sgyou@polytec.co.kr

| 회사소개 | 

기술의 세계화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는 기업

24년 장수 경영을 자랑하는 (주)폴리텍은 충청북도 향토기업으로 80여명의 

임직원이 배관용 Polyethylene Valve, Polyetylene 전자융착 시스템을 전세

계 약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수출지역을 소개하자면, 미국시장 3위로 약 15%의 시장점유율, 중국시장

의 약 50% 점유율로 1위, 인도, 호주,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도 시장을 확

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7년전 등록한 연구소는 현재 연구인원 7명으로 전 직원의 12% 수준

이며 이들의 임무는 (1)신제품개발 (2)기존 제품의 개선 (3)설비개발 (4)해외 

공장건설 등입니다.

당사는 제품의 개발, 생산 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를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 장비

를 영국, 스페인 및 중국에 수출하였고, 중국과 미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

였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KS M 3408-3                  ·KS M 3529

·K마크                         ·KC마크

·세계일류상품

·조달우수제품인증 및 유럽, 캐나다, 독일, 미국 등 다수의 해외인증 취득

·특허, 실용신안 등 20여건의 지적재산권 보유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도용 PE BALL VALVE

·제품성능

- 밸브구성 전 부품이 부식이 없으며, 반영구적 수명

- 시공 후 물성변화가 없으므로 기밀, 수밀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시공성

- 방수가 필요없고 제품 중량이 가벼워 설치가 쉬움

- 밸브에 연결되는 파이프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결가능

·한국형밸브

- 신규 물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

- 내화학, 내부식성이 뛰어난 제품

- Full Bore 설계로 압력 손실을 극소화

- Long Stem 적용으로 국내시공 실정에 적합

- 설치 후 사후관리 비용이 필요없는 친환경적 제품(재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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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상·하수용 PE이음관

(수도용 PE E/F COUPLER, ELBOW, TEE, END CAP, 

REDUCER, 하수용 PE UV COUPLER)

·국내시공 여건에 적합한 공법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하수도용 PE배관은 공급 시스

템의 영향으로 외국의 경우보다 대형관의 사용량이 많

다. 또한 시공현장에서 외경 및 진원도의 편차가 큰 파

이프가 사용됨으로써 파이프 융착 품질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국내의 시공실태를 감안하여 

개발된 제품이 “폴리텍 이음관”이다. POLYTEC 이음관

은 진원도의 편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누설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전기융착 시스템(Electro Fusion System)

 융착시 파이프의 외경부분에 전기융착식 이음관을 삽

입 부착한 후 융착장비를 통하여 일정량의 전기를 공

급하면 이음관 내경부위에 내장된 발열선이 전기저항

을 받아 열이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한 열에 의하여 이음

관의 내경부위와 파이프 외경부위의 용융접합이 진행

되는 접합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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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3

회사명 (주)픽슨

대표 정성만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9

연락처 

TEL : 1577-5077 
FAX : 061-760-7690
홈페이지 

http://www.fixoninc.com
e-mail 
fix@fixoninc.com

| 회사소개 | 

글로벌 넘버원의 파형강관, 파형강판을 생산하는 (주)픽슨은 1994년 창립해 

2001년 기업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의 8%를 기술과 제품개발에 

투자한 결과 2001년 PL파형강관, 2006년 PF파형강관, 2007년 파형강판 보

강방법, 2012년 HPL파형강관, 2013년 스마트파이프를 상용화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픽슨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호주, 러시아, 이란 등 세계 10

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시설 사

회복지법인 참샘동산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파형강관

- 조달청 우수제품(NEP) 인증

- 조달청 3자단가 및 다수공급자 계약

- 특허 제10-1134571호 이외 다수

파형강판

- 건설신기술(NET) 인증

- 조달청 3자단가 계약

- 특허 제10-0659641호 이외 다수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파형강관 주요제품

·내부평활형 파형강관  ·HPL파형강관

·PF파형강관          ·PL파형강관

·일반파형강관         ·유공관

제품용도

·우수관    ·오수관    ·종배수관

·횡배수관  ·용배수관   ·유공관 등

파형강판 주요제품

·표준형 파형강판

·대골형 파형강판

·강합성 빔보강 파형강판

제품용도

·저류조    ·생태터널  ·군사시설

·소교량    ·통로암거  ·수로암거 등

FIX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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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공사

·한국도로공사 종배수관

·진위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기타 하수관시장에서 실적 다수

·울주군 저류조 사업

·○○지역 전략증강사업

·하남-풍산 생태터널 

·○○골프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지자체 소교량 등 실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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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6

회사명 (주)하이스텐

대표 김종재

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

연락처 

TEL : 055-329-0837~40 
FAX : 055-329-084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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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스테인리스 볼밸브 및 관이음쇠 제조 대표기업 (주)하이스텐은 슬립인조인

트를 개발 상수도매설배관에서 가장 취약한 지반침하에 수도관을 보호 하

는 기술 신축가동식이음 기술로 상수도 누수를 획기적으로 방지하였습니

다.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건물의 내진성 관련하

여 이탈방지이음쇠인 su 조인트(무용접이음쇠 롤푸쉬접합)를 출시 국내·

외 5,000여건을 납품하여 그 성능과 시공성에서 설비 및 엔지니어링사로부

터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특히 제품의 정밀성과 안전성, 시공성에서 기존의 어떠한 제품 보다도 우수 

하여 많은 시공회사 및 설계사로부터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

스 나사식 새들붙이분수전(이종금속 부식방지기술 적용)을 국내최초로 개

발,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배관자재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온 (주)하이스텐은 급속히 변화 하는 상수도, 급수, 급탕 소방 플

랜트 설비 등 관련 산업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최고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명품만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스테인리스 제수밸브

· 누르개 고무덮개는 밸브축과 패킹상자 사이에 이

물질(모래,먼지)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오

랫동안 세월이 지나도 밸브의 작동이 잘됩니다.

➋ 양면 소프트 실 제수밸브

· 부품의 재질은 구상흑연 주철(GCD 450)로 충격, 

내부하층에 대해 강관과 동일하여 겨울철 동파에

도 견디며,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을 채용, 녹 발생

과 물때가 없어 위생적입니다. 

· 밸브 하부에 홈이 없어 스케일이 끼거나 이물질 

퇴적이 없어 지수가 탁월합니다.

➌ 스테인리스 지수밸브 

· 밸브 및 핸들이 100% 스테인리스로 구성

되어 파손이 없다.

·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하고 기존의 지수밸

브 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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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분수전

· 이종금속간 전위차부식 방지 기술이 적용된 밸브.

·360˚ 자유회전식으로 시공이 아주 편리하다.

· 기존 분수전에 비해 시공시 작업 공수가 적고,  

동파에도 강하다.

·분기시 부단수천공이 가능하다.

➎ SU조인트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리테이너에 

장착한 주판구슬이 유성 회전을 하면서 배관 작업시 관

에 자체적으로 전조나사를 만들어 누수가 전혀 없고 ,관

이 이탈 되지 않으며, 배관시 에도 별도의 특수 공구가 필

요 하지 않아 별도의 기능공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

나  용이하게 시공 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옥내배관용 내

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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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수도

협회 규격 및 스테인리스 협회 규격을 인증 받았습니다.

➏ 슬립인 조인트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 지반침하, 중차량 통과하중, 지진(진동), 옥 내외 배관

의 수격압 및 관의 팽창과 응력 반복 등에 대응하도록 

관의 축방향 신축과 횡방향 굽힘을 흡수하는 구조(신

축가동성)  

· 시공이 간단 단순하며 사후 관리가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아주 경제적

· 대형 건물이나 유통점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건물 

및 시설의 사후 관리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기(불)나 용

접기가 없이 관리가 편리.

· 서울시상수도 규격 및 상하수도 협회 규격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제 25-042호 인증

· 국내 최초 스테인리스조인트 신뢰성 인증 제 209-44

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전국 지자체 수도사업소 및 관급공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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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7 

회사명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대표 한홍희

주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2 

금복B/D 1301호

연락처 

TEL : 02-415 - 5971 
FAX : 02-415 - 5972
e-mail 
resinprc@paran.com

| 회사소개 |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은 부식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내구성의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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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홀의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양산체제 하에 하수도 시장에 보급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콘

크리트 결합제로 사용한 폴리머(레진)계 복합소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하여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구성, 내마모성, 시공성 등이 뛰어나고 우

수한 수리성능을 지니고 있어 하수도 시설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소재입니다. 본 조합은 이러한 소재를 이용한 레진

관(PRC관) 및 레진 맨홀을 통해 후손에 물려줄 맑은 물 보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 M 3375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추진공법용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맨홀

➊ 레진관(PRC관) 구조

· PRC관에 사용되는 수지(레진)은 원심성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진 것

으로 인장신율이 높아(10~13%)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치수 안정

성 및 수축이 적습니다. 

· 또한 관내면 보호층을 형성하는 피복용수지는 내마모성, 내해수성, 내약

품성 및 표면 평활성이 월등하여 기존의 유사관종과 비교하여 안정적이

며 하수관로에 적합한 성능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뛰어난 내산성

결합제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문제로 대두

되는 황산에 대한 강한 내산성을 발휘하며 산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강한 내식성을 발휘

·높은 외압강도와 높은 휨강도

외압강도가 높기 때문에 매설 토피고를 높게 할 수 있으며, 또 기초지반

의 부등침하 및 외압 편분포에 강한 저항성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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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의 처짐 및 변형방지

관의 포설 후 관로의 처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안

정된 유수단면을 확보(설계상 강성관으로 취급)

·추진 내하력이 큼

레진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90N/㎟(918kgf/㎠)이상, 

또 응력 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축방향의 허용 평균 응

력도가 30N/㎟(306kgf/㎠)임. 따라서 추진거리가 길어      

장거리 추진이 가능

·관내 평활성과 뛰어난 수밀성

관내면은 매끄럽고 조도계수는 n=0.010으로서 콘크리

트관과 비교하여 동일 내경에서 약 30~40%의 유량증

대를 기대할 수 있고, 흡수성이 작고 파이프 표면이 평

활하여 고무링에 의한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음

·흡수율이 낮고 유지관리가 편리

흡수율이 매우 낮고 동결 융해 및 해수의 침식에 의한 

강도 저하가 없고, 침전물의 제거가 용이하며 관내 점

검을 빛의 투과가 좋아 유지관리가 용이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국가 4대강 자동수질 측정망

·각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수질 TMS 자동 시료 채수기

·비점 오염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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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3-1 

회사명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대표 원부성

주소 

본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종빌딩 8층

영남사무소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13 

쇼핑월드 2층

호남사무소

광주 북구 운암1동 1044-2 

신화빌딩 5층

연락처 

본사

TEL : 02-422-1551             
FAX : 02-422-1552
영남사무소

TEL : 053-588-2057             
FAX : 053-588-3033
호남사무소

TEL : 062-523-0480             
FAX : 062-523-0481
홈페이지 

http://www.kcrcic.or.kr
e-mail 
gks5250@naver.com

| 회사소개 |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심력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

익보호를 위한 공동사업(구매, 판매, 시험검사,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0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사장 : 원부성)으로 우리 흄관 생산

업체들은 각종 오·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막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깨끗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더욱 더 품질과 성능면에서 우수한 하수관을 생산

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40개 제조공장을 통하여 적기적

소에 물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 F 4403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흄관 (Hume Pipe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KS F 4403

• 흄관은 품질과 전통, 사용실적에서 가장 앞선 하수관거입니다.

• 흄관은 국내에 풍부한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등을 배합

하여 원심력공법으로 제조한 관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흡수율이 낮으

며 온도변화나 외압에 변형이 없는 강성관입니다.

• 흄관은 환경문제화 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재로 재인식, 오늘도 전국의 40개 생산회사에서 품       

질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➋ 흄관 종류

• A형관 (직관)

   -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접속 형상으로서 접합구로써 각종 밴드를 사

용하고 있음

• B형관 (소켓관)

   -    관의 양끝이 접수구와 삽입구로 되어 있으며 주로 고무링을 사용

하여 연결함

• 접속관 (T자관)

   -  가지관과 연결관(취부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접합이 가능하도

록 관 몸체에 연결구가 있음

• 유공관 (집수관)

   - 지하수나 복류수의 집수용 등으로 사용하며 관의 몸체에 유공(구멍)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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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력사각수로관

-  도로 측구 배수로 등의 용도로 쓰이며 외압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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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20-1

회사명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 

대표 홍동국, 김태형, 김형규

주소 

부산본사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19)

포항공장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8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38)

연락처 

부산본사

TEL : 051-291-5481~5  
FAX : 051-206-0448
포항공장

TEL : 051-291-5481~5
FAX : 051-206-0448
홈페이지 

http://www.kcip.co.kr
e-mail 
kyh6004@kcip.co.kr

| 회사소개 | 

친환경 녹색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은 1953년 창립 이래 지난 60년간 ‘우리 일상생활과 한순간도 떼

어 놓을 수 없는 물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내 최초로 덕타일 주철관을 개발/생산하였으며, 우수한 품질의 강관 제품

을 생산함으로서, 국내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고객의 관심과 격려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주철관은 친환경 녹색 성장

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9년 위생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향상 

시킨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을 개발/상용화하여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주철관은 친환경 제품, 자원/에너지 절약 제품을 

개발해 나감으로서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입

니다. 고객의 신뢰와 더불어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국주철관의 

노력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1. KS

- 주철관: KSD 4311, KSD 4308, KSD 4316, KSD 4317, KSD 4323

- 강관: KSD 3566, KSD 3583, KSF 4602

2.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 인증번호: QMS-12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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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국가위생국인증(NSF61) 

- FKR026-KCIP

5. 영국음용수협회인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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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제품인증(NEP,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

- 인증번호: NEP-MKE-2009-041

7.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BPF형 에폭시분체도장관 - 특허 제10-00813098호(2008.03.06)

- 내진형 관 연결구(EZ-LOK) - 특허 제10-0704248호(2007.03.30)

- 내진형 관 연결구(SNAP-LOK) - 특허 제10-0696402(2007.03.19)

-  관 연결부의 누수시험 장치- 실용신안 제20-0196591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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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

 특징

•기계적 성질

-  기지 조직 내 흑연이 구상으로 존재하여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 우수

-  강성이 커 외부 하중에 대한 변형이 작음, 연신율이 

높아(10%이상) 충격/변형에 안전 

•내부식성

-  열처리(Annealing)를 통해 관 외면에 산화피막 형

성·부식방지

-  전기 저항이 높고(강의 3배) 관로가 고무링으로 연

결된 불연속체·전식에 안전함

•경제성

-  친환경 천연재료 사용·100% 자원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용 미발생)

-  낮은 관로 사고율·관로 유지관리비 절감, 효율적

인 물 공급 가능

•내구성

-  장기적인 매설환경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성질 유

지·안전성 확보

•시공성

-  다양한 이형관, 접합부 신축성/굴곡각 제공·관로

조정 용이, 합리적 배관망 조성

-  높은 강성·얕은 매설가능, Sand Bed 등 불필요·

시공비, 시공시간단축

- 접합 방법이 간단하여 시공용이

•내진성

-  높은 강도, 조인트의 유연성·관로의 신축/굴곡성 

향상·지반의 압력에 유연한 대처

➋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

•위생안전성

-  위생안전기준(KC), 미국국가위생국(NSF61) 및 영국

음용수협회(WRAS) 인증

•친환경성

-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제(VOCs) → 대기/수질오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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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초장축 강관 말뚝

-  현장 원주용접이 필요 없고 용접부 품질 염려가 없음

-  현장 시공시간 단축 - 단본을 해상운반을 통해 시

공현장으로 운반 후 즉시 시공가능

-  높은 진직도 - 현장 용접 이음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절감

-  경제성 - 현장 용접 이음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관련) 

2.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도시공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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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8-2

회사명 (주)한국화이바

대표 조용준

주소 

본사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번지

2공장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379번지

서울지사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번지

함양공장

경남 함양군 수동면 산업단지길 76번지

연락처 

TEL : 055-359-2402~10 
FAX : 055-359-2429
홈페이지 

http://pipe.fiber-x.com/
e-mail 
abcd1234@hfiber.com

| 회사소개 | 

(주)한국화이바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독자

적인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리섬유/카본섬

유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한국화이바는 끊임없는 자

기극복과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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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녹식 파이프 성형방법

KS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KS M 3370:2005)

KS :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게(KS M 3333:2005)

ISO9001:2008 : Glass Fiber Reinforced Thermosetting Plastics Pipes, 

Coupling & Fittings.

KCW : 위생안전기준

·GRP맨홀

특허 : GRP 맨홀구조 및 GRP 맨홀의 본체와 연결관의 제조공정

특허 : GRP관을 이용한 맨홀의 보수, 보강방법

특허 : 측면 밀착형 수밀용 고무링을 갖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맨홀

특허 : 상단 밀착형 수밀용 고무링을 갖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맨홀

특허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맨홀 및 이의 제조방법

Q마크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 맨홀

KWWA : 단체표준 표시인증

· 소방배관

KFI - 소방용합성수지 배관 1.6Mpa

KFI - 소방용합성수지 배관 2.1Mpa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유리섬유 복합관 및 연결구

- 가볍고 시공성이 우수한 GRP 맨홀

- 강도가 뛰어나고 시공성이 우수한 GRP 오수받이

- 소방배관

- 불연성 복합재료를 사용한 초경량의 철도차량 내·외장재, 전두부 및 프레임

- 복합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성형공법으로 제작된 방산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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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리섬유 복합관, 연결구, 이음관

-  (주)한국화이바의 주력제품인 유리섬유복합관(GRP Pipe)

은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반으로 고탄성, 고강도의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내압강성을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유리섬유 복합관은 무

게가 철관의 1/3~1/4정도로 가벼워 취급이 용이해 시공

성이 우수하며, 유속계수(C=150)가 타관에 비해 매우 우

수하여 동일 관경의 경우 더 많은 수자원을 이송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난 

관도 신관과 거의 유사하며,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5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리섬유 연결구는 관에 각도 변형을 주어도 수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진 및 지반 침하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EPDM 고무를 사용하여 내식성이 우

수하며, 소켓 타입이기 때문에 삽입이 용이하므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유리섬유 이음관의 종류는 새들분기관, 곡관, T자관, 편

락관, 플랜지어댑터 등이 있으며 유리섬유 복합관, 불

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Mat 그리고 직조된 

Roving Cloth를 Hand-Lay Up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➋ GRP 맨홀

-  GRP 맨홀은 기존 맨홀보다 가볍고, 일체형으로 제작되

어 시공성이 좋고, 우수한 내부식성과 수밀성을 가지는 

등 오랜 기간 특별한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고객의 요구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맨홀 높이는 쉽

게 조절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➌ GRP 펌프장 맨홀

-  GRP 펌프장 맨홀은 지대가 낮은 곳의 오수를 기존 차

집관로 및 신설 오수관로로 압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사용합니다. 기존의 펌프장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

한 GRP 펌프장 맨홀은 무게가 가벼워서 시공성이 좋

고, 누수가 없으며,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또한 시공이 간편하여 시공기간 단축

과 시공경비 절감 및 펌프 유지/보수관리와 작업인부

의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어

진 제품입니다.

➍ 소방용 배관

-  소방설비에 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기존의 스틸 파이

프(Steel Pipe)의 최대 단점인 부식에 대한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 녹 발생으로 인한 유량의 저하, 배관의 

막힘·파손·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고, 설비수명이 길

고 화재진압기능의 저하가 없습니다. 완벽한 누수방지

를 실현하여 날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대

책에 적합한 21세기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입니다.



72

관류

회사명 현대하이스코

대표 신성재

주소 

울산시 북구 염포동 265번지 

현대하이스코

연락처 

TEL : 052-280-0114 
FAX : 052-287-8916
홈페이지 

http://www.hysco.com
e-mail 
customer@hysco.com

| 회사소개 | 

현대하이스코는 철강제품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하이드로

포밍 등 고부가 파이프제품을 통해 국내 철강시장의 선도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끊임없는 연구개발

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원가절감형 스테인리스강관

인 에코라이닝 스테인리스 강관을 개발하여 Water Service분야에 적용을 

넓히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는 기존 스테인리스강관 대비하여 원가가 저렴하고, 우수한 내

부식성 및 편리한 시공성등의 장점이 있는 에코라이닝 스테인리스 강관을 

출품하였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 D 9536 스테인리스 라인드 강관 규격제정 및 인증 획득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획득 ·조달 우수제품 인증 획득

·NET(단관)/NEP(SF조인트 체결) 인증 획득 外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에코 라이닝 스테인리스 강관은  탄소강관과 내부식성 강관이 고압의 수압

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합된 강관으로서 내부식 성능과 위생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관과 동일한 성능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함께 관의 역할

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상수도 매설용 급수관으로써의 에코 라이닝 스

테인리스 강관은 수질 보존에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STS의 가격부담으

로 인해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에코 라이닝 스테인리스 강관이 해결하

여 드릴것입니다.  

Booth No. A-4-5

외관

(탄소 강관)

내관

(STS 강관)

경제적 내부식 강관

기존 스테인리스 

강관 대비

제조원가 절감

소비자 맞춤형 강관

사용목적에 따라

외, 내관의 재질선택 가능

(STKM, STK, SPPS,

SPBH, STS304/316 外)

최신 제조기술

고압의 수압으로 외관과

내관을 기계적으로 결합

최신무용접연결시공으로 

현장시공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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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방식 |

•타이튼(Tyton) 조인트

•SF(Self Flange)조인트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시공처 시공내용 연결방식 시공길이 시공일자

현대하이스코 울산공장 급수배관 SF조인트 600m ’10. 10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 NO.2CGL 용수배관 SF조인트 430m ’11. 5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NO.2CGL 용수배관 SF조인트 260m ’11. 9

현대제철 플랜트 용수배관 SF조인트 7,900m ’12. 3

인천 계양구 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관 매설 라인 타이튼조인트 200m ’11. 11

인천 계양구 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관 매설 라인(2차) 타이튼조인트 400m ’12. 10

현대건설 남양주 힐스테이트 소방배관 SF조인트 2,300m ’12. 12

매립용 밀폐 케이스

이탈방지 클램프(주철) 타이튼 조인트

에코라이닝 

스테인리스 강관

클램프

에코 라이닝 

스레인리스 강관

가스넷
플랜지 

가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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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8-4

회사명 (주)신흥코리아

대표 임민섭

주소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

17 쌍용IT트윈타워 1차 701호

보령 공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674

당진 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492-16

연락처 

TEL : 031-735-8898
FAX : 031-735-8884
홈페이지 

http://www.xinxingkorea.co.kr
www.kspcorp.co.kr
e-mail 
www.webmaster@kspcorp.co.kr

| 회사소개 | 

세계 최고/최대 주철관 제품 공급 회사

저희 (주)신흥KOREA는 세계 최대 주철관 회사인 중국, 신흥주관 유한공사 

와 , 주철관 수출 전문기업인 한국, (주)KSP 가 제휴하여 60년 이상 외국산 

주철관의 진출 수입이 전무하여 기술력등 경쟁력이 낙후 된 한국시장 판매

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신흥 주철관 제품은 전세계 시장에 매년 50만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

며 세계최고의 품질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따라 내외부 PE, PU, Epoxy 등

의 코팅 주철관은 물론 주철관 외부코팅은 국내 주철관 제품과 차별화된 수

출품 국제규격인 ISO8179에 의한 금속 용융 아연도금(Metallic Zinc Coating)

이 기본적으로 처리된 제품으로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진출 12년 

동안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내 주요 수요처에 좋은 평판을 받으며 다양

한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사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한국시장

에 소개하여 현재의 세계 각국간 FTA 체결 등, Global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 상하수도 업계의 경쟁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여 많은 한국산 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제품인증서 닥타일주철관 KS D 4311 (2003. 07. 24)

·제품인증서 닥타일 주철이형관 KS D 4308 (2005. 05. 26)

·제품인증서 하수도용 닥타일주철관 KS D 4323 (2013. 01. 23)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KCW-2011-0018 (2011. 05. 26)

·스위스 SGS ISO9002,프랑스 선급 B.V 제품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닥타일 주철관 KS D 4311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8

·하수도용 닥타일주철관 KS D 4323

·각종 밸브 및 상하수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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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환경공단            

·SK건설 등 주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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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Booth No. A-10-3

회사명 (주)PPI평화

대표 김재경

주소 

우)455-94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연락처 

TEL : 031-359-0001  
FAX : 031-359-0050
홈페이지 

http://www.ppinet.co.kr
e-mail 
ppi@ppinet.co.kr

| 회사소개 | 

PPI 평화는 배관 산업의 6개 전 분야 (오배수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각 이

음관)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PVC관 생산업체로써, 1976년 창업 

이래 34년간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 하여 파이프 산

업과 배관설비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한국 최초 내수압 테스트 1천 시간을 통과하여 수도관의 내구성을 50년 이

상 보장하게 되었으며, 주철보다 강한 초고층용 DH오배수관을 개발한 공

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11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부품.소재기

술상” 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 최대의 PVC

파이프 신 공장 준공에 이어, 2010년을 맞아 제 2의 공장신설과 설비증설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술표준원에서 50여년간 사용하던 PVC 파

이프의 KS규격이 무독성 흰색으로 개정됨에 따라 KS규격 이상으로 제품 

생산체제를 완료하고, 신소재 개발로 주철관보다 충격강도가 5배 강한 DH

관이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등, 1군 대형 건설사들에 채택되어 사용되는 등

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급수·급탕용 및 소방용 배관인 C-PVC의 KFI인증

(소방인증)이 최대구경까지 한국 최초로 완료됨에 따라, C-PVC 생산 설비

를 증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PPI평화의 신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파이프 산업과 배관설비 산업 발

전에 기여하며 미래의 물 산업을 주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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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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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우수제품지정인증(조달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사(KPPS M 306)

- 한국염화비닐관조합규격표시인증서(KPPS M 306)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제 물받이

- 한국염화비닐관조합규격표시인증서(KPPS M 303)

·상수도용 PH원형밸브실

- 지식경제부 K마크 인증서(성능)

- 우수제품지정인증(조달청)

·PPI PH 맨홀

- 우수제품지정인증(조달청)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 소개 | 

·PPI 고강성 이중벽관, 내충격 하수관, V형 하수관

·PPI DC이음관, HI-VG이음관

·PPI 내진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 HI-CP

·PPI DF 이음관 , DK 이음관

·PPI HI-TS 이음관 , HI-SR 이음관

·PPI 오수맨홀 시스템

·PPI 소형맨홀 시스템

·PPI PH 상수도용 원형밸브실

·PPI PH 1호맨홀 & 600맨홀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전국 150여개 각 지자체 상수관로, 하수관거, 밸브실,

하수맨홀 공사

·LH, 1군 건설사 외 및 전국 BTL 사업

·건축자재 일본 전국 600여개 현장 시공 (2040 방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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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3-1

회사명 동원산업

대표 우영배

주소 

경북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215

연락처 

TEL : 053-811-5454 
FAX : 053-811-4334
홈페이지 

http://www.dwkorea.kr
e-mail 
uyb5454@hanmail.net

| 회사소개 | 

물은 생명! 생명을 지키는 동원산업

물은 생명이다! 라는 이념을 가지고 깨끗한 물,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

구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최상의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하여 투자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동원산업은 물탱크 제조 전문 업체로, 기술 및 품질 개발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물을 생명으로 여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STS 물

탱크, STS 도류벽 물탱크, 지하 매설용 STS 물탱크, 스테인리스 라이닝(리

모델링)등을 제작 및 개발하여 널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원 산업은 깨끗한 환경, 밝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땀을 흘릴 것이며, 철저한 품질과 기획, 설계, 제작 및 시공, 완

벽한 A/S까지 책임지는 품질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환경 친화적인 동원산업

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표창

·조달 우수제품 지정(STS 도류벽 원통형 물탱크)

·중소기업청 성능인증(STS 도류벽 원통형 물탱크)

·조달 우수제품 지정(STS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 - 라이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STS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 - 라이닝

·ISO 9001 품질 인증    

·스테인리스 물탱크 단체표준인증

·우수발명품(라이닝)     

·벤처 기업 확인

·특허 : 도류벽이 구비된 저장탱크/물탱크의 조립구조/정수 처리장치가

구비된 물탱크 / 정수처리용 이중 격벽 저장탱크/플랜지 이음 정

화 수단을 갖는 물탱크 /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

크/지하매설용 물탱크 및 이의 시공방법 / 지하매설용 물탱크 및 

그 시공방법/정화 기능을 갖는 물탱크의 제조 방법 / 콘크리트 벽

체 패널을 갖는 물탱크 제작 방법/콘크리트 내부 물탱크 결합구조

·실용신안 : 물탱크    

·디자인 : 물탱크 투시창/토목 건축용 물탱크 3종

저수조·코팅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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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스테인리스 물탱크 [특허/실용제품]

·STS 도류벽 물탱크 [조달 우수 제품]

·STS 정수처리가 구비된 물탱크 [특허제품]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라이닝) [조달우수제품]

·지하매설용 스테인리스 물탱크 [특허제품]

·FRP 물탱크 / FRP 기계실[의장제품]

➊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특허 제10-0736127호』

내식성, 내부식성등이 우수한 STS304/444/329J3L로 제작, 사용 정압력이 

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형성되고,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

테인리스 재질로 물과 친화력이 있으며 겹치기 용접방식으로 누수가능성이 

없어 유지관리비 및 수압으로 인한 물탱크 파손에 의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 맨홀을 바닥보다 낮게 시공하여 청소가 용이합니다.

➋ 스테인리스 도류벽 물탱크 『특허 제10-0597877호』

원통형으로 물탱크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는 도류벽 구조의 물탱크입

니다.

물의 미세한 이물질 등을 1차, 2차, 3차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

으며, 내장형 배관으로 설치하여 동파 방지가 탁월합니다. 외형을 자연친화

적이고 미관성이 아주 우수한 인조바위 모양 및 담장 모양으로 마감하였으

며 청소맨홀을 바닥보다 낮게 설치하여 물빠짐이 용이하고 청소관리가 편

리합니다.

➌ 스테인리스 패널 물탱크(라이닝) 

『특허 제10-0928434호 / 1164495호 / 1164961호』

본 기술은 양쪽의 측판에 절곡부를 두어 결합 후, 용접하여 부위를 보강함으

로서 강도와 충격에 아주 견고한 구조이며, 누수를 이중 용접으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가능하며 중요부위에 겹

치기 용접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집니다. 물탱크의 크기와 용수에 따라서

도 설치가 가능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➍ 지하 매설용 물탱크 『특허 제10-0976092 / 1061238호』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며 지상의 공간을 절약하고 설치 장소에 제약 없

이 지하에 매설 가능한 물탱크입니다. 측판을 보강파이프로 보강하고, 별도

의 거푸집과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필요없이 콘크리트 타설하여 측판을 

형성함으로서제작이 용이합니다. 대형 물탱크의 경우에는 특허 『특허 10-

0597877호』 도류벽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내통과 외통을 보강파이프로 용접

부위를 보강함으로서 누수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견고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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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디에스이엔지

대표 김영철

주소 

본사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

지방산단 6블럭

지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농공단지길 

24-12

연락처 

TEL : 061-727-0224~7            
FAX : 061-727-0229
홈페이지 

http://www.dsh-tech.co.kr
e-mail 
dseng@dsh-tech.co.kr

| 회사소개 | 

(주)DS ENG는 자체 개발된 특허/실용신안 기술을 바탕으로 STS 원통형 물

탱크를 전문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기업으로, STS 원통형 물탱크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국 지자체 및 조달청에 간이상수도/생활용수 물탱크 및 대형

배수지공사 등에 STS 원통형 물탱크를 납품 설치하여왔고, 중기청 성능인

증제품 선정,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벤처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CLEAN사업장 인정등 각종 인

증을 통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년 

3월과 2010년 2월 (주)DS ENG의 STS 원통형 물탱크 제품이 조달우수제

품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매년 STS 패

널형 물탱크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기술력을 인

정받았습니다.

단순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께 깨끗하고 위생적인 

최고의 물탱크를 공급하기위하여 전 직원들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

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

리며 늘 저희 (주)DS ENG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

- 조달청우수제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벤처기업확인서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STS원통형물탱크(표준형) 

   •친환경물탱크의실현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4/445NF재질을 물탱크에 적용함.

   •강도 및 구조적 안전성의 향상

       당사의 특허공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의 STS 판재가공기술을 적용, 재

질 자체의 강성 및 물탱크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킴.

   •무보강 구조의 실현

       당사의 특허 공법을 바탕으로 대용량 물탱크도 무보강으로 시공가능

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음.

Booth No. B-1-1

저수조·코팅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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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 알루미늄 S골 케이싱 채택

   •기본 보온제품 -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30T)

➋ STS원통형물탱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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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율성을 향상시킴

   •외부안전계단 및 상부안전난간 설치

       사용자 안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계단설치시 상부에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킴

   •기본 보온제품 -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40T)

➌ STS원통형물탱크(월류형)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 고급형)모델을 기본품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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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

의 기능적인 특성(내부부유물의 최소화 문제, 사수문

제, 청소시 단수문제, 지속적인 물 흐름 문제)을 고려

하여 제작된 품목

➍ STS패널형물탱크(사각형)

   •친환경물탱크의실현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4/445NF재질을 물탱크

에 적용함.

   •STS 판재를 PRESS와 절곡가공이 이루어지며, 내부

     보강을 함으로써 강도와 안전성이 향상됨.

   •물탱크 용량 선택이 다양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경제

     적인 효과를 볼수 있음.

➎ STS라이닝

   •친환경 소재인 STS 304 / 445 NF 재질을 라이닝

       에 적용함.

   •일반 콘크리트 시공된 저수조 또는 정수지, 배수지, 

       침전지 등에 시공됨.

   •기존 콘크리트 저수조의 수질 및 환경문제와 화학성

       분인 에폭시를 이용하는 라이닝 공법의 문제점을 친

환경 소재인 스테인레스 재질로 시공하여 위생과 안

전성을 강화한 라이닝 공법임. 

➏ EL360L-코팅

   •산업용물탱크, 가정용물탱크, 식품저장탱크, 

       무선수위조절기, 소독약품투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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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4-1

회사명 (주)문창

대표 문성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33-75

연락처 

TEL : 053-633-2828   
FAX : 053-582-6343
홈페이지 

http://www.moonwt.com
e-mail 
6332828@paran.comr

| 회사소개 | 

물을 사랑하며, 물을 지키는 수(水)호천사 주식회사 문창입니다.

1992년 창립 이루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20여년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힘

써온 문창은 절단기, 절곡기, 초대형프레스 등 최신식 시설을 완비하고, ‘원

통형 탱크’와 ‘사각 패널형 탱크’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스테인리스 벽체 패

널 라이닝’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창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위해 노력해 왔습니

다. 그 결과 품질유공부문에서 은탑산업훈장, KC인증, KS인증, 조달청우수

제품 인증과 2007년, 2010년, 2012년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3회 대통령

상 수상, 2011년, 2012년연속2회 ‘대한민국 신기술으뜸상’ 수상, 2008년 친

환경제품부문 'KS인증대상‘, 2010년 표준에날에는 ’사내표준화 대상‘ 국무총

리상 수상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창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문창을 지켜주신 고객님들께 보답하는 길이

라는 믿음으로 최상의 품질 달성과 깨끗한 물로 더욱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

들겠다는 창업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수도용 위생안전 기준 인증(KC인증): KCW-2012-0643 (물탱크)

 KCW-2012-0644 (벽체패널)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KS인증): KS B 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조달우수제품: 2010182 (스테인리스 코너 무용접 강판제 물탱크)

 2012110 (스테인리스 수류유도판 내장 저수조)

•성능인증: 13-084, 13-105 (중소기업청)

•K마크 인증: PB12010-131, PB12012-100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코너 무용접 라운드형 STS 패널탱크

•STS 원통형 물탱크

•STS 벽체 패널 라이닝

•간이상수도용 정수장비

저수조·코팅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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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코너 무용접 라운드형 STS 패널탱크

-  코너 무용접 라운드로 모서리부의 응력 집중현상

방지

-  바닥 잔넬 프레임 절단용접이 아닌 결합 홈 성형으

로 조립식 제작(수평도, 안정성, 작업성 우수)

- 다이아몬드형 단위패널

-  1단 측판에 성인 키 높이 보다 높은 1900, 2000패널

적용으로 청소 유지가 편함

- 누구나 손쉽게 열 수 있는 슬라이딩맨홀 적용

➋ STS 원통형 물탱크

- 국내 최초의 KS인증 제품

-  물 관리의 안정성과 겨울철 동파를 고려한 배관 내

장용 구조

-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또는 칼라무늬 자

켓 마감

- 우수한 아티론 보온 시공

-  스테인리스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장 친환경

적인 물탱크

➌ STS 벽체 패널 라이닝

-  부식에 강한 STS329J3L 재질로 환경성, 안정성, 위

생성에서 탁월한 효과

-  기존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별도에 보수 없

이 설치가능

-  콘크리트와 스테인리스벽체패널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한 변형을 막기 위한 변형흡수부 

- 내부변형을 막이위한 코너 수축/흡수부

-  신규설치 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초기 상태로 유지

시켜 안정성 강화, 수명 연장, 완벽한 누수방지 효과

- 용접방식으로 반영구적인 수명

➍ 간이상수도용 정수장비

- 지하수 및 계곡수를 쓰는 지방상수도용 정수장치

- R/O, U/F 방식 분리막을 이용한 정수장치

- 자동 역세척의 반영구적인 전처리 필터 사용

-  사용 기간 및 압력, 온도, 수질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필터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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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2-3

회사명 (주)복주

대표 권귀순

주소 

본사·공장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52-9 남후농공단지내

대구지사

대구광역시시 북구 산격동 505-7 소

프트웨어벤처타워 805호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10-9 초

이스빌딩 405호

연락처 

TEL : 053-955-9500 
FAX : 053-955-9560
홈페이지 

http://www.bokju.com
e-mail 
bj9559500@hanmail.net

| 회사소개 | 

탄소녹색성장의  선도기업이라는 기업가치에 따라 창업 이후 다양한 규모

의 물탱크, 저수조, 도류벽, 여과지정수장 라이닝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

재 패널결합형 저수조, 라이닝용 패널유닛 및 이를 사용한 저수조 특허, 이

중 바닥 구조를 갖는 물탱크 특허를 획득하여 물 관련 산업에 기업역량을 

집중하는 벤처기업으로서, SPE패널방수라이닝은 획기적인 제품이라 하겠

습니다.

다양한 사업경험과 특허를 활용하여 현재 중국시장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추

진중에 있으며,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처리 관련 제품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활용수의 물 건강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2010.03  특허등록 제10-0949071호     

(라이닝용 패널 유닛 및 이를 사용한 저조수)

·2010.08 특허등록 제10-0978244호(패널결합형 저주조)

·2010.08 ISO 9001 : 2008 & KSQ ISO 9001 : 2009

· 2010.12  지식경제부 신기술 인증 제0488호 (복합물탱크 제작을 위한 

PE와 철판이 용융결합된 패널 제작기술)

·2011.01 특허등록 제10-1029748호(이중바닥 구조를 갖는 저수조)

·2011.12 건마크 인증(SPE패널 라이닝유닛 콘크리트 저수조)

·2012.01 K마크 인증 획득(SPE패널 라이닝 저수조)

·2012.07 벤처기업선정 제20120400448호

·2012.08 조달우수제품인증 획득(SPE결합형저수조, 라이닝)

·2012.09 “SPE” 상표획득

· 2012.10  2012년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기술혁신부문  

국회지식경제위원장상 수상

·2012.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물 관리 녹색기술상 수상 

·2013.02 KC 인증

·2013.02 도류벽 특허 등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STS 원통형 물탱크 (일반형 / 어울림형 / 고급형)

➋ SPE 패널 결합형 배수지

➌ STS 라이닝 / SPE 라이닝

➍ STS 도류벽 / PDF 도루벽

저수조·코팅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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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안동시청 지하저수조 STS 라이닝

· 창녕, 괴산, 영주, 영양, 청송, 안동, 의성, 문경, 성주, 청

도, 포항 등 각 지자체에 마을상수도 배수지(STS) 400

여지 납품

·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신설 배수지 SPE패널 결

합형 시공

·부곡 호계 배수지 SPE 패널방수라이닝 시공

·안동시 북후면 배수지 SPE패널결합형 500톤 시공

· 현풍 테크노폴리스 배수지 SPE패널방수라이닝 5,500

톤 시공

·대구 신서혁신도시  도류벽 시공

·제주 국제공항 생활배수지 SPE패널방수라이닝 시공

·중국 북경 SPE패널방수라이닝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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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2-2

회사명 은우산업

대표 김정환

주소 

본사·공장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121-30

연구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6블럭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02호

연락처 

TEL : 061-762-2193  
FAX : 061-762-2194
홈페이지 

http://www.eunwoo.co.kr
e-mail 
eunwoo2193@naver.com

| 회사소개 | 

미래를 만드는 친환경기업 은우산업

은우산업은 친환경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현재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

표적인 회사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은우산업은 성

장하였습니다.

관련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님을 먼저 생각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한 목적으로 끊임없는 투자

와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상용화와 제품에 대한 특허등록, 성능인증 등을 

취득하여 수처리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은우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된 기술력을 앞세워 친환경 제품개발을 

통해 수처리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 9001 : 2008 , ISO14001 : 2008 - 조달우수제품인증서 2012058호

- 벤처기업확인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 환경표지인증 - 성능인증 PP시트라이닝                  

- 무용접패널 도류벽 특허등록 - 저수탱크(콘크리트일체형) 특허등록

- 저장탱크(2탱크) 특허등록 - 무선원격 수위조절장치 특허등록

- PP시트라이닝방수 특허등록 - 약품자동재투입장치 특허등록

- 스테인리스 물탱크, 염소투입기, 통상여과기 직접생산증명서

- 성능인증 콘크리트 STS 일체형 저수탱크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콘크리트일체형 STS원통형물탱크 •무용접 STS패널 도류벽

•PP시트 방수라이닝 •자동염소투입기

•배수지용 재염소투입기 •정수처리시스템

➊ 콘크리트일체형 STS원통형물탱크

-  STS판넬을 공장에서 현장상황에 맞춰 성형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  원통형이 사각형보다 발생최대 인장력이 437~463배 안정하며, 최대

전단력도 9~13배로 안정적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스

테인리스 사용으로 완전한 수밀성 유지 

-  내식성이 우수한 자재로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며 제품의 수명 주기

가 길어 경제적으로서도 우수함

-  표면이 매끄러워 오염물의 부착이 어렵고, 빛 투과를 차단해 물이끼, 

박테리아등미생물 번식을 방지함

저수조·코팅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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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무용접 STS패널 도류벽

-  STS판넬을 특허공법에 따라 가공하여 현장 조립

하는 공법. 

-  최적의 CT값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설계 가능

- 완제품의 현장조립품으로서 작업공기가 짧음

-  Ni, Cr등 다양한 원소를 첨가한 철제 합금강으로 일

반강에 비해 내식성이 뛰어난 STS444판재를 사용

-  표면이 매끄러워 오염물 부착이 어려워 물이끼, 박

테리아 등의 미생물 번식을 방지함

➌ PP시트 방수라이닝

-  식음용기를 만드는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수지

를 활용

-  오존가스, 염소가스 등에 반응 또는 용출이 없어 안

전성우수

-  내수성이 뛰어나 물에 장시간 침적 후에도 물성변화 

없음

-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용제나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

아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

-  성능, 기능, 시공성이 뛰어나 물때방지와 수밀한 접착

성능 향상과 PP소재를 이용하여 내마모성이 우수함

-  평활도 고광택 유연성 등 효용,편리성을 개선하여 현

장 작업자의 능률 개선

➍ 자동염소투입기

-  유량대비 정확한 약품 투입가능

-  관리가 편하고, 안정적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바이

패스관

-  약품공급통의 저항감지식 레벨센서에서 받은 신호

로 경광등, 부저 및 상기 정량펌프의 구동을 제어함.

-  값 비싼 펄스 디지털유량계를 대체한 유량센서 개발

로 정확한 유량변화 감지가 가능

- 관리자 위주의 관리간편화를 실현한 시스템 구성

➎ 배수지용 재염소투입기

-  관리가 쉽고 사용인 편리한 약품자동주입 시스템구성

-  스테인리스 재질로 외장함을 제작하여 반영구적인 수명

-  약품성상별 내산성 재질의 부품 사용으로 안정적인 

약품 투입이 가능

- 관리자 위주의 관리간편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

-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 원격제어 전용통신

망 프로그램에 의한 별도 제어가능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표시

➏ 정수처리시스템

-  물리, 화학적 정수처리시스템으로 무기성흡착제를 

이용하여 탁도, 불소 등을 선택적으로 제거

-  고분자 화합물을 활용하여 질소, 중금속을 선택적으

로 흡착 수원의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며 반영

구적인 재생으로 운영비의 소모가 적음

-  부직포자체의 특성에 비해 비중이 물보다 낮아 실제

플랜트 설계시 유로의 생성방지

| 국내 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전국 시,군 물탱크 및 상하수도 기자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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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2-1

회사명 한삼코라(주) / HS산업

대표 조남수

주소 

한삼코라(주)

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길 364

HS산업(주)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ETBI 205호

연락처 

한삼코라(주)

TEL : 063-544-9100 
FAX : 063-544-9112
HS산업(주)

TEL : 02-598-0120 
FAX : 0505-598-0120
홈페이지 

http://www.hansam.org
e-mail 
hansam@hansam.org

| 회사소개 | 

친환경 기업 한삼코라(주)가 21세기 물산업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1995년 창업이래 고객제일주의, 창조적 발상, 적극적 경영이라는 이념 아

래 부단한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

김 하였습니다. 

당사는 마을상수도 소독시설사업, 물탱크 및 배수지 사업, 빗물저장조 사

업, 하수처리 소독사업 등으로 물산업의 핵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사후관리, 품질개선연구까지 당사에서 직접 관리, 시행

함으로써 그 신뢰도는 이미 수많은 인증들과 소비자 만족도에 의해 입증

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국내 주요 수처리 산업에서 쌓은 실적을 기반으로 중국, 인

도 등에도 수출하는 등 더 큰 세계시장으로 수요를 넓혀나가며 지속적인 투

자로 제품개발과 시스템을 갖추고 상하수도 산업 전반에서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아 21세기 친환경산업 시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1. 산업재산권 현황

- 소독 및 정수시설 관련 산업재산권 16건

- 물탱크 및 배수지 관련 산업재산권 11건

- 빗물저장 및 기타 수처리 관련 산업재산권 5건 외 다수

2. 각종 인증 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특허스타기업 인증

- ISO9001 품질경영체제, ISO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

- 중기청 성능인증 (회전수차 염소투입기, 공기방울 염소투입기 외)

- 조달청 우수제품 (STS 회전수류 원통형 물탱크)

- 특허청 우수발명품 (마을상수도 정수장비)

- CE 인증 (염소투입기, 정수장비)

-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 (환경기술연구소)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사업부분 취급제품(기술)

- 상하수도 소독설비 설계 및 시공사업 - 회전수차 염소투입기

- 광역(지방,마을)상수도 배수지 사업 - STS 회전수류 원통형 물탱크

- 정(배)수지 라이닝 사업 - 체류수 없는 육각집합 배수지

-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 - 친환경 복합 PE, PP 라이닝

저수조·코팅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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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사업 -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 기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 자외선 소독설비

➊ 국내 최다 납품실적의 종결 회전수차 염소투입기

-  자석에 의한 제어: 국내 최초 자석으로 제어하여 정

확한 유량투입과 반영구적 수명

-  위생적인 재질: 제품부속 하나하나 STS 와 불소수

지 계열로 제작되어 부식우려 없음

-  편리한 농도조절: 분배되는 유량을 조정하여 농도

조절이 편리하고 정확함

-  유지관리 용이: 무동력으로 전원이 필요없고 기계

적 고장이 없음

➋  체류수없는 수리적거동을 이룬 STS 회전수류 원통

형 물탱크 

-  일방향 흐름: 먼저 들어온 물이 먼저 출수되는 수리

적 거동을 실현

-  CT값 향상: 내부격벽의 곡면 차단벽에 의한 베르누

이 원리로 CT값이 향상

-  회전수류 입수관: 다수의 분기관으로 회전수류를 

발생시켜 저층수도 같이 흐르게 하는 입수구조

-  압출흐름: 정체구역이 없어 사수발생이 없고 단락

류가 적어 압출흐름이 이루어짐

➌ 세계최초 육각구조를 갖는 집합 저수조 

-  육각형태의 수조: 격벽 자체를 도류벽으로 이용하

고 사각에 비해 안정성이 높음

-  회전수류 입수관: 다수의 분기관으로 회전수류를 

발생시켜 저층수도 같이 흐르게 하는 입수구조

-  S자 유체흐름: 원심력에 의한 지속적 S자 흐름으로 

정체구역 없이 유동혼합을 실현함

-  구조적 안정성: 구조물 외력에 적응성이 높고 벽체

간 격이 짧아 모멘트 집중이 작음 

➍ 공법최초 습식시공이 가능한 PE, PP 라이닝

-  가장 위생적인 재질: 염소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

지 않는 내식성으로 인체에 가장 무해한 방수 재질 

-  습식절연방수공법: 기존의 기계적 건식공법이 아닌 

타일식 부착방법의 습식공법으로 시공이 용이함.

-  시공비 절감: 기술개발 복합PE 제조공법이 원자재

비 및 시공비를 최저20~최대80%까지 저감

-  유지관리 용이: 기존 방수공법에 비하여 하자부위

를 찾기쉽고 해당부분만 보수가 용이함.

➎ 기타 제품 및 공법

- 기포발생 자외선 소독장치             

-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비

- 순환형 빗물저장 시스템               

- 간이식 일체형 상하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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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금속

뉴토크코리아

대풍건설

동양밸브

두크

바램

삼진정밀

서광공업

성일엔지니어링

세계주철

신정기공

신진정공

안국밸브

안국인더스트리

에너토크

에이브이케이 밸브스 코리아

지텍이엔지

청원산업

케이브이에이

케이씨아이주철산업

코리아 인바이-텍

퍼팩트

하지공업

한국주조

C

밸브·액츄에이터·펌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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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기남금속

대표 박동현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115 길 6 

(구 선화리 126번지)

연락처 

TEL : 053-815-6114  
FAX : 053-815-6118
홈페이지 

http://www.kinam.co.kr
e-mail 
mh114@kinam.co.kr

| 회사소개 | 

“우리가 밟는 땅 더 소중하고 튼튼하게 최고의 맨홀제조업체”

기남금속은 소음방지형, 잠금형, 주변과 조화롭게 디자인된 맨홀뚜껑을 제

조하는 전문회사 입니다.

주조Part에서는 자동조형 Line을  통해 고품질의 맨홀뚜껑을 전문적으로 생

산하며, 기계Part에서는 맨홀뚜껑 제조업체 중 한국유일의 수직형 머시닝센

타, CNC수직선반을통한 정밀기계 가공으로 무소음맨홀뚜껑, 완벽한 잠금

기능 맨홀뚜껑, 조화로운 디자인맨홀 뚜껑을 보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맨홀뚜껑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업체입니다.

또한 당사는,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맨홀제품의 원활한 수급

을 위하여 KS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제

품을 생산 고객 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9001:2000품질경영시스템 인증

·Q마크인증

·GOOD DESIGN 마크획득

·부품, 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인증

·메인비즈

·KTR 품질보증업체 지정등록

·벤처인증

·제품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특허 16종 외 실용실안 12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잠금형맨홀뚜껑 (톱니형, 역류해소형, 회전잠금, 방수잠금) 

무소음 맨홀뚜껑 / 조화형 디자인맨홀뚜껑 / 닥타일주철그레이팅 /

십자형 안전맨홀뚜껑

 

➊ 톱니형 잠금맨홀뚜껑 (원형, 사각) 

·특허기술로 조달우수제품등록 소음 및 이탈이 없는 톱니형 잠금형 

·녹방지를 위한 AL. SUS Bush 압입부착

·무소음맨홀뚜껑(횡단용, 집수정용) 

·MCT 초정밀 기계가공으로 소음발생 원천적으로 차단한 제품 

·정하중 60tON이상으로 빈번한 민원발생 해결 

·칼라채색 이중무소음 :  초정밀기계 가공으로 소음방지 뚜껑이탈 및 

파손으로 없음

Booth No. 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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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잠금형 맨홀뚜껑 :  정밀기계 가공으로 상단에 턱을 구성한 후 에

틸렌 고무삽입으로 특허받은(방수맨홀구조) 완벽

한 방수기능

·역류해소형 맨홀뚜껑 :  특허기술로 인증받은 역류해소기능을 갖도록 보

조덮개를 형성한 맨홀덮개 정밀공차 guide,pin수

압부하 해소.밀착성 유지

·디자인조화맨홀뚜껑(원형, 사각) :  보도용 맨홀로 조달청 우수제품의 용

융아연도금 롤러 부착형 맨홀

· 특허기술과 성능인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보도포장재와 동일한 소재로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한 제품



96

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

대표 배철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 

광림빌딩403호

연락처 

TEL : 031-711-3107 
FAX : 031-711-3057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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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는 20년 동안 원자력, 화학플랜트, 상.하수도, 발전소, 

댐, 정유사, 가스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Electric, Pneumatic Actuator 및 밸

브를 공급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엔지니어

들이 모여 설립하였습니다.

밸브 자동화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며 실력을 쌓아 왔기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다고 자부합니다.

계속해서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가 밸브 전동화 부문에서 최상의 해결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며, 누적된 기술 경력과 참된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플랜트의 안정성과 차별화된 기술지원 및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 품질관리 인증 ·ISO 14001 국제 환경 관리 인증

·CQC 국제 보건, 안전관리 인증 ·ATEX 방폭 인증

·TUV CE 인증 ·Greatork 국제상표 등록(마드리드)

·액츄에이터 의장 등록 ·ABSG 제품 안정성 컨설팅 감수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액츄에이터 

·기어박스

·전동화 컨설팅 

·액츄에이터 유지보수 서비스

Greatork의 전동밸브는 non-intrusive design으로 되어있다.

모든 부품은 방수용 금속재로 이중 씰링 되어있다. (IP68, 15미터 90시간), 

방폭인 IICT4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전동밸브 셋팅은 기계식 리미트 스위치

를 대체한 가장 효율적인 적외선 리모컨으로 할 수 있다.

➊ LCD 표시와 현장 제어

GREATORK 액츄에이터는 고화질의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였다.

백-라이트의 큰 표시창은 밸브 위치, 토크값과 기능 상태 등을 어두운 지역

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뚜렷한 초록, 노랑과 빨강의 LED는 고객들이 쉽게 밸브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준다.

Booth No. 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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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적외선셋팅과 조절

진보된 적외선 셋팅툴로 액츄에이터의 커버를 열지 않고 

셋팅을 할 수 있다.

적절한 토크값, 리미트 셋팅, 제어와 출력 기능을 특히 방

폭 위험 지역에서 안전하게 변경 할 수 있다.

➌ 에러 감지 및 알람 기능

에러 감지 프로그램이 항시감시를 하고 있다.

에러가 감지되면 관련된 알람이 LCD창에 표시가 된다.

이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

약 할 수 있다.

주 알람의 형태는 밸브 알람, 배터리 알람, 제어 알람과 액

츄에이터 알람이 있다.

➍ 배터리

내장된 백업 배터리는 외부 전원 공급 없이 5년 동안 데

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로 전원 차단시 밸브 위치를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람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➎ 필드 버스

GREATORK 액츄에이터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는 어

떠한 필드버스 및 프로토콜과도 호환성을 가진다.

가능한 필드버스는 Modbus 와 Profibus가 있다.

고객만족을 위하여 인터페이스 카드는 공장에서 셋팅을 

한 후에 메인보드 후면에 장착된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김해시, 

포항시, 시흥시, 인천시, 산청군

·하수처리사업소 -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고양시, 익산시, 대전시, 춘천시

횡성군, 시흥시, 남양주시,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군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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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대풍건설

대표 김제현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성수2가3동 289-207) 대풍빌딩 2층

연락처 

TEL : 02-456-7456 
FAX : 02-455-872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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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부단수(不斷水)공법 전문기업!! 끊임없는 R&D로 무한기술혁신 추구!!

대풍건설은 부단수 천공공사 관련 자재 제조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기

업으로서 창립된 이래 부단수 천공공법에 대한 일관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동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회사들의 선진기술을 파악하여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술인 EM 부

단수 공법(기설관 절삭공법, 부단수 S-GATE밸브 삽입공법)에 대한 사용권

을 확보한 후 S-GATE VALVE를 소프트하고 경량화 된 제품으로 리모델링

에 성공하여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S-GATE VALVE에 대한 기술성을 인정받아 어려운 

심의과정을 거쳐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을 받

아 지정기간 동안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많은 관급납품실적을 쌓았습니다. 

또한 성능인증을 갱신하여 현재 우선구매지원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대풍건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R&D를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과 첨예한 경쟁 속에서 독보적인 품질과 친환경적인 기술을 보유

한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12 : 특허등록 (부단수 밸브 시공장치)  /  

위생안전기준 인증 (S-GATE 밸브, 누수방지대)

·2011 : “S-GATE 밸브” 성능인증 연장

위생안전기준 인증 (일반 부단수할정자관 및 동구경 부단수할정자관) 

·2011 :  ISO 9001:2008(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2004(환경경영시스템) 획득

·2010 : 특허등록 (부단수 밸브 교체장치)

디자인 등록 (부단수 할정자 분기관)

·2009 : “S-GATE 밸브”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2008 : “S-GATE 밸브” 성능인증 취득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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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th No. 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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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EM 부단수

· 설치공법설명 : 유체가 운용되고 있는 각종 관로 상에서 유

로를 차단하지 않고(부단수) 관과 일체형으로 밸브를 설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임.

· 공법의 필요성 : 단수를 수반하지 않고 중간밸브 설치, 관

로이설 및 증설, 유지보수(관로개보수, 세척갱생, 블록고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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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거나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➊ S-GATE밸브(주철/강관용 규격 : Ø80㎜ ~ Ø500㎜)

· 보조밸브가 내장되어 빠른 시공 가능

· 천공기계가 작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용이 함

· 복잡한 공정과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신속하

게 작업

➋ S-CLEAN(규격 : Ø80㎜ ~ Ø500㎜)

· 본관의 최하단부를 U자 형태로 천공함으로써 관내의 잔류 

이물질이나 기타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 가능

➌ 부단수분기공사 및 관련자재

· 할정자관(규격 : 80×80 ~ 1,000×600) / 

누수방지대 (규격 : Ø80㎜ ~ Ø500㎜)

· 일체형 부단수 할정자관

-  슬라이드형 지수판 내장으로 별도의 분기용 게이트 밸

브가 필요하지 않음

-  밸브 일체형 구조로 안전한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도 작업이 용이함

-  작업공간의 축소로 공사비용 절감과 공사시간 단축 및 

토공물량의 대폭감소

U자형 천공

제품사진

S-Clean 설치 퇴수변 설치 이물질 흐름 가상 화면 배출된 잔류 이물질

설치가 완료된 사진

할정자관

누수방지대 할정자관(시공후)

동구경 할정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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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동양밸브

대표 구충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88-13번지 

118B-7L

연락처 

TEL : 032-812-3344 
FAX : 032-812-334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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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주)동양밸브는 1979년 설립 이래 상하수도용 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

는 회사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사 초기 수도용 제수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버터

플라이밸브, 체크밸브(역지밸브), 수문, 소프트 실 제수밸브, 비금속(HDPE) 

플랩밸브 등의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 품목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

습니다.

(주)동양밸브는 전 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정밀가공에서부

터 도장까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으며, 매 공정마다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

시하여 제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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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개념의밸브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은 항균 소프트실 제수밸브,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등 각종 특

허 및 신제품으로 시장에 선을 보였으며, 수자원 보호와 절약,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밸브를 공급하고자 (주)동양밸브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KC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인증 KCW-2012-0043외 5종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기업청)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업체(SEMS)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 22건

한국수자원공사 수리업체 지정

품질보증 지정(Q-Mark) 

단체표준(VQ) 지정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본 제품은 삼중편심 구조로 회전시 시트 마찰이 없어서 조작토크가 낮

고, 시트 수명이 반영구적인 경제적인 밸브입니다. 원뿔(corn) 형상의 시

트가공으로 실링효과가 우수하며, 디스크 오버런(over-run)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항균 분체도장을 실시하여 부식방지 및 항균효과가 탁월한 

친환경적인 밸브입니다.

Booth No. 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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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4중지수 항균 소프트 실 제수밸브

본 제품은 디스크가 양면 4중시트로 획기적인 디스크 

밀림방지와 지수능력 향상시킨 밸브입니다. 항균 분

체도장 및 항균 고무를 적용하여 부식방지 및 항균효

과가 탁월한 친환경적인 밸브입니다. 기타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없이 밸브의 원료 제조과정에 항균력을 

포함시켜 항균력이 반영구적입니다. 

➌ 충격방지 급속공기밸브

본 제품은 배관내의 물과 섞여있는 공기를 빠른 시간 내

에 흡입 또는 배기를 하여 관로를 보호하는 용도의 밸

브로써, 펌프 초기 가동시 관로상의 공기에 의해 워터 

햄머와 유사한 에어 햄머 현상이 나타나 플로트와 플로

트 가이드 파손의 원인이 되어 밸브 고장을 발생시킵니

다. 이러한 기존 밸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순간적인 공

기 충격을 완화시켜 플로트를 비롯하여 밸브와 배관을 

보호합니다.

➍ HDPE 플랩밸브, HDPE 수문

본 제품은 비금속 재질인 고밀도폴리에틸렌 소재를 사

용하여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부식의 염려가 없으며, 

자유로운 규격(예:240 X 480)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

며, 중량이 금속제품에 비해 월등히 가벼워 설치 및 이

동이 수월합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

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 각 시, 군 , 구청, GS건설

(주), 대우건설(주), 현대건설(주), 두산건설(주), 코오롱건

설(주), 포스코건설(주), 쌍용건설(주), 대림산업(주), SK건

설(주), (주)동양건설산업, 한신공영(주)

4중지수 항균 소프트실 제수밸브

충격방지 급속공기밸브

HDPE플랩밸브 / HDPE수문

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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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두크

대표 정상용

주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95

연락처 

TEL : 031 - 831 - 1234 
FAX : 031 - 831 - 1200
홈페이지 

http://www.doochpump.com
e-mail 
kobong69@doochpump.com

| 회사소개 | 

당사는 에너지 절감형 전자제어 펌프와 산업용 펌프를 생산하는 펌프전문 

제조업체로서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전자제어 펌프의 핵심 기술인 펌

프전용 인버터와 제어 장치를 국산화 하여 국내 최초로 NEP인증, 조달우수

제품 인증을 획득한 기술 혁신형 펌프전문 기업으로 국내 전자제어펌프 기

술을 선도하는 일등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고객에게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

한 DOOCH라는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자제어 펌프메이커로 도약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품, 수도위생안전인증, 고효울기자재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멀티인버터제어 부스타펌프

- 단일방열판 구조의 멀티인버터 적용

- 모든 펌프를 개별인버터로 제어

- 개별펌프간 통신에 의한 연동운전

- 급수사용량에 따른 정밀한 압력제어

- 멀티마스터제어 방식으로 신뢰성 대폭 향상

- 탁월한 에너지 절감 효과(15%~30%)

- 판넬 및 압력탱크 크기가 대폭 작아짐

- 실가동률 이용한 교대운전으로 장비수명 연장

-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

Booth No. 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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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 바램

대표 조상현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산업중로 46

연락처 

TEL : 051-831-5557 
FAX : 051-831-5559
홈페이지 

http://www.balem.com
e-mail 
balem@balem.com
인증 및 획득 현황 
- 조달청 우수제품 

- 성능인증제품

- 수출 유망 중소기업 

- 클린 사업장

- ISO9001 : 2008 인증 

- CE인증

- 벤처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INNOBIZ 인증(기술혁신형)

- 수도용 위생안전인증(KC위생인증)

| 회사소개 | 

주식회사 바램은 수위조절 및 자동제어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로서 1981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써 상하수

도 관련 밸브 개발 및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모든 제

품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

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주)바램은 “물은 생명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와 함께 깨

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동참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

한 결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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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함으로써 효율적

인 수자원 관리 및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우수

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연구소에서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로 국내 최대구경인 

1,000A 감압, 릴리프, 정수위 밸브도 개발을 완료하여 대구경 관로의 효율

적인 압력 및 유량조절, 수위조절 등이 필요한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제품을 지향하는 (주)바램에서 생산하는 모든 밸브는 우리나라 상수

도 관련 자동제어 밸브의 기술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주)바램은 품질만족을 위하여 최대구경 1,000A까지 자체시험을 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고 시설을 갖춘 제품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

급하는 모든 밸브는 당사의 제품 시험실에서 성능을 검증한 신뢰할 수 있

는 제품이오니 변함없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기술 

확보, 고객감동, 환경제품 개발에 앞장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 관

련 자동제어 밸브 전문 제조회사로서 행복과 감동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취급제품 소개 |

•국내 최대구경 1,000A / 감압, 릴리프, 정수위 밸브(Globe형, Angle형, Y형)

•원격제어 밸브 

•감압 밸브/ 이중제어 감압밸브

•릴리프 밸브 / 수충격 예지 및 릴리프 밸브 / 오폐수용 수충격 방지 밸브

•솔레노이드 제어 밸브 / 긴급차단 밸브 / 체크밸브

•펌프제어 밸브(부스터 펌프제어 밸브 / 심정 펌프제어 밸브)

•수위조절 밸브

Booth No. 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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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공법 소개 |

➊ 원격제어 밸브 (MODEL 130-010) - 로보시스 로보콘

-  입출력단자 16개(아날로그 신호입력단자 8개, 디지털 신호입력단자 3개, 제어출력

단자 4개, USB 단자1개), 통신단자 4개(RJ11, RJ45, RS232, RS485)를 이용하여 현

장 적응력을 극대화 하였으며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완전 공개하

여 어떠한 종류의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SCADA System)에도 적용이 가

능한 제품입니다.

-  컨트롤러와 센서만 사용하여 데이터 로그 및 송신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제어 프로그램과 프로파일이 컨트롤러에 탑재되므로 비상시 완벽한 독립운

전이 가능하며, 원격운영센터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  바램 SCADA System은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내장되어 있는 프로파

일에 따라 자동운전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로보시스 로보콘 사용자에게는 당사에서 개발한 바램 SCADA System을 제공해 

드립니다.

➋ 유량연동 비례제어 감압밸브 (MODEL 132-090)

-  사용 유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사용 유량에 비례하여 2차측 압력을 제어합

니다.

-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비례적으로 압력을 제어합니다.

-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만 압력을 증가시키고, 유량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만큼만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기계식 제어 방식이며, 벤츄리 내장형이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합니다.

-  저 유량에서도 개도 제어 성능이 뛰어납니다.

➌ 수충격 예지 및 릴리프 밸브 (MODEL 133-040)

-  급격한 유속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충격 으로부터 배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

여 배관의 Bypass 라인에 설치되는 제어 밸브입니다.

-  펌프의 급작스런 정지 및 밸브의 개폐 등에 의해 발생되는 하강압을 감지하여 밸

브가 개방되어 관로내의 부압을 방지하고 상승압력을 최소화 하도록 설정하며 설

정압력 이상의 압력은 배출시킵니다.

- 민감한 압력제어가 가능한 다이어프램형 구조입니다.

➍ 감압밸브 (MODEL 132-010)

-  압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압력제어가 가능한 차압작동식 다

이어프램형 밸브입니다.

- 국내 최대구경인 1,000A까지 제작됩니다.

-  현장 조건에 따라 Globe / Angle / Y-Type 으로 밸브 선정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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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삼진정밀

대표 정태희

주소 

본사·공장 (주)삼진정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55번지

삼진JMC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31번지

삼진코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39번지

연락처 

본사·공장 (주)삼진정밀

TEL : 042-672-3600  
FAX : 042-626-3142
삼진JMC

TEL : 042-637-1100
FAX : 042-639-2200
삼진코리아

TEL : 062-251-0813
FAX : 062-251-0814
홈페이지 

http://www.samjinvalve.com
e-mail 
samjin@samjinvalve.com

| 회사소개 |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용 밸브제조업체인 (주)삼진정밀은 사업 다각화를 통

해 종합 밸브제조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07년3월 오일/가스용 밸브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를 인수하여 새로운 법인인 삼진 JMC를 설립, 산업용

밸브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법인설립 후 국내밸브업체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가공설비와 테스트설비로국제규격에 부합된 완벽한 시스템을 갖

추어 정유 및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용 밸브 생산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현재 동남아 및 중동지역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새로 인수한 정

유 및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용 밸브로만 신규시장인 북미시장에 400만 달

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3년 전 두바이에 900만 달러의 MOU를 체결, 

해외시장에서도 짧은 시간 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

적회사가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하고 삼진의 우수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을 인정하여, 실제로 글로벌 업체 제품과 경쟁하여 납품을 하는 쾌거를 이

루기도 했습니다. 직원의 15%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지금까지 약200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이 NEP, 

조달청우수제품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한 완제품 전수검사로 품질관리는 물론 365

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지역별 A/S 팀을 별도운영, 신속하고 

철저한 고객 불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진정밀은 “큰 기업보다는 

바르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 ‘가장 좋은 기업’을 만들 것” 이라는 모토를 갖

고 “(주)삼진JMC, 삼진코리아 설립을 발판으로 국내최초의 다국적 밸브기

업으로 ‘제2의 밸브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A ISO9001  ·GQ 우수제품마크 인증

·KS인증   ·EM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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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th No. C-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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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호보통 및 기타배관자재 ·수문

·수충압완화밸브   ·고압용 버터플라이밸브

·막여과 버터플라이밸브  ·틸팅체크밸브

·볼체크밸브

➊ 스카치요크 구동방식 버터플라이밸브

삼중편심구조로 작동 시 마모가 없어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쐐기형 구조로 디스크가 넘어가지 않

으며, (오버런이 없다) 밸브 구동장치가 스카치 요크방식으로 작은 힘으로 큰 토크를 발생하여 개

폐 시 작동이 부드럽고 웜기어 타입 같은 파손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분체도장으로 부식에 완벽

한 구조입니다.

·고무시트형 - 일체형 고무시트로 완벽한 성능보장

·적층메탈시트형 -  메탈시트와 고무시트의 장점만을 도입하여 제로 리퀴지를 실현하였으며, (다른 

메탈시트의 경우는 일정량의 누수가 허용됨) 단일축 방식으로 축에 의한 작동 

불량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였고 정교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➋ 콘디스크형 컨트롤밸브

KAIST 기술지도에 의해 개발된 제품으로 물 공급/분배 시스템과 관련된 삼진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

니다. 삼진 컨트롤 밸브는 압력손실을 줄이고 다른 컨트롤밸브에 비해 캐비테이션에 의한 손상이 적

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풍부한 유량조절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콘 디스크형으로 설계되어 진동

으로 인한 스프링 보호 및 수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기능 -  감압밸브기능, 릴리프밸브 기능, 펌프 컨트롤밸브 기능, 솔레노이드 On-Off밸브 기능, 체

크 밸브 기능, 수위조절 밸브 기능

➌ 수충압 완화 밸브 

1. 밸브 개방 시 관로에 의한 손실이 없습니다.

2. 다이아프램식 구성으로 대구경 규격도 제작이 용이합니다.

3. 압력설정이 용이하고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운전이 손쉽습니다.

4.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설치공간이 적어 설치 후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5. 스프링식 수충압 밸브대비 50%정도 저가이므로 경제적입니다. 

6. 펌프운전과 연계하여 서지예상 밸브로 사용가능하므로 별도의 서지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➍ 막여과 장비용 버터플라이밸브

동심형의 고무시트를 갖는 버터플라이 밸브로서 ,매우 빈번한 개폐동작을 해야 하는 막여과 방식 수

처리 설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트의 재질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밸브입니다.

➎ 고압용 버터플라이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 중 면간거리가 가장 짧아 제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가 가능하며 설치면적이 

최소화되는 큰 장점이 있어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밸브입니다. 

그러나 90도 회전하는 구동방식은 개폐 시 시트부의 마찰로 인하여 구동토크가 급상승할 뿐 아니라 

시트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600이상의 고압에서는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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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서광공업 주식회사

대표 김윤철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62

연락처 

TEL : 031-709-1430 
FAX : 031-709-0649
홈페이지 

http://www.skalve.co.kr
e-mail 
skvalve.chol.com

| 회사소개 | 

안녕하십니까?

서광공업은 지난 50년 동안 상.하수도 시설현장에 사용되는 각종 밸브를 생

산·공급하여 오직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안전한 수도시설 환경을 

위해 일해 온 회사입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시설분야에 사

용되는 기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산 수입제품이 차지하던 시절, 자체 기술로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와 수도용 볼밸브를 국산화하여 국내 밸브제조 산업

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수도용 밸브와 강관의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신청을 통하여 수도시설 표준화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기

술인증과 수십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한 A/S로 항상 고객의 성

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정된 ‘버터플라이밸브’와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

브’, 그리고 ‘수도용 볼밸브’가 그 품질과 성능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요기관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더욱 발전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성능인증서 세그먼트 볼 밸브-제15-573호(2005.09.28)

·성능인증서 수도용 볼 밸브-제15-574호(2005.09.28)

·우수제품인정서 역류방지용메탈시트볼밸브-제2009068호(2009.06.26)

·우수제품인정서 시트조정형 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제2009233호

(2010.02.19)

·위생안전기준인증서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CW-2012-0019(2012.01.16)

·위생안전기준인증서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CW-2012-0069(2012.03.13)

·위생안전기준인증서 신축관 이음-KCW-2012-0070(2012.03.13)

·위생안전기준인증서 체크밸브-KCW-2012-0225(2012.05.15)

·위생안전기준인증서 볼 밸브-KCW-2012-0224(2012.05.15)

·위생안전기준인증서 스테인리스 이형관-KCW-2012-0525(2012.09.13)

·특허 익스펜션조인트-제10-305480호(2001.07.30)

·특허 볼 밸브의 외부 조정 실링장치-제0344107호(2002.06.28)

·특허 콘트롤 체크밸브-제0354854호(2002.09.17)

·특허 유압식 체크밸브-제469044호(2005.01.20)

·특허 밸브의 2접촉 금속시트와 탄성시트로된 복합시트 실링장치 및 

시트링 고정방법-제10-490120호(2005.05.09)

·특허 볼밸브의 누수차단장치-제10-501255호(2005.07.05)

Booth No. 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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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버터플라이 밸브의 소프트 시트 장치

-제10-0757962호(2007.09.05)

·특허 메탈시트 버터플라이 밸브의 부동형 누수

차단장치-제10-0687294호(2007.02.20)

·특허 더블 파일로트 밸브붙이 버터플라이밸브의 

누수차단장치-제10-0764157호(2007.09.28)

·특허 저온용 밸브의 누설시험장치-제10-0929580호

(2009.11.25)

·특허 메탈시트를 갖는 볼밸브-제10-0932400호

(2009.12.09)

·특허 세그먼트의 분리가 용이한 개폐 밸브

-제10-0957764호(2010.05.06)

·특허 버터플라이 밸브-제10-0963117(2010.06.04)

·특허 세그먼트 볼 밸브-제10-975337호(2010.08.05)

·특허 버터플라이밸브-제10-0992395호(2010.11.01)

·특허 볼 밸브-제10-1027062호(2011.03.29)

·특허 실링에 대한 외부 조절이 가능한 버터플라이 

밸브-제10-1046573호(2011.06.29)

·특허 저온 및 고온에서 실링성능이 유지되는 

버터플라이 밸브-제-10-1096525호(2011.12.14)

·특허 실링 압력 유지형 버터플라이밸브

-제10-1107551호(12.01.12)

·특허 체크밸브-제10-1117540호(12.02.10)

·특허 볼 밸브-제10-1127896호(2012.03.12)

·특허 실링정도의 조절이 가능한 버터플라이 

밸브(2012.07.20)

·특허 버터플라이 밸브-제10-1178770호(2012.08.27)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제20015002호(2001.01.05)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ISO 9001)

-QMS-1575(1998.09.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ISO 14001)

-EAC-04739(2008.12.0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제R7061-579(2007.02.15)

·CE MARK (유럽 압력용기 안전 시험성 규격) 인증,

TUV NORD(2010.02.26)

·API (Butterfly Valves, Gate Valves, Ball Valves, 

Check Valves)-609-0067(2012.10.16)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➋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 강관 

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싱글디스크 버터플라이 밸브 (메탈시트 / 고무시트)

- 더블디스크 버터플라이 밸브 (고무시트)

➍ 볼 밸브

- 고무시트 볼 밸브

- 메탈시트 볼 밸브

- 역류방지용 메탈시트 볼 밸브(체크밸브 기능)

➎ 초저온 밸브

➏ 역지변

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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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성일엔지니어링

대표 오강원

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9-17

연락처 

TEL : 032-677-0342  
FAX : 032-673-6297
홈페이지 

http://www.sungileng.com
e-mail 
sungileng1@naver.com

| 회사소개 |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회사

저희 성일엔지니어링은 상하수도 및 배관설비용 장비를 제작하는 전문업체

로, 수년간 자동화 장비 제작을 통해 습득한 정밀 가공 및 자동화 응용기술

과 공사현장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현장조건에 적

합한 작업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수많은 장

비들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또 하수연결구를 개발 생산하여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사의 신속성, 공정의 단순화를 이루어 여러 공사현장에서 호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일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발

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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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의 연결구-KPS M 2017)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SRS하수연결 단지관(품목명: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부단수 천공기 150A, 부단수 천공기 200A

- 특징

5HP 양수기 엔진 사용 가능

동력은 전기모터를 사용가능 (주문사양)

전동천공기ㆍ수동천공기 (15A~50A)도 생산

➋ 전동 부단수 천공기 15A〜50A

- 특징

15A~50A 까지 천공가능

50A 약 1분 40초 내에 천공가능

전동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드릴 파손이 적음

Booth No. 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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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주철관 자동 절단기

- 특징

80A~1200A까지 절단가능

수중에서 절단가능

절단면이 깨끗하고 절단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

설치가 간단하며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가능함

하수관 천공기(굴삭기부착용하수관맨홀천공기, 거치식

유압하수관천공기)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06년~  서울시 25개구청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및 하수개량공사

2012년 7월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기장 정비공사

2012년 6월 SH공사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011년11월 경기도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2011년10월  경기도 김포시 김포공항 산업도로 및 마곡

하성 간 도로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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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세계주철

대표 최익구

주소 

본사·제2공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870

제1공장

경북 영천시 대창면 어방리 171

연락처 

TEL : 054-331-0123             
FAX : 054-331-1175
홈페이지 

http://www.caston.kr
e-mail 
caston123@hanmail.net

| 회사소개 | 

당사는 상하수도맨홀, 통신·도시가스맨홀, 가로수보호대등 주물제품전반

을 생산하는 업체로 우리 민족 고유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 하나하

나에 혼을 불어 넣는 마음으로 한결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급

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에 힘써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

습니다.

저희 세계주철은 맨홀뚜껑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지식경제부 신제품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인 ‘부양식안전잠금맨홀뚜껑(쇼바형)’을 생산, 판매하고 있

으며,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고자 기업의 모든 역

량을 집중하여 최고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업계 최고의 기업에 안주

하지 않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기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조달우수제품인증서, EN124인증서, 성능인증서, KS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9001인증, IOS14001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 /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쇼바형)-수자원

공사 공동 특허, 주달우수 제품 / 보도용디자인맨홀 / 부양식 일체형 맨

홀뚜껑 /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사각) /상수도 맨홀뚜껑 /악취차단 

맨홀뚜껑 / KS맨홀 / 통신맨홀 / 한전맨홀 

주요제품소개 :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 뚜껑

- 원포인트 잠금방식으로 개폐가 용이

   : 수문형 나사방식으로 1〜2년 1회 개방시에도 개폐가 원활함

   : 윤활볼트의 회전(5회)으로 맨홀뚜껑 상부로 부양됨

- 침입수 유입방지로 하수 처리 비용 절감

- 안전한 인상링 적용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쇼바형)

- 이상 발생시 교체가 가능하여 큰 어려움이 없음

-  1인 개폐가 가능하다. 1인 작업시 개폐 시간은 20초 가량 소요

Booth No. 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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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된다.

-   작업의 효율성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적인 측면

을 고려해볼 때 월등히 경제적이다.

•보도용 디자인맨홀(인도용·공원용·화단용)

-   파손우려가 높은 인조석 칼라맨홀 뚜껑의 대체품

으로 100%주철재로 제작, 내구성 우수하며 분체도

장을 적용한 제품으로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

선에 우수

- 내수성이 높다(반영구적)

- 미끄럼방지 기능

- 분체도장 녹발생 없음

- 정밀가공으로 소음방지

- 정하중이 강하다(전체주물구성/구상흑연주철)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전국지자체, 전국BTL, 한국전력, 

서울상수도/KT/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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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주소 

본사 및 1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645-7번지

2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2번지

연락처 

1공장

TEL : 053-617-2332  
FAX : 053-617-2334
2공장

TEL : 053-617-2003
FAX : 053-617-2077
홈페이지 

http://www.sjvco.co.kr
e-mail 
1공장

sjvco@hanmail.net
2공장

sjvco@naver.com

| 회사소개 |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주식회사 신정기공입니다.

신정기공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공급업체로 각종 

KS규격 밸브류, 크레인, 제진기 전문생산 및 기계설비 공사업체로 안전한 

수도시설 환경을 위해 일해 온 회사입니다.

앞으로 신정기공은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아낌없

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

에서도 상.하수도 산업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변신해 가는 신정

기공이 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수문의  슬러지 처리장치 (제 0998023호)

-  수로 및 배수장에 설치되는 부유물질 제거용 승강식 제진기   

(제 1085335 호)

- 버터플라이 밸브의 디스크 실링 조절장치 (제 10-1203680 호)

기타 인증서

- 우수제품 GQ마크 인증서

- ISO 9001/10041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KS B 2333호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KS B 2334호 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밸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공급업체

Booth No. 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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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밸브(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

밸브, 볼밸브)·수문류, 제진기, 크레인, 체크밸브, 벨로

우즈형 신축관이음, 신축관이음

➊ 제수밸브류

- 기존 소프트 실 제수밸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제품

- 대형 게이트밸브

➋ 버터플라이밸브

- 2중 편심 버터플라이밸브

-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 더블시트 버터플라이밸브

➌ 수문류

➍ 체크밸브류

➎ 볼밸브류

➏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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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신진정공(주)

대표 김재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6-6 58B 7L

연락처 

TEL : 032-822-2590             
FAX : 032-822-2596
홈페이지 

http://shinjinvalve.co.kr
e-mail 
sjsrs@chol.com

| 회사소개 | 

저희 신진정공은 1967년 신진정공사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36년

간 오직 상수도밸브 분야만을 전문제조하였고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

으로 연구·개발하여 1994년 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밸브를 국내 최초로 개

발·특허 및 EM인증을 획득하여 정부의 『맑은 물』 공급에 기여 하였습니다.

국내업체 최초로 ISO9001, ISO14001인증획득에 이어 1999년도 산업기반 기

술개발 사업과제 수행으로 차세대밸브(일체주조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SMSB) 연구·개발에 성공, KT/EM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초대형 버터

플라이 밸브(호칭지름 4,000mm)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우수품질((EM 제

2004-080 ‘04.12.09)을 획득함으로써 대형 밸브 부문에서도 국내시장을 주

도함은 물론 해외 수출(SAUDI ARABIA,$600만)에 성공, 세계시장에서도 경

쟁력 확보에 유리한고지를 선점, 신기술은 물론 품질·환경경영에서도 앞

장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밸브 전문 제조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KS B2333) KS표시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신기술인증서(KT) : 이중소재 주조기술을 이용한    

버터플라이 밸브 설계 및 제조기술

• 우수품질인증서(NEP) : 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    

(호칭지름 2,900mm~ 3,700mm)

• 성능인증서(중기청)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과토크방지캡)

• 성능인증서(중기청) : 수도용 제수밸브(소프트 실 제수밸브)

• 우수제품인정서(조달청) : 캡연장식 소프트 실 제수밸브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취급제품소개

• 센터캡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신제품)

• 수도용 일체형 소프트실 제수밸브 (신제품)

• 다용도 소프트 실 제수밸브

• T형관 / 양방향 소프트실 제수밸브

• 수도용 보수밸브 일체형 급속공기 밸브

• 수문

• 수도용 양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소화전(지상식,지하식)

Booth No. 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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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제품소개

센터캡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배관 설계 및 유지관리 용이, 원가절감

• 유연한 밸브시트 구조

• 밸브의 과토크 방지 캡

 개도표시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부식방지

•높은 신뢰성

•밸브의 개도표시

다용도 소프트 실 제수밸브

•소프트 실 제수밸브의 전후 이형관이 불필요

•콤팩트한 구조로 집중관리가 가능

•가설배관으로 작업능률이 향상

•밸브실을 1개로, 설치비가 저렴

•바이패스관, 연결관 등의 정체수 배출가능

양방향 소프트 실 제수밸브

•제수밸브 1개에서 양방향 조절 가능

• 1개의 제수밸브실을 줄일수 있어 예산절감, 분기부 

사이 수질악화 방지

보수밸브 일체형 급속공기 밸브

•경량으로 운반, 설치 용이

• 급속공기밸브와 보수밸브 일체형으로 공기밸브 분

해, 점검 가능

•밸브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비가 적어 원가절감효과

•공기밸브의 개페를 지상에서 밸브키로 가능, 

• 완전 밀폐형 디스크 구조이며, 무급유베어링으로 뛰

어난 성능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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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2

회사명 (주)안국밸브

대표 안병무

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연락처 

TEL : 031-366-6622  
FAX : 031-366-6711
홈페이지 

http://www.ankuk.co.kr
e-mail 
ankuk77@naver.com

| 회사소개 | 

주식회사 안국밸브는 국내 최초로  SMC ball valve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내

약품성이 우수하여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포스코, LG화학, 

삼성토탈 및 100여 개 사에서 테스트 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다수 업체

와 공급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10여 개국(유럽연합)에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으

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신기술 기업으로 평가 받아 벤처기업인증확

인, 일반산업분야의 품질시스템을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 유

지하고 있으며, 또한 신제품 인증(NeP)과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받은 

기업입니다.

안국 SMC ball valve는 열경화성 수지이므로 고온에서도 연화하거나 변형

이 되지 않고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이 생기지 않으며 비중이 금속, 철

의 약 1/5정도로 대단히 가볍고 중량에 비해 강도비가 우수합니다. 

끝으로 저희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개발로 고객만족을 위함과, 

그리고 세계의 안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신제품 인증(NeP) / 벤처기업 / ISO 9001:2008 / 우수산업디자인(GD) / 

PL보험가입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SMC 볼밸브(수동식, 자동식, 상수도용)

- 수중펌프

- 조이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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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SMC 볼밸브

- 고온(150℃)에서 누설이 없음

- 오링 하나로 누수 방지

- 내산, 내식, 내염기, 내열, 무독성

-  녹, 스케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가 가벼

워서 설치 및 유지 보수 시 사용이 편리함

-  열전도율이 금속의 1/180 정도로 낮고 단열성이 양

호하므로 보온, 보냉이 필요 없음

-  후가공을 하지 않아 원재료 대비 제품가역이 저

렴하며, 금형으로 생산하여 치수 안정성이 우수함

- 전기 절연성이 우수함

-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특히 고온에서의 작업 시 내

수성이 좋음

-  열경화성 수지이므로 고온에서 연화하거나 변형되

지 않으며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이 발생하

지 않음

-  비중이 금속, 철의 약 1/5 정도로 대단히 가볍고 중

량에 비해 강도비가 우수함

➋ 조이클램프

본 제품은 관로의 노후 및 공사 중 파손으로 인해 누

설되는 유체를 긴급하게 차단하여 보다 신속한 장복

구를 위한 보수용 클램프입니다.

안국 조이클램프는 Two-Piece 타입으로 기존의 One 

-Piece 타입으로 밴드 끝이 연장되어 마감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밴드 끝 체결부위에 분리된 수밀부자재

가 구비되어 있어 적은 힘으로 보다 완벽한 수밀을 보

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형 환봉구조로 되어 있

어 볼트의 조임시 조임 각도에 따라 각각의 볼트가 별

도로 움직이므로 관경이 일정하지 않아 정원이 나오

지 않아도 볼트만 세게 조여주면 관에 밀착되어 누수

를 완벽하게 차단 할 수 있습니다.

➌ 임펠러

-  임펠러 날개의 회전방향으로 커터날을 설게하여오수 

및 슬러리 등의 고형체를 효과적으로 분쇄, 이송할 수 

있게 함

-  기존 오수펌프의 임펠러보다 날개를 두껍게 적용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킴

-  유체의 흐름방향인 원심방향으로 요홈을 형성하여 원

심력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유체 이송량을 최대화 하

였음

-  전동기 및 축봉장치에 과도한 토크전달을 방지함으로

써 전력소모량을 줄임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포스코 / 현대하이스코 / 삼성토탈 / 한국석유화학 / 

인천가스공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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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2

회사명 안국인더스트리(주)

대표 안병무

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연락처 

TEL : 031-366-5757 
FAX : 031-366-6711
홈페이지 

http://www.ankuk.co.kr
e-mail 
ankuk77@naver.com

| 회사소개 | 
 

안국인더스트리(주)는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통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원

형프리맨홀에서부터 완벽한 수밀을 자랑하는 JOYBAND, 냄새방지 홈트랩, 

한번 조이면 풀리지 않는 이지너트, 각도조절이 가능한 법면용 날개벽 등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신제품을 설계·제작

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간편한 시공과 비용절감, 동절기 

시공 가능, 공기단축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없는 친환경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환경보존에도 기여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 개발로 고객 만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안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성능인증 / ISO 9001:2008 / 벤처기업 / 국내·외 특허 다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우수산업디자인 (GD)상품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원형프리맨홀 / 밀착수밀밴드(JOYBAND) / PE원형 오·우수받이 / 

악취방지 홈트랩 / 날개벽 / 조립식 PE암거

➊ 원형프리맨홀

-  주문제작으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제작이 가능하여 관 유입부 위치나 

방향, 관저고에 관계 없이 생산, 시공이 가능하다.

-  맨홀본체와 지관이 일체형이며 연결관을 맨홀 지관에 삽입하는 형식

으로 부등침하에 특히 강하고 유입, 유출관 접합부 수밀성 및 내구성

이 우수하다. 

-  포장 개수 시 높이조절부 사용으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포장레밸을 맞

추기가 용이하다.

-  동절기 및 수중공사 등의 악조건에

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  폐기물 처리 시 철재제품으로 재활

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

-  공장에서 일체형 제작으로 작업자

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균일한 품질

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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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밀착수밀밴드(JOYBAND)

-  스텐레스와 PVC수밀포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제

작되며, 기존의 1Piece밴드와 다른 2Piece로 이루

어져 관경이 일정하지 않아도 완벽한 수밀을 유지

한다. 

-  체결부위의 환봉이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볼트

의 조임 시 조임 각도가 각도에 따라 별도로 움직여 

나사산의 마모가 적게 발생되어 여러 회 반복하여 

조여도 조임이 용이하다.

-  관의 재질이나 종류

에 상관없이 어떠한 

관 접합에도 사용할 

수 있다. 

➌ 홈트랩

-  홈트랩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공기 유통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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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  오물제거통이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뚜껑을 열

고 오물제거통의 손잡이를 들어올려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ABS수지로 되어있어 열, 동파, 외압에 강하다.

-  홈트랩의 모든 부품은 접착제로 접합할 수 있어 설치

가 용이하다.

-  시공이 간편해 시공비를 절

감할 수 있다.

-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항

상 물이 차있기 때문에 곤충

이나 쥐 등이 들어올 수 없다.

-  일체식 오수받이에 비해 동

파에 강하다.

➍ PE원형오수받이

-  제품의 몸체가 두꺼워 외압 및 토압에 따른 변형

이 없다. 

-  원형이므로 어느 방향에라도 하수관의 인출·입이 

가능하며 물 흐름이 좋고 토압에 강하다.

-  상단부에 높이조절체가 삽입되어 있어서 H200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포장면에 따른 레벨맞춤 및 

마무리가 완벽하다.

-  수중 및 동절기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시공성이 우

수하여 공기단축으로 인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인버트가 설치되어 분뇨가 막히는 일이 없으며 들어

오는 관에 따라 인버터

의 좌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  관 연결(유출구)는 밀

착수밀밴드 접합 및 본

드 접합이 있고, 유입구

는 현장 상황에 따라 천

공 후 수밀오링을 끼우

고 연결하는 방법이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서울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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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에너토크

대표 조재찬

주소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64-6

연락처 

TEL : 031-880-2800 
FAX : 031-881-584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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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당사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써 1987년 설립이래 

플랜트 및 관공서에 신뢰성 있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

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선진화된 제품인 유럽산 및 미국산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자사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기술개발과 고객

의 신뢰를 모토로 경영하고 있는 (주)에너토크는 좋은 품질과 우수한 제품

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NEP, 조달우수제품, GS인증서,특허, 실용신안등록, ISO9001, CE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전국 지자체수도사업소 및 관급공사납품

Booth No. 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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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TM-SERIES 

다회전용 액츄에이터로 글로브, 게이트 밸브 등의 다회

전용과 감속기를 이용한 댐퍼 및 볼, 버터플라이 밸브 등

의 90°회전용에 널리 사용 가능한 제품. 분해 및 조립이 

간편하여 고장 시 부품의 교체가 용이하고, 부속의 호환

성이 우수함. 

➋ TQ-SERIES

볼, 버터플라이, 플러그 밸브 및 댐퍼에 사용할 수 있도록 

90°회전용. 외관은 고품질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무게

가 가볍고 컴펙트하게 설계됐으며, 본체 안팎으로 산화

피막처리, 외부 폴리에스테르 코팅처리로 부식에 강함. 

➌ LEC-SERIES

자중강하식 긴급차단 수문용 액츄에이터로 지진, 태풍, 

호우, 정전시의 긴급사태 시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제품. 전장부품에서 랙까지 일체로 되어있어 

신설과 개조에 관계없이 쉽게 전동화가 가능함. 

➍ MW-SERIES

90° 회전하는 모든 종류의 산업용 밸브(예: 버터플라이, 

볼, 플러그 밸브 등)에 적용 가능. 고객의 사용조건에 따

라 수동 핸드 휠 또는 다회전 액츄에이터 조합으로 제

공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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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AVK Valves Korea Co., Ltd.

대표 Philip K.M. Yuen(필립 유엔)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13층 1304호

연락처 

TEL : 051-744-4939 
FAX : 051-744-0680
홈페이지 

http://www.avkvalves.co.kr
e-mail 
info@avkvalves.co.kr

| 회사소개 | 

AVK의 본사는 덴마크, Galten에 위치해있습니다. AVK는 수도, 가스, 하수

처리 및 화재방지 부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밸브 생산 기업 

중 하나입니다. AVK는 1969년 최초로 수도용 소프트실 게이트 밸브를 생산

했으며 1990년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

년 뒤 가스 밸브의 DVGW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AVK 그룹은 전 세계 70개 회사에서 3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

며 85개국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VK Valves Korea Co., Ltd

는 2012년 AVK의 가족이 되어 2012년 5월 1일 한국, 부산 센텀시티에 사무

실을 열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AVK는 생산의 전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CEN, DIN, NF, BS, AWWA, 

JWWA, SABS, AS, GOST와 같은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

하는 게이트 밸브를 공급합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OHSAS 18001 (보건안전경영시스템)

·WRAS (음용수 인증 / 영국)

·GSK (밸브 및 피팅류의 분체 도장 부식방지협회 / 독일)

·KIWA (수질연구소 / 네덜란드)

·DVGW (가스 및 수도 협회 / 독일)

·UL 및 FM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AVK는 밸브, 소화전, 포스트 인디케이터, 파이프 피팅 및 액세서리 등 다양

한 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품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있어서 최고

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AVK의 고품질과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노

력은 전 세계의 많은 고객들에 의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AVK의 4가지 주요 사업분야

·수도 :  게이트 밸브와 액세서리, 에어 밸브, 스윙 체크 밸브, 버터 플라

이 밸브 등

·하수처리 :  게이트 밸브, 나이프 게이트 밸브, 에어 밸브, 체크 밸브, 버터

플라이 밸브 등

·화재방지 :  게이트 밸브, 소화전, 포스트 인디케이터 등 UL 및 FM에 인증

Booth No. 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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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 :  게이트 밸브와 액세서리, 부품, 플러그 밸브, 

플로우 리미터 등

➊ 소프트실 게이트 밸브

고정 웨지 너트로 진동 및 마모를 최소화하고 절삭이 아

닌 압연을 통해 정밀하게 제작된 스템 및 삼중으로 처리

된 스템 실링으로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AVK 자체 고

무를 사용하여 바이오 필름 생성을 최소화하며 웨지에 

전체적으로 가황 처리를 하여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GSK 승인된 분체 도장으로 우수한 코팅 품질을 자랑하며 

이러한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국제 표준에 의해 음

용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➋ 버터플라이 밸브

AVK는 동심형 및 이중 편심형 버터플라이 밸브를 제작

하며 가황 처리된 고무 시트 및 테프론 시트도 제작 가

능합니다. 이 제품은 유선형 디스크 및 고유의 밸브 디자

인으로 인해 토크가 낮아지고 밸브 개폐 시 손쉽게 작동

할 수 있습니다. 

➌ 볼 체크 밸브

이 제품은 주로 하수 처리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풀 스트

레이트 보어 형태로 밸브 하부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으

며 셀프 크리닝 기능으로 유지 보수를 최소화합니다.  또

한 수평 및 수직 설치에도 최적의 수밀을 보장하며 작동 

중에 소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에 볼이 보이지 않는 

특허 받은 디자인으로 압력 손실 및 워터 해머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합니다.

| AVK만의 경쟁력 |

고무

AVK의 고무는 세계적으로 일류 제조업체인 AVK GUMMI 

A/S에서 자체 개발 및 생산합니다. 최고 품질의 AVK 고

무는 이중 접착 공정으로 뛰어난 접착력 및 압축 능력을 

통해 원형 복구되어 100% 누수 방지 및 부식 위험이 없

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완벽함을 추구

합니다. 또한 AVK GUMMI는 오존 및 수처리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EPDM 고무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조

건에 맞는 고무 및 음용수에 사용되는 뛰어난 고무를 제

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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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지텍이엔지

대표 안준성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73-6 

청기와 빌딩 3F

연락처 

TEL : 02-416-2671 
FAX : 02-416-2674
홈페이지 

http://g-techeng.com
e-mail 
g-techeng@hanmail.net

| 회사소개 | 

새 기술 창조·새 의식 개혁·새 경영 혁신

(주)지텍이엔지는 수자원 분야(상·하수도, HVAC, 소방, 가스, 오일, 핵에

너지)에 대한 고 품질, 고 성능의 밸브 및 액추에이터로 고객에게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주)지텍이엔지는 Singer - 각종 자동조절밸브, Val-Matic - 각종 에어 밸

브,  Echologics - 누수탐사 장비 등을 수입, 판매 및 A/S 하는 업체입니다. 

상기 기업들은 고 품질, 고 사양 및 고 효율의 제품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

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水)자원 문제는 현재 인류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반드시 해결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주) 지텍이엔지는 국내를 대표하는 상수도 시스

템에 가장 효율적인 수(水)자원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

- WRAS(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 위생안전기준 인증

- NSF International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Singer - 각종 자동조절밸브, 

•Val-Matic - 각종 에어 밸브,  

•Echologics - 누수탐사 장비 등을 수입, 판매 및 A/S 

➊ Singer Valve 감압밸브(Model S106/206-PR)

• 유입되는 높은 압력을 제어하

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압력을 

제공하고 파이프의 파열을 감

소시키며 누수량 감소와 수자

원 손실 예방

• 밸브 내 외부 NSF 61에 의한 2

회 코팅으로 부식에 대한 저항

성이 매우 뛰어남. 

Booth No. 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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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VALMATIC 각종 Air Valve, 체크 밸브 류

• 관로 내 유입 또는 형성되어지는 에어를 효과적으로 

배출 시킴으로써 관로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다.

• 관로 내 진공 형성 시 에어를 유입 하여 배관의 파열 및 

배관 설비의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다.

• AWWA C512 기준으로 설계 및 NSF/ANSI 61 식음료 

관련 인증과 NSF/ANSI 372 Lead Free(납성분이 없는 

재질) 인증 보유

• 내부 재질은 316 Stainless Steel 이며, Floats 는 캐런

티 함.

➏ echologics 상관식 누수탐사 장비

•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 불필요

• 제품의 평균 내구연한 : 10년

• 모든 타입의 대형관로 누수 및 상태평가 가능

•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 구성

• 휴대성 / 경제성

• 밸브 내부 모두 Stainless Steel 316, EPDM, 롤링 다

이어프램을 적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간편함.

➋ 감압밸브 & Back-UP (Model PR-SM)

• 일정한 2차 측 압력을 유지

• 메인 파일럿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2차 파일럿 시스

템을 가동

• 2차 측 서지(Surge)방지  

➌ 압력유량제어밸브(Model PFC)

• 더 낮은 압력의 요구(야간시간 유량)에 따른 압력감소

는 누수와 파이프 손상을 감소

• 원거리 지역에 언제나 일정한 압력 제공

• 화재 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자동으로 더 높은 압

력을 제공

• 간단한 설정 및 조절

➍ 이토밸브(Model TAPS)

• 간단하고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on-off 작동

• 방수 컨트롤러 및 9V 솔레노이드

• 배터리 타입(IP68) - 전기시설 불필요

• 사용자의 플러싱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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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청원산업

대표 원승연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216-10

연락처 

TEL : 031-339-8600~1             
FAX : 031-339-7552
홈페이지 

http://www.chungwoninc.com    
http://www.anyfirekorea.com
e-mail 
2448789@hanmail.net

| 회사소개 | 

저희 회사는 1996년 창립이래, 프레스식 스텐레스 관 이음쇠를 생산하며, 관

련 기술의 개발에 꾸진히 정진 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역류 

방지 벨브의 개발과 2005년 수년간 노력한 개발의 결실로 세계 최초로 승하

강 소화전(tr)을 독자 개발 하였고, 조달 시장 및 관리 부서, 소방부서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 하나의 한국산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열어 나감과 

동시에 초일류 제품의 선두 주자로서, 부단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은 “최고가 되자”라는 사훈 아래 고객의 판단을 자신있

게 기다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05 디자인 개발 및 특허 등록KS표시인증 (KS B 1547)

•2007년 제품 및 시공 방법 특허 등록

•2008년 1월 소방 형식 승인 (G100형 옥외 08-1)획득

•2008년 10월 벤처기업 확인

•2009년 1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국제표준인증원)

•2009년 2월 연구 개발의 결과 품질 향상으로 형식 승인 변경 획득 

•2009년 9월 성능인증 

•2009년 9월 한국 신성장 동력 산업 확인

•지상형옥외소화전제조.시공및수리방법특허등록

•수도계량기 조립체  특허등록

•지하 매설식 승하강 옥외 소화전 실용신안등록

•매설식승하강옥외소화전구조및시공방법특허등록

Booth No.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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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요국 국제 특허 출원 

• 2011년 3월 연구 개발의 결과 품질 향상으로 형식 승

인 변경 획득

•2011년 소방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건의 및 개정

• 2012년 3월 연구 개발의 결과 품질 향상으로 형식 승

인 변경 획득

•벤처기업 생산성 향상 표창 (중소기업청장)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매설식 승하강 소하전,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및 환경개선

-동결 및 상하수도 오염예방

-설치위치, 유지관리 편리함

-한번 시공 후 교체, 수리가능

➋ 스테인레스 프레스식 관 이음쇠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수원시 외 10개 자치단체

•GS네오텍㈜ 외 26개 업체

•조달 3자 단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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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케이브이에이

대표 조병택

주소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359-2

연락처 

본사·공장·연구소

TEL : 043-269-2692 
FAX : 043-269-2666
홈페이지 

http://www.kva.co.kr/
e-mail 
chobty@kornet.net

| 회사소개 | 

(주)케이브이에이는 산업현장의 각종 밸브개폐 및 유량조절을 자동화 시켜

주는 Valve Actuator “AOV/MOV”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본사 제품

은 신규 또는 사용 중의 수동밸브를 자동화 시킬 수가 있으며, Multi-Turn, 

Quarter-Turn방식과 밸브의 종류에 무관하게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온, 고압, 방폭 등 특수 조건에서 LOCAL, REMOTE 자동화를 간단하

게 구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수요처로 상·하수처리 시설과 석유, 화학, 가스, 정유회사 및 화력, 원전, 

열 병합 등의 발전소가 있으며, 각종 밸브 등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

니다. 그 동안에 쌓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밸브 자동화와 안

전한 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실용신안 등록 (2003.06.23)

- ISO9001 품질인증 (2008.04.22)

- 결로시험 성적서 (2008.11.14), AOV 전모델 결로시험 합격판정

-  방수, 방진 시험성적서(IP66) (2009.07.24),    

AOV 전모델 외함 밀폐 보호등급 획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 (2010.05.06)

- 전자파적합(EMS) 시험성적서 (2010.03.30)

- MOV KE-iT Type 전자파적합(EMS) 판정

-  안전인증서(Ex d ⅡC T4) (2010.12.27~2011.07.18),    

MOV의 전모델 외함  방폭등급 최고사양 획득

-  방수, 방진 시험성적서(IP68) (2010.12.17~2011.04.19),   

MOV의 전모델 외함 밀폐 보호등급 최고사양 획득

- 밸브조작기의 스위치 잠금장치, 특허 제10-1003850호(2010.12.17)

- 전기모터식 밸브 조작기, 특허 제10-1015396호(2011.02.10)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AOV(Air Motor Operated Valve Actuator)

공기, 질소등의 가스압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공기모터의 회전력에 의하

여 생성되는 Torque를 기어 감속장치를 통해 제어하여 산업현장에 쓰

이는 각종 밸브를 자동으로 개폐시키는 조작기.

➋ MOV(Motor Operated Valve Actuator)

전기 모터의 회전력에 의하여 생성되는 Torque를 기어 감속장치를 통해 

제어하여 산업현장에 쓰이는 각종 밸브를 자동으로 개폐시키는 조작기.

Booth No. 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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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및 납품실적 |

2003.06 삼성토탈주식회사

2003.07 SK주식회사, SK가스(제조업체군)

2003.08 LG화학(여천 ABS, VCM)

2003.09 현대오일뱅크

2003.09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2003.10 YNCC, 한화, LG석유화학

2003.11 휴비스, 삼양제넥스

2005.01 LG 대산유화, 롯데 대산유화

2006.06 SK 주식회사(공사 및 용역)

2010.12 삼성토탈주식회사(공사 및 용역)

2011.03 삼성물산 주식회사

2011.04 GS칼텍스

2012.04  AL Shaab General Trading co. (U.A.E)  

 - 독점 총 대리점 계약

2012.06  DCTT Company Limited. (Thailand) 

 - 독점총 대리점 계약

2012.06  FELCA International Corp. (Taiwan) 

 - 독점총 대리점 계약

2012.07  Warba National Contracting Co. W.L.L. 

(Kuwait) - 독점 총 대리점 계약

2012.08  Karoom Oxin Sanat Trading Co. (Iran) -  

독점 총 대리점 계약

2012.12 대한송유관공사

2013.02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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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케이씨아이주철산업

대표 윤택근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D동 1305호

연락처 

TEL : 02-2083-1688~9   
FAX : 02-2083-1690
홈페이지 

http:// www.kci21.com
e-mail 
kcicast@naver.com

| 회사소개 | 

저희 케이씨아이주철산업은 “고객의 요구를 능가하는 완벽한 품질의 제품

과 서비스 제공을 추구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투명한 경영, 효율적 투자, 

창조적 혁신을  통하여 날로 발전하는 토목공법의 현대화 및 신기술에 사

용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각종 토목자재 수요자

의 선호도에 발 맞추어 양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품질욕구를 충족시키

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연구개발에 정성을 다하여 보다 나은 제품

생산으로, 저희는 품질(Q)-비용(C)-납기(D)을 통한 고객 만족과 고객을 위

한 경영이 저희의 최우선 목표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며, 제품의 신뢰도

는 물론 품질보증으로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회사인증현황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 Q377710 (2010.6.25)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 E180310 (2010.6.25)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제100601-01030호(2010.6.16)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100601-04862호(2010.9.27)

•연구개발전담부서 - 제2010150557호(2010.5.20)

•벤처기업확인서 - 제20110108527호(2011.12.1)

•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원증 - 제398호(2010.10.11)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원증 - 제1373호(2010.2.1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원증 - 제20105212호(2011.7.19)  

제품인증현황

•맨홀뚜껑-특허 제10-0557279호(2006. 2.. 24)

•역류방지수단을 갖는 맨홀 보호덮개

- 특허 제10-0768157호(2007. 10. 11)

•수압조절 가능한 연동형 이중 맨홀뚜껑

- 특허 제10-09202780호(2009. 6. 8)

•발광수단이 구비된 맨홀뚜껑(LED 맨홀뚜껑)

- 특허 제10-1126743호(2012.. 3. 7)

•이중 뚜껑 구조를 갖는 칼라 디자인 맨홀뚜껑

- 특허 제10-1135125호(2012.. 4. 3)

•무단개방 방지위한 안전장치 구비된 맨홀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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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제20-0382483호(2005. 4. 13)

•회전식 방수 맨홀

- 실용신안 제20-0383190호(2005. 4. 25)

•맨홀뚜껑(오수받이)

- 디자인 제30-0400309호(2005. 11. 25)

•가로수 보호덮개

- 디자인 제30-0569990호(2010. 12. 7)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LED 맨홀뚜껑

 -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 태양전지판(SOLAR)와 LED 

모듈을 이용하여 위치식별 및 광고효과 가능한 맨

홀뚜껑. 특히 특수목적(소화전 등) 맨홀뚜껑의 위

치식별과 24시간 노출로 광고비 없는 홍보효과 유

발로 브랜드가치 상승 효과 발생 가능제품

➋ 수압조절맨홀뚜껑

-  집중호우 등으로 하수의 역류시 맨홀 내부으 수압

이 높아지면 내부의 높이가 수압에 연동하여 개폐 

뚜껑이 상부로 승강하면서 배수공을 통해 하수를 

외부로 역류시켜 맨홀내부의 수압을 일정압력 이

하로 유지기능 (이탈로 인한 도난 및 안전사고 예

방) 압력계,온도계,수위계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한 

측정가능

➌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택지, 산업단지 등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화된 상하수도 맨홀뚜껑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발생오수의 수집 및 기능 회복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

사에 연간 약 2,000여톤의 맨홀뚜껑 제품을 공급하고 있

으며, 서울 등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물론 전국 신도

시 및 택지조성공사,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에 특성화된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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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코리아인바이텍

          KOREA ENVI-TECH CO.,LTD.

대표 박종호

주소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269-1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10 

현대프린스텔 712호

연락처 

본사·공장

TEL : 070-8708-4250 
FAX : 031-984-1838
서울사무실

TEL : 02-3662-5656 
FAX : 02-3362-0051
홈페이지 

http://www.ket1999.com
e-mail 
ket@ket1999.com

| 회사소개 | 

코리아 인바이텍은 30년간 수질분야 한 길만을 고집하여 온 CEO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1999년 10월 창립되어 “처음처럼”이란 사훈아래 오직 수처

리기기 분야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준비된 기술과 전 직원의 열정으로 꾸준

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명실공히 수처리 기기인 AUTO STRAINER 분야의 선

두주자로서 환경수질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나의 혼을 제품에”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

수한 기술력과 양질의 제품으로 고객감동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신제품 개발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증 및 실용실안

·탈수기의 세척용수 재생시스템 - 특허 제10-105118호

·탈수기의 세척용수 재생시스템용 여과기 - 특허 제10-0337191호

·용수여과기 - 특허 제10-0787601호

·여과시스템 - 특허 제10-0792590호

·용수여과기의 부식 방지용 여과스크린 - 특허 제10-0885002

·여과사 내장형 스크린을 구비한 용수여과장치 - 특허 제10-0917661

·일정한 배출 유량을 갖는 여과 시스템 - 특허 제10-1049284, 

특허 제10-1049285

·역세압 변동식 여과시스템 - 특허 제10-1087062

·용수 여과 장치 - 특허 제10-1187708호

·용수여과기의 여과스크린 개폐장치 - 실용신안 제20-0401728호

·용수여과기의 브러쉬 장착구조 - 실용신안 제20-04017292호

·용수여과장치 - 실용신안 제20-0411185호

인증서

·ISO 9001 (인증번호:01503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AUTO STRAINER - KAS series

·KAS1 - Belt Press 전용 model

·KAS2 - Single Screen type의 표면 세척형, 소용량 model 

·KAS3 - Multi Screen type의 역세척형, Screen의 개별분리 가능

·KAS4 - Belt Press 전용 model

·KAS5 - Belt Press 전용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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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6 - 표면 세척 및 역세 복합형, 중·대용량 model

·KAS7 - Multi Screen type의 역세척형, 중·대용량 및 중저가 model

·KAS8 - Mesh Wire Screen type의 역세척형

·KAS9 - 유량압력 변화 없는 상시 역세, 표면 역세형

·KAS10 - 수평형 Multi Screen type의 역세척형, Screen의 개별분리 가능

·KAS11 - 수평형 Multi Screen type의 역세척형, 중·대용량 및 중저가 model

MANUAL STRAINER - KMS series

·KMS(P) - 수동형 Pipe Line Strainer, 소용량 model

·KMS(S) - 수동형 Single Screen Strainer, 중·소용량 model

·KMS3(M) - 수동형 Multi Screen type, 중·대용량 model, Screen의 개별분리 가능

·KMS7(M) - 수동형 Multi Screen type, 중·대용량 및 중저가 model

Application 적용처

·생산 공정수의 재활용

·지하수, 하천수, 해수의 취수공정

- 정밀여과 (Sand, 이온교환 수지탑, RO, UF, MF) 전·후처리

- 정수장, 하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의 1,2차 처리수 및 배출수 재활용

-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 여과공정

- 각종 Spray Nozzle 막힘 방지용

주요제품

KAS3

· In-Out의 압력차 및 타이머를 이용, 자체 처리수로 스크린을 역세척 하므로 별도

의 역세수가 필요 없으며, 운전 중 원수공급의 중단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Wedged Wire Type의 Screen을 사용하므로 Screen 자체의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 장착된 Screen을 개별 분리할 수 있어 Maintenance가 편리하며 본체의 분해없이 스

크린 교환이 가능합니다.

· In-Outlet 배관이 정-평면상 동일선상에 위치하므로 주변배관 및 By-Pass 배관이 

용이합니다.

KAS11

· In-Out의 압력차 및 타이머를 이용, 자체 처리수로 스크린을 역세척 하므로 별도

의 역세수가 필요 없으며, 운전 중 원수공급의 중단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Wedged Wire Type의 Screen을 사용하므로 Screen 자체의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여과실과 원수실의 완벽분리로 정밀여과에 효과적입니다.

·천정고가 낮은 현장에 설치가 적합합니다.

| 국내외 주요 납품실적 | 

국내 (수자원공사, POSCO, 삼성, 현대, LG 외) 및 해외 P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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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퍼팩트 

PERFECT CO., LTD

대표 허원권

주소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220번길 47

연락처 

TEL : 054-634-7790 
FAX : 054-632-7790
홈페이지 

http://www.perfectmh.co.kr
e-mail 
hdpvc5493@hanmail.net

| 회사소개 | 

차별화된 제품 개발로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국·내외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21세기를 맞이

하여 유일하게 지하에 매설되어지고 있는 오·우수받이(맨홀)은 중요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토양 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현실이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초적인 사회 개발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에 확충되어지

는 오·우수받이, 맨홀의 차별화된 제품 즉,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종

래에 사용되어진 제품의 성능을 더욱 기능화하여 배수관에서 역류하는 악

취차단 역할 및 토압에 강한 대체품으로 개발 성공하였으며, 본 제품의 우수

성과 기술력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하수관 및 연결

구 개발로 인한 파이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본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인증서 

- 제품인증서(KS) 제11-0501호(2011.08.24)  

- 성능인증서 제13-147호 (2011.08.02)

- 단체표준인증 (2012.09.17)

제DG-063-1호/제DG-063-2호

제DG-063-3호/제DG-063-4호/제265-1호

- 한국PVC관조합표준표시인증서 

제100호 (2011.09.05)

- 품질보증업체지정QA-2638-00 (2009.07.30)

- ISO 9001:2008 KorQ-119770 (2010.11.29)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제R080301-00990호 (2011.05.13)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R8031-1533호 (2011.06.12)

- 벤처기업 제20110103591호 (2011.06.17)

- 환경표지인증서 제5443호 (2012.01.26) 

- 환경표지인증서 제10106호 (2012.10.10)

- K마크 인증서 PM12013-030 (2013.02.06)

산업재산권 특허 26 / 실용신안 5 / 디자인 22 획득

- 부식방지 복합맨홀 제10-0900679호 (09.05.26)

- 악취차단 오수받이 제10-0925324호 (09.10.29)

- 이탈방지 및 안정성과 조립성을 향상한 맨홀 제10-1009949호 (11.01.14)

- 분기관 단부용 곡면 절단장치 제10-1115601호 (12.02.06)

- 높이 조절과 설치가 용이한 맨홀 제10-1125206호 (12.03.02)

Booth No. 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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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취급제품 : PE·PVC오수받이, PE맨홀, PE우수받이, 

부식방지 복합맨홀

PE·PP차수벽하수도관 및 연결구

- 주요제품

➊ 퍼팩트 오수받이 : 악취역류방지우수

➋ 퍼팩트 빗물받이 : 보도측구용 빗물받이

➌ 퍼팩트 맨홀 : 하수도용 맨홀

➍ 차수벽하수도관 : 오수, 우수관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영주시하수관거정비사업(PP차수벽관) 

·풍기하수관거정비공사(PE맨홀)

·고성읍하수관거정비공사(PE맨홀)

·성주 경산처리분구(PVC오수받이)

·풍산하수관거정비공사(PVC오수받이)

·고흥 포두하수관거정비공사(PE맨홀)

·영천 화산면농어촌마을(PVC오수받이)

·청원강내하수관거정비공사(PVC오수받이)

·거창 웅양죽림지구하수관거사업(PE맨홀)

·여수 박람회장 주변 하수관거(PE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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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하지공업(주)

대표 안태상

주소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6-2

영업본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9 

금정하이뷰 305호

연락처 

본사·공장

TEL : 031-352-8491~4  
FAX : 031-352-8495
영업본부

TEL : 031-457-1965~8
FAX : 031-457-196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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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하지공업은 1972년 심정용(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국산화를 목적으로 

창업한 이래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최초

로 수중모터펌프를 전문으로 제작, 시공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 발전과 함

께 해온 기업이다. 1980년 상공부에서 수중펌프 ‘국산1호기’로 인정받고 상

하수도,  재이용수 처리, 해수 담수화, 밸브액튜에이터 등 유기체 전반에 전

문적인 기술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12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하지공업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자체 생산설비 및 완벽한 시운전설비를 

갖추고 정확한 성능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펌프는 인류복지와 산업 발전의 뿌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기술력과 

품질력을 모으고 있다. ‘제일의 water solution을 제공한다’는 기업비전 아

래 ‘물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하지

공업인들은 더 이상 물로 인하여 인류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미

션을 수행해가고 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심정용 수중펌프  ·인라인 가압,부스터펌프

·오배수용 수중펌프  ·수중그라인더 펌프

·수중 축·사류 펌프  ·수중 교반기 

·입형 다단 원심펌프  ·편흡입/양흡입 펌프

·해수담수용 R/O Solution ·밸브 액츄에이터

➊ 인라인가압펌프

· 인라인 가압펌프는 송수관로 중간에 설치되어 부족한 수압을 가압시켜 

고지대의 물을 공급하는 펌프

· 송수관로 중간에 설치 되므로 지상

의 별도 구조물이 필요없고, 지하구

조물 내에서 운전되므로 소음과 진

동이 없는 환경친화적 시스템

· 제품의 용도

Booth No. 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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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 배수지 상수도 직송  

- 대유량의 가압이 필요한 곳

- 중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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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버터제어로 일정한 수압 및 유량유지

➋ 부스터 펌프

·부스터펌프는 건물의 물을 공급하는 펌프

· 건물의 지하에서 물을 압력으로 공급해 줌으로서 저층

과 고층의 수입변동을 최소화하고 또한 옥상의 탱크를 

없애 줌으로서 건물의 미관을 좋게 해주는 역할

·제품의 용도

- 아파트 기계실 상수도 직송 /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 옥상 기계실 중소유량의 가압이 필요한 곳

·제품의 특징

-  설치 후 자동운전되므로 

근무인원이 불필요                  

-  입력제어 운전이므로 일

정수압을 유지

➌ 수중그라인더 펌프

·제품의 용도

-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 

펌프장            

-  하수 처리장의 원수 / 유입 

이송 펌프

·제품의 특징

-  특수 크롬 합금강으로 만들어

진 분쇄형 임펠러로 1차 컷팅

하여 통과시켜 펌프장의 고

장 원인이 되는 각종 고형물들을 막아 제거할 수 

있다

➍ 에너지 회수장치

·제품의 용도 - 해수담수화용

·제품의 특징

-  에너지회수장치, 체적식 부스터펌프 및 모터를 하나

의 제품으로 통합한 솔류션

-  회전수와 비례하는 유량 성능을 이용하여 손쉬운 유

량제어를 구현

-  설치 공간의 최소화          

-  업계 최대의 에너지 

효율 구현

➎ 밸브 액츄에이터

· AWT 제품군은 검증된 강력한 전기모터와 이미 증명된 

간편한 기계적인 드라이브를 채택

· IP68을 만족하는 밀봉기술은 모터 Starter 와 전자장치

들을 완벽히 조정

· OIL bath 윤활과 환경적으

로 이중으로 밀봉 됨

· 완벽한 모터제어 혹은 고객

이 원하는 값으로 모터제어

·별도의 모터제어 가능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경남 창원시 대산정수장 신규사업

- 추자도 해수담수화 사업 RO solution

- 서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사업

- 제주 삼다수 개발현장 납품

- 서울 올림픽 공원내 음악분수 사업

- 경기 수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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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
이터·펌프 등

회사명 (주)한국주조

대표 이상각

주소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43-4

연락처 

TEL : 031-404-2710 
FAX : 031-404-2747
홈페이지 

http://www.jumul.net
e-mail 
kra2564@naver.com

| 회사소개 |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기업 

신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보람찬 일터를 지향

하고 고객을 만족시켜 나아가는 한편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

여 후세기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뛰어

난 기술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치를 제

공하고, 아울러 풍요로운 후세기를 지향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해 나아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제 0551592호)

·성능 (제21-097호)

·KS인증서 (제11-0668호)

·ISO9001 (KQS6089)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용 등 토목현상에 소요되는 주철 맨홀뚜껑

- 하수도용 [Ø648, Ø766, Ø918, 700*700]

- 상·하수도용 [Ø648, Ø766, Ø918]

- 전기용 [Ø648, Ø766, Ø918]

- 통신용 [Ø648, Ø766, Ø918]

- 미군맨홀용 [Ø650, Ø810, Ø965]

제품소개

맨홀뚜껑에 장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유격현상이 해소되어 뚜껑과 틀이 

접해있는 전부분에 차량통과시나 충격시에도 움직임을 흡수하여 덜컥거

림, 이탈, 소음방지로 안전하며, 속뚜껑에도 또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

전을 도모하였고, 속뚜껑에 고무링이 결합하게 하여 완전방수가 가능토록 

실현한 제품입니다.

Booth No. 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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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발주처 품명 수량 공사명 비고

광명시청 648잠금장치 230조 소하동정비공사

의왕시청 648방수형 250조 율암하수처리시설공사 외

양주시청 648잠금장치 235조 하수관거정비사업

포천시청 648잠금장치 545조 관인하수처리시설 외

용인시하수도사업소 648잠금장치 220조 마을하수도시설공사

의정부시청 648잠금장치 142조 제2청사공사 외

강원 고성군청 648잠금장치 385조 간성처리구역 외

홍천군청 648잠금장치 37조 도로개설공사

춘천시청
648잠금장치 320조 약사분구외

648상수도 54조 유지보수용

경남 고성군청 648잠금장치 450조 거류하수처리장 외

남해군청 648잠금장치 289조 남해읍 하수관거정비공사

진주시청
918상수도 36조 반석마을 외

350상수도 24조

거제시청 1108잠금장치 8조

부산도시공사
648잠금장치 605조 미음지구 외

766잠금장치 45조

구례군청
648잠금장치 520조 지리산온천지구 외

648상수도 54조

순천시청 648잠금장치 180조 남산지구 외

담양군청 648잠금장치 875조 남면하수관거정비공사 외

나주시청 648잠금장치 86조 남평전원마을 외

영광군청 648잠금장치 240조 백수하수관거 외

고흥군청 648잠금장치 36조 고흥천 유지공사

곡성군청 648잠금장치 242조 입면하수관거 외

장수군청 648잠금장치 196조 장계하수관거 외

진안군청 648잠금장치 140조 장등면 하수관거 외

논산시청 648잠금장치 860조 논산읍 하수관거 외

GS파워 350볼밸브 150조 유지보수용

한국지역난방공사 350볼밸브 280조 유지보수용

삼천리 918잠금장치 220조 광명역세권 외

인천종합에너지 918잠금장치 26조 송도

한라산업개발 648잠금장치 143조 송도5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648잠금장치 289조 광명역세권

700*700보도용 120조

648잠금장치 480조 김포 한강신도시

1108잠금장치 48조

금호건설 1108잠금장치 16조 통영BTL공사

포스코건설 1108잠금장치 8조 김포BTL공사

한국전력공사 918잠금장치 1301조 전남혁신 외

광주광역시

648잠금장치 852조 오염총량관리하수관거정비공사

648물림형잠금 85조

648물림형잠금 250

부산환경공단 918잠금장치 10조 유지보수용

광혁건설 칼라800*800 120조 별내지구

티브로드 766잠금장치 680조 광교신도시 외

CMB 766잠금장치 230조 유지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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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전문기업센텍

네가트론

대보마그네틱

동신이엔텍

디알비동일

로얄정공

리플래시기술

맑은물연구소

삼천리엔바이오

성강건설

세니젠

수자원기술

시온텍

아록이엔지

에스티아이씨앤디

에싸

에이알케이

에코쉬

엔포텍디에스

유솔

유천엔바이로

유천엔지니어링

이오렉스

이화에코시스템

자연과학산업

젠트로

진행워터웨이

청정테크

청호환경개발

코리아씰즈

티앤씨코리아

파코크린

한국마이옥스

화인시스템

협신기업

D

수처리·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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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4-1

회사명 냄새전문기업 센텍(주)

대표 권용석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303-1호

연락처 

TEL : 031-423-0082  
FAX : 031-423-0121
홈페이지 

http://www.scentec.co.kr
e-mail 
sfe123@chol.com

| 회사소개 | 

센텍(주)는 대한민국 토종 냄새제거 전문기업으로 산업용 악취는 물론 일반 

업소 악취 제거까지 냄새 제거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수년간 냄새제거 불모지인 한국에서 외길을 고집하며 오직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실력으로 당당히 일어서겠다는 열정에서 가능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을 수십건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도 출원중에 있습니다.센텍(주)는 앞으로도 계속 냄새제거 분야의 외길에 

전념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일등이 세계의 일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힘을 실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나아

갈 길에 함께하실 협력사와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센

텍(주)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

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조달우수제품 지정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벤처기업인증 

- ISO 9001 품질인증

- CE 인증 - PHOTOZONE 특허 등록

- INNOBIZ 기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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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ROMAT & SCENTECO : 업소용 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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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➊ AHU - PHOTOZONE SYSTEM : 작업장 순환 탈취용 포토존시스템

하이테크 탈취장치로 배출구로 배출되는 공기의 일정부분을 실내 급기 설비에 

순환급기로 공급함으로서 급기설비로 부족한 실내 공급 공기량을 보충하고 실

내 원활한 공기 순환으로 자체 공기 정화 및 탈취성능향상 2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탈취장치입니다.

➋ HACO - PHOTOZONE SYSTEM : 건조로 탈취용 포토존시스템

센텍의 하코-포토존 시스템은 탈취공정이 까다롭고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

요한 고온 고습, 점도성점액, 백연발생 등 열악한 상태의 악취공기를 정화시키

는 강력한 산업용 탈취기입니다.

➌  Sewage Line - PHOTOZONE SYSTEM : 하수관로 탈취용 포토존시스템

“하수관로용 포토존시스템” 은 복개천, 우수받이, 여수토실, 우수토실, 차집관

로 등 도심내 하수관 관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수목적의 “도

심내 냄새관리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도심내 냄새란? 1단계 악취제거, 2단계 공기살균, 3단계 수세정공기정

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하수관 관련 악취문제는 대도시 도심권에서 발생되므

로 완벽한 탈취, 낮은 소음도, 수려한 미관, 살균처리, 홍수안전성 등이 충분하

게 고려되어 도심권에 안정적으로 설치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➍ DRY-PHOTOZONE SYSTEM : 건식 포토존시스템

DRY-PHOTOZONE SYSTEM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형 탈취장치로서 어

느 현장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 서계되어있어 대형빌딩, 학교, 공장, 하

수처리장 등의 다양한 실적을 가진 센텍의 보급형 탈취장치입니다. 높은 적용

성과 사계절 안전운전이 가능하고 굴뚝이 필요없는 구조로서 건물 내·외 설

치하여도 미관상 불쾌감이 전혀 없도록 구현되었습니다.

➎  DRY-WET PHOTOZONE SYSTEM : 건·습식 포토존시스템

DRY-WET PHOTOZONE SYSTEM은 DRY-PHOTOZONE SYSTEM과 WET-

PHOTOZONE SYSTEM을 결합한 탈취장치로서 건식반응부에서 처리하고 남

은 미량의 악취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을 잔류오존과 함께 실온광산화촉매 및 

세정수와 반응시켜 배출구 악취농도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는 탈취장치입니다.

➏  PHOTOZONE 3300-01 

PHOTOZONE 3300-01은 비저항성반응기를 갖는 광화학적 탈취장치입니다. 

광화학적 복합산화반응으로 저농도 악취 제거하는 방식이며 5㎥/min (300

㎥/h) 이하의 소풍량 악취배출구에 적용합니다.

- 적용처 예 :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국소가 있습니다.

- 조달청 3자단가 계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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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1

회사명 (주)네가트론

대표 조도현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29-5

연락처 

TEL : 051-325-0803 
FAX : 051-326-080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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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주식회사 네가트론은 1998년 회사 설립 이래 펌프 및 수처리 관련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유체관련 전문 업체이며, 사람에게 유익한 음이온기술

과 전자기술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기

술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행복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소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과 만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리

기 위해 당사의 임직원은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전

시회에서는 수처리분야에 응용가능한 나노/마이크로발생장치 및 간편한 수

질관리를 할 수 있는 음이온산소공급장치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나노버블제너레이터   ·마이크로버블제너레이터 

·NANO BUBBLE FLOTATION SYSTEM  ·수중음이온산소공급기

·내산펌프 

➊ NANO-FRESH (나노버블제너레이터)

· 공기와 유체를 좁아진 관을 통해 이동시켜 유속을 증가시키고 원심력 

및 구심력을 적용하여 2중 볼핀에 부딪치게 함으로 강력한 난류를 형성

시켜 순간적으로 0.1㎛~1㎛ 크기의 초미세기포인 나노버블를 형성시키

는 장치

· 생성된 나노버블은 적조제거, 폐수처리고도화기술, 음용수제조, Ballest 

water 처리기술등 다양한 사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➋ 음이온산소공급기

· 음이온화된 공기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수중에 방출해 공기와 물의 접

촉면을 최대한 넓혀 수중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용존산소량을 증가시

켜 주는 장치. 수중으로 공급된 마이너스 이온과 산소는 물의 자연치유력

을 높여주며 호기성세균의 활동을 왕성하게 도와 수질정화에 도움을 주

고 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➌ NANO BUBBLE FLOTATION SYSTEM

· 기존 DAF 시스템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기존 시스

템에서 사용하는 밀리버블보다 미세한 나노버블을 공정중에 주입하여 비

표면적을 크게 만들어 기액계면의 흡착조작이나 물질이동을 유리하게 함

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킨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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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➊ NANO-FRESH (나노버블제너레이터)

·한국과학기술원 (2012. 07)

·ESEVEN RESOURCES CO., LTD. (2011. 11 말레이시아)

·GENE OASIS PTE LTD (2011. 08 싱가폴)

·삼성전자 (2010. 10)

·대선주조 (2004.02)

➋ 음이온산소공급기

·영동군 시설관리사업소 (2012. 10)

·부산시 충렬사공원 (2009. 08)

·부산시 사하구청 (2012. 02)

·ELVETICA FARMS (2010. 05 나이지리아)

·K-REP(주) (2003. 03)

➌ NANO BUBBLE FLOTATION SYSTEM

·NC부산 (2012. 12)

·구리시하수종말처리장 (2010. 03)

·코오롱워터텍(주) (2010. 01)

·(주)한국엔지니어링 (2009. 12)

·시흥하수종말처리장 (20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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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5

회사명 대보마그네틱(주)

대표 이준각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22 노하산업단지내

연락처 

TEL : 031-354-3960
FAX : 031-354-7046
홈페이지 

WWW.DAEBO.com
e-mail 
daebomag@chol.com

| 회사소개 | 

자석과 자석응용기기를 전문으로 한지가 30 여년이 된 당사는, 그간 국

내외, 산학연구계의 요망에 따라 현장중심의 연구개발, 학술활동, 국제교

류 등으로 산업적 기술력은 물론, 환경에 관한 노하우를 축척하여 발전 시

켜 왔습니다.

현재 이 기술력은 국내는 뿐 아니라 일본을 위시한 유럽, 미국 등 세계 20 

여개국 이상 수출을 하여 기술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는,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과 환경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

작한, 운반물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하

여 분진, 악취 등의 방지로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 파이프 콘베이어를 전시

하게 되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규격표시 획득현황

·산업재산권 획득현황

-  체인컨베어 타입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오수의 슬러지 이송장치-제 

0331894 호(2002.03.26)

-  오폐수 처리 시스템-제 0493744 호(2005.05.27)

-  다목적 공급용 마그네틱 컨베어장치-제 45090 호(1990.01.25)

-  자석을 이용한 고온용 금속선별기-제 133509 호(1998.10.13)

-  영구자석을 이용한 클러치-제 0423672 호(2004.03.08)

-  노이즈 및 영상삭제 방지용 자석식 핸즈프리-제 0260945 호(2002.01.04)

인증명 인증기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K-QA-Q00970  (2006.08.18 3년간) 한국품질보증원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제 200618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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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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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생산 제품 소개

파이프 콘베이어 (일명, 인라인 링크 콘베이어), 각종 

자력선별기, 비철금속 선별기, 리프팅 마그네트, 기타 

자석 응용 기계 외

·제품 소개

자유 자재형 파이프 콘베이어는 일정간격의 블레이드

(Blade)를 체인에 붙여 밀폐된 파이프 내에서 전동기 모

타에 의해 끌려 이동되므로 파이프 내에 투입 된 협잡물

과 침사물 슬러지 탈수 케익 등이 블레이드에 끌려서 지

정된 위치까지 밀폐된 상태로 이송되는 장치이다. 운반 

경로는 수도 배관과 같이 상 하 좌 우 지하 지상 실내에서 

실외로 벽 등을 뚫어서까지 자유자재로 운반 할 수가 있

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설치 면적은 파이프 외관 사이즈 

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Open된 공간이나 바닥 피트를 

파서 이용하면 최소한의 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밀폐

된 파이프 속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악취 분진 비산 등이 

없는 획기적인 환경 전문 설비로 인정받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형 자동화 운반 장치로서 국내 지자체 및 자동차공장 

부품 가공 공장 등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장점

1.  밀폐된 파이프 내로 이송되기 때문에 악취 분진비산방

지예방으로 작업장 주위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

2.  구조가 간단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수(A/S)가 용

이하다.

3.  조립식 파이프이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4.  3차원의 콘베이어로 상 하 좌 우 실내 실외 지하 지상 

등의 좁은 공간에도 자유자재로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5.  기존설치 되어있는 기계 설비의 위치 변경 없이도 기

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6.  전력 소모가 적다. (2.2 Kw 모타 1대로 200m 를 이송

하기도 한다.)

7.  수분 함량이 많은 운반물도 이송에 아무런 장애가 되

지 않는다.

·사용분야

1. 하수 처리장 침사지의 침사물 이송라인

2. 정수장 슬러지 탈수 슬러지 이송라인

3. 축산 폐수 및 분뇨 처리장의 협잡물 이송라인

4.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이송라인

5.  공작 기계에서 가공 중에 발생하는 철 부스러기 

(Machine Chips) 처리라인

6.  화학 광업 환경 철강 분체 산업등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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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10

회사명 (주)동신이엔텍 

대표 김상민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 

북9길 60-19

연락처 

TEL : 055-914-1500
FAX : 055-914-1914
홈페이지 

http://www.sdaf.net
e-mail 
dhcee@hanmail.net

| 회사소개 | 

환경의 뉴 리더 (주)동신이엔텍

미래의 새로운 환경의 리더로 도약하는 (주)동신이엔텍은 환경기술의 지

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환경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로 용존공기를 이용한 가압부상조(DAF)를 개발 실용화 하

는데 성공하였고 또한 기존의 기술력과 특허를 이용하여 음용수 정수처리

용, 폐수 처리용 가압부상조를 개발하여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판식 탈수기등을 독자적인 기술로 국산화 함으로써 기술력 및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플라즈마를이용한 수

질, 대기오염의 개선등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서 (주)동신이엔텍의 지

속적인 연구개발과 노력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다양한 특허기술의 보유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수의 국내대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환경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기술특허 보유 12건, 실용신안 6건외 

·ISO 9001 보유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기술연구소 보유

2010〜2011

2011. 10. 지식경제부 장관 기업인상 수상

2011. 08. 이노비즈기업 선정

2011. 05.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시상

2011. 04. 부.울산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기업인상 수상

2010. 12. 지역사업개발3차 부산테크노파크 연구지원사업기업선정

2010. 10. 현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관리공단) 지원대상기업 선정 

2010. 03. 중소기업 수출지원화사업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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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현재 (주)동신이엔텍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술로는 

1.  가압부상조(기본형 가압부상조 DAF, 모래여과 기능을 첨가한 부상조 SDF, 

용존공기부상 사각 부상조 RDF, 기포발생장치 ADT)

2. 인 제거 처리 SYSTEM

3. 조류제거 SYSTEM

4. 탈수기(건조식 유동판스크류탈수기, 고농축 유동판스크류탈수기)

5. 워터플라즈마, 에어플라즈마, 산기관 등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1. 부산서부하수처리장 외 영남 지역 42곳 

2. 나주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외 호남지역 22곳 

3. 경기도 미사리 경정장 및 기타 서울 및 인천지역 56 곳 

4. 충청 및 강원지역 54 곳 외 다수 

SDF

DAF

RDF

ADT 유동판 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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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8-2

회사명 디알비동일주식회사

대표 박주환

주소 

본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금사동)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42 동일빌딩

연락처 

TEL : 02-2168-9162~3 
FAX : 02-2672-6423
홈페이지 

http://www.drbworld.com
e-mail 
shin.dong.hyeop@drbworld.com

| 회사소개 | 

디알비동일(주)는 국내 고무산업의 선도업체인 동일고무벨트(주)에서 2012

년 10월 법인 분할되어 국내외 건설시장 중 건축(면진, 제진시스템), 토목(해

양, 철도, 도로, 환경, 산업재 등)분야에서 다수의 업체와 기술제휴 및 업무

협약 등으로 양질의 엔지니어링서비스와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년 지속

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및 토목분야, 특히 환경분야에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포함하

여 다양한 친환경건설자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비탕으로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의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신기술인증서(환경부) :  소수성 발표여재(EPP)를 이용한 포장도로면의 초

기우수 처리장치(제225호)

· 녹새기술 인증(제 GT-12-00121호)/녹색전문기업(제 GE-12-00019호)/

K-water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특허 :  맨홀의 인버트/우수토실 유량제어장치/우수받이/다기능 우수받

이/초기우수 처리설비/초기우수 처리장치/초기우수처리기능을 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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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

트/하수관 연결장치/우수받이용 필터링 바스켓/맨홀의 관로

접속구 및 관로접속구 형성용 거푸집/맨홀의 조립형 인버트/

맨홀의 인버트 형성용 거푸집/하수관로의 물받이 배수트랩/

자유곡관 외 10건

·디자인 : 인버트/오수받이     

·프로그램 : 하수관거 부실예측 프로그램(CEN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에코탱크(EcoTank)(환경신기술 제225호) 

·우수토실 월류수 협잡물제어 시스템(WSC)

·우레탄 코팅흄관   

·차집유량제어장치(NPDR) 

·하수맨홀 프리케스트 인버트(K/N-Vert)

·다기능 우수받이   

·CSOs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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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에코탱크(EcoTank) (환경신기술 제 225 호)

· 무동력으로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수성 여재 (EPP)의 사용으로 비점오염원 및 내분비

계 장애물질까지 무동력처리

·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

· 우수받이 역할과 빗물처리기능 병용

· 장치의 기성품화로 시공 및 관리용이

· 고유량시 bypass 기능

➋ 우수토실 월류수 협잡물제어 시스템(WSC)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발생하는 CSOs내 협잡

물을 차집관거로 이송·처리하는 무동력시스템

· 간단한 구성으로 탁월한 협잡물제어 발휘

· 유리관리가 편리하며 경제적임.

· 기존우수토실에 시공이 가능함.

➌ 우레탄 코팅흄관

· 수리학적 계수인 조도계수(흐름면의 거칠기 정도)가 개

선된 제품

· 일정유량에 대한 통수단면적 축소 및 시공비 절감

· 별도의 설비 불필요

· 제품 제작이 간단함

·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

· 우수관 전용으로 사용하던 흄관을 오수 및 합류관으

로 이용 가능

➍ 차집유량제어장치(NPDR)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하수량을 설계유량만큼 차집시키는 무동력 제어장치

· 수위상승에 따라 수문이 수위를 감지해 수류에 의해 수

문이 차단되는 방식

· 연결관에 삽입하고 앵커볼트로 고정함으로써 간편하

게 시공 가능

· 기존방식처럼 별도의 토목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

존방식에 비해 50%~95%가량 경제적

➎ 하수맨홀 프리케스트 인버트(K/N-Vert)

· 기존 현장타설 인버트 축조방법 대신 프리케스트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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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적 

사용 가능

· 수리적 안정성 도모로 도시형 침수사고 방지에 기여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4, 6공구 아라뱃길 조성공사/한

국수자원공사

· 신울진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한국수력원자력 울

진원자력본부

· 신고리원자력 직원사택 신축공사/한국수력원자력 고

리원자력본부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제1, 2, 3공구/제이서해안고속

도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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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8-1

회사명 (주)로얄정공

대표 박재덕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58-81

연락처 

본사·공장·연구소

TEL : 053-583-8651 
FAX : 053-583-8655
홈페이지 

http://www.korearoyal.com
e-mail 
royal@korearoyal.com

| 회사소개 | 

고객만족을 제일로 (주)로얄정공

(주)로얄정공은 1986년 설립 이래 물을 사랑하는 수처리 기업으로 축척된 

고도의 기술과 완벽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환경기기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생산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오며 국가 기간시설 및 국내외 각종 산업시설

에 고품질의 환경관련 설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주)로얄정공은 그간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설계, 제

작, 설치, 시운전, A/S, 순회점검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

리고자 노력하여 벤처기업 및 우수품질인증, 환경설비인증, 신제품인증, 조

달우수제품등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국내·외에서의 각종 인증 및 수

십여 가지에 이르는 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로얄정공은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원자재 

절단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작은 부품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여 빠른 납

기와 신속한 서비스망의 구축으로 고객 만족을 제일로 알며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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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 (EEC)

·신제품 인증서 획득 (NEP)

·조달우수제품 지정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원심(고액)분리기 (NRL Liquid-solid Separating Decanter Centrifuges)

·원심탈수기 (NRD Dewatering Decanter Centrifuges)

·원심농축기 (NRT Thickening Decanter Centrifuges)

·전처리용원심분리기 (NRS Separating Decanter Centrifuges)

·연속압입식스크류탈수기 (NRP Pressing cylinder type Screw Press)

·저속드럼농축기 (RDT Drum Type Thickener)

·환경관련기기 (Environment-related Equipment)

·산업용밸브 (Industrial Valves)인증 및 획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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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원심(고액)분리기

Liquid-Solid Separating Decanter Centrifuges

원심분리기는 전반적인 산업 분야 및 각종 하, 폐수 중

에 함유된 부유물질을 다양한 분리목적에 가장 적합 하

도록 회전하는 장치의 원심력과 비중 차를 이용하여 물

과 분리하는 장치로 그 용도와 성능에 따라 원심탈수기, 

원심분리기, 원심농축기, 협잡물처리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지며 처리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응하여 

처리물과의 연동제어 운전으로 처리물의 입자가 수 ㎛에

서 수mm크기까지 투입-침강-탈수-배출-이송 등의 공

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처리물의 농도는 0~50%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대용량 처리와 분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기종입니다.

➋ 원심농축기 Thickening Decanter Centrifuges

원심농축기는 자동제어 모드 시 투입 슬러지의 농도가 수

시로 변화하더라도 차속값을 자동제어 하므로 배출되는 

농축액이 일정하며 설정된 농도값으로 유체를 연속 처리

할 수 있고 저농도의 잉여슬러지를 고농축으로 배출하며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형물(SS)을 회수율 90%이

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심농축기는 슬러지에 인위적인 비중 차이를 유발시킴

으로써 슬러지를 최적효율로 농축하는 방법으로 중력 농

축과 타 방식에 비해 연속적인 농축에 유용하고, 시설규

모가 작고, 환경유해 문제를 최소화하여 농축액 안정성과 

처리효율을 증대 시키므로 슬러지처리 공정의 침전조, 소

화조, 탈수공정, 부대설비 등을 배제 또는 축소하여 시설

할 수 있습니다.

➌ 적용분야 Firld of application

로얄정공의 원심분리기는 상, 하수처리시설 및 축산, 분

뇨, 위생, 음식물처리장과 식품, 화학, 토목, 정유,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되어 운영 중이며 1㎥/hr ~ 100

㎥/hr 까지의 다양하고 우수한 성능의 기기들을 제작하

고 있으며 운전이 간편하고, 안정적이며 협소한 장소에서 

콤팩트한 설치 공간을 차지합니다.

➍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로얄정공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자

동화 가공공장, Auto Balancing System, 특수용접공장 및 

연구개발실, 화학실험실 등을 갖추고 사전 테스트 및 설

계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 빠른 납

기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➎ A/S 및 정기점검 A/S Team

로얄정공은 20여 년간의 경험과 축척된 기술 및 생산능

력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의 

정기점검과 공정분석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수행

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과 그 기술에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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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6-4

회사명 리플래시기술(주) 

Refresh System

대표 이홍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9-4

연락처 

TEL : 031-799-6623 
FAX : 031-799-6601
홈페이지 

http://www.refreshsystem.co.kr
e-mail 
js3778@nate.com

| 회사소개 |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세상!

리플래시기술(주)은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보강분야에서 신기술 및 신공

법 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에 전략하

는 회사이며 기술적 기반이 취약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둔 경영 마인드와 직

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다수의 특허 및 신기술지정(330호, 577호, 675

호),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

업인 INNO-BIZ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 577호(에

코플래시공법)는 부착특성의 향상을 위한 접착보강핀을 설치 후 중성화, 염

해, 동해 및 화학적 부식 등과 같은 열화원인에 대응하여 파인플라이애시 및 

세라믹섬유를 혼입한 모르타르를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로 RC구조물

을 방식 보수하는 공법이며, 기존의 노후화된 관거의 재구축 공법인 신기술 

675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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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신 구조물 이상으로 강도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시설물 유지 보수·보강 분야에

서도 맹활약하는 전문기술개발회사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NNO-BIZ 기업, MAIN-BIZ 기업

특허 17건

ISO 9001, ISO 14001

건설신기술 577호, 건설신기술 675호

KS M 3550-1, KS M 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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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관거 재구축 공법(RPR공법, 건설신기술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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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형관 뿐만 아니라 구형 및 마제형까지 단면형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다.

    - 하수관로의 단차, 곡선관로에서의 시공이 가능하다.

·원압식 제관방식

원압식 제관기를 기존에 설치된 맨홀내에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된 드

럼에 감겨있는 프로파일(경질염화비닐 제의 대상(帶狀)재료)을 제관기

로 보내고 제관기는 기존 설치관내에서 프로파일을 나선상으로 자동

으로 전진하면서 제관한다.

·자주식 제관방식

자주식 제관기를 기존에 설치된 맨홀내에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된 드

럼에서 연속적으로 프로파일(경질염화비닐제의 대상(帶狀)재료)을 제

관기로 보내고 제관기는 기존 설치관내에서 프로파일을 나선형으로 

자동으로 전진하면서 제관한다.

·자유단면 RPR공법

구형(矩形),마제형(馬蹄形), 계란형(鷄卵形), 석축암거 등 모든 단면형

상에 대하여 갱생하는 공법이다. 기존 설치관내에서 가이드 프레임에 

따라 자주식 제관기의 롤러가 회전하면서 기존 설치관내를 자동으로 

움직이며 프로파일(W형 또는 U형 스틸보강재병용)을 소정의 단면으

로 형성시킨다.

➋ 구조물의 방식보수기술(에코플래시공법, 신기술 제 577호)

공법의 개요 :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단면에 삽입핀과 사각

의 메쉬형 접착보강구조물이 결합된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

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타설하

여 보수콘크리트의 균열이나 들뜸을 억제하였으며, 건식 압속장치로 

모르타르 재료를 이송하고 노즐에서 압축공기와 물이 공급되는 회전

돌기형 믹싱샤프트건으로 분사함으로써 이송 거리를 증대시키고 재

료분리 현상을 저감시킨 콘크리트 단면보수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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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3-2

회사명 (주)맑은물연구소

대표 지용현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길 4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에이치동

연락처 

TEL : 041-742-8606  
FAX : 041-742-8607
홈페이지 

http://www.purewater.co.kr
e-mail 
info@purewater.co.kr

| 회사소개 | 

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세상！

물걱정이 없는 환경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세상은 「맑은물연구소」가 꿈꾸는 내일입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현실에 저희 맑은물연구소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책임  지는 기업으로

써,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기술 연구 개발

하여 더욱 더 좋은 제품을 고객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만 

공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

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벤처기업 확인 인증

•ISO 9001:2008

•특허등록 (3종)

•특허출원 (2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비소 제거장치 (무동력, 무인운전)

-  전기 공급시설 필요없음, 무동력 설치로 전기료 제로

-  초기 투자비용 저렴, 효율적으로 간편하여 탁월한 효과

-  비소의 이온적 특성을 고려, 산화철을 흡착 여재로 사용

-  가장 치명적인 비소(As) 3가를 효율적으로 99.9% 제거 가능 

-  물탱크 옆 또는 관정(장옥) 내부 설치로 인한 부지면적 최소화

-  필수 메네랄은 보전하면서 비소(As) 3가, 5가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  비소(As)가 흡착된 여재는 안정적 구조로 별도 처리 不필요  

(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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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라돈 제거장치 (무동력, 무인운전)

- 라돈 검출 수치를 4,000pCi/리터 이하 유지

- 전기 공급시설 필요없음, 무동력 설치로 전기료 제로

-  별도의 기계장치가 없으며, 1회 설치로 반영구적 

사용

-  물탱크 상부에 설치, 제어장치가 없어 별도의 관

리가 불필요

-  무동력, 무인운전으로 인한 간단한 장치로 시설 유

지비 제로

➌ 탁도 제거장치 (필터가 필요없는 여과방식)

-  물리법칙 원심력을 이용한 싸이클론(Cyclone) 여

과방식

-  물탱크 내 이물질 퇴적으로 세균 증식 및 부패 억

제·수질개선

-  암반가루, 모래알갱이 등에 의해 탁도가 불량한 관

정에 설치

- 필터 교환없이 작동하여 시설 유지비 절감

➍ 자동 염소투입장치 (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소독)

- 소독약품(염소) 소진시 최대 110리터 약품 보충가능

-  수격작용 및 싸이펀 방지 밸브 설치로 안정적 수

질관리

-  설치장소 제한없음 (관정, 송수관로 내, 물탱크 주

변등 설치가능)

-  소독약품(염소)를 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정밀

하게 투입하여 소독

➎ 노로바이러스 살균 정수장치

- 산화력(살균, 소독, 탈취, 분해하는 능력)이 강력

-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제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물질 

-  독성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 물질이며, 오염물

질 각종 세균 등을 살균, 소독

-  공기와 물 속의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오염물질을 안전한 물(H2O)과 산소로 환원시켜 인

체에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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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3

회사명 (주)삼천리엔바이오

대표 박종운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연락처 

TEL : 02-6309-7700 
FAX : 02-6309-7704
홈페이지 

http://www.biotech21.co.kr

| 회사소개 |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가진 Total Water Solution Provider로서 국내외 상

수, 하수,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시운전, 컨설팅 사업 및 광역상수

도 점검/정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5개 분야

                               (수질관리, 상하수도,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서울특별시 : (수질)방지시설업, (수질)측정대행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컨설팅업

·환경신기술(2건), 특허(8건), 실용신안(1건)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국내 및 해외 상수·하수·폐수 종합시운전(국내 최다실적 보유)

·수처리 공정 기술진단 사업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사업

·광역상수도시설 점검정비 사업

·환경시설 BTO, BTL 사업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종합시운전 실적 1위 기업

·영등포·구의·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배출수 위탁운영

·포항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문산·광탄·법원·파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판교 수질복원센터 위탁운영

·수도 및 발전시설 점검정비용역(운문, 동화)

·안동임하댐권역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

·난지물재생센터 위탁(부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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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5

회사명 (주)성강건설

대표 류한균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81-2

연락처 

TEL : 053-637-0108  
e-mail 
inofloc@naver.com

| 회사소개 | 

세계적으로 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2013년 부터 런던협약에 

의거하여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가축 분뇨 폐수와 

음식물 쓰레기 폐수 그리고 하수 등의 유기성 오니 등은 응집 처리하여 자

원화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계 응집제의 사용은 사료화 또는 퇴비

화에 악영향을 미쳐 슬러지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주)성강건설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하여 식용 식물에서 추출한 생분해성 식용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기반 천연 고분자 응집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을 이용하여 저수지나 보에서 발생하는 녹조의 재활용 사업, 축산 

폐수의 재활용 등에 큰 보탬이 되고져 합니다.

또한, 본 기술은 해외 빈곤 국가의 무동력 정수 설비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

술이어서 식수 오염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10년 우수녹색벤쳐기술경진대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 수상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2012년 농진청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3개소 시험 시공

- 2012년 충북 진천 개인 농가 축산폐수 재활용 사업 참여

- 2012년 스리랑카 기업의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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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순수 천연 고분자 응집제 “플로머”

순수 식물 추출 아미노산 복합체 기반 응집제로 양쪽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종류의 응집제와도 혼용이 가

능한 생분해성 천연 응집제입니다.

·녹조 및 축산폐수 처리용 하이브리드 알파

하이브리드 알파는 플로머와 규산염 광물과 킬레이팅

한 제품으로 녹조나 축산 폐수와 같은 유기성 폐수의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제품으로 슬러지의 자유로

운 재활용을 보장합니다.

·무동력 정수장치

식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해외 빈곤국가의 가정이나 

마을 단위 정수설비로 개발된 제품으로 응집제를 천연 

식물을 이용하므로 아열대 지방 어디든 자유로운 적용

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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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7

회사명 (주)세니젠

대표 박정웅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79-7 

주암빌딩 2층

연락처 

TEL : 02-579-3145  
FAX : 02-573-3134
홈페이지 

http://www.sanigen.kr
e-mail 
smk@sanigen.kr

| 회사소개 | 

(주)세니젠은 2005년 설립된 이래로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

한 기술과 현장 위생 점검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세니젠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09년도부

터 2010년도까지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하는 ‘집단 급식소 노

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

라 201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구제역 매립지 인근 지하수 현장 오

염조사’의 참여 기업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력을 쌓아

오고 있습니다.

(주)세니젠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 

쓸 것이며, 안전한 식품환경을 재고하는 식품위생전문기업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환경부 표창장

•특허출원 1종

•환경부 특허권(복합정수처리시스템) 국유통상 실시권 획득

•상표등록 5종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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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복합 정수처리 시스템

- 지하수 등 먹는 물의 미생물 정수처리 시스템 

- 평균유입량 : 20.5L/min

- 처리필터 : 20 inch 마이크로필터, 양전하필터

-  UV spec. : 강도 : 39W/m2 , 처리용량 : 2.5m3/hr

➋ 노로바이러스 포집용 표준필터 시스템

- 노로바이러스 샘플링을 위해 고안 된 시스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68호에 의거하여 제작

- 처리유량 : 0.5ton/hr

- 처리압력 : 1~2 kgf/cm2

- 크기 : 480(W)*400(D)*550(H)

- 무게 :８kg

➌ 식품제조수 전처리시스템

-  미국 환경 보호국에 의해 음용수에서 총 배양 가

능한 바이러스 샘플링에 가장 적합한 Hosing 으로 

등록

-  Built-in pressure relief button이 장착되어 현장에서 

필터 교환이 쉬움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경기도청, 일산서구

청, 인천시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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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6-1

회사명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대표 최원식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연락처 

TEL : 031-724-5300 
FAX : 031-724-5490
홈페이지 

http://www.wareco.co.kr
e-mail 
artnet@wareco.co.kr

| 회사소개 | 

국내 최고의 수자원전문 종합엔지니어링 회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댐·발전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공, 운

영관리, 유지보수는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24시 긴급복구 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내 최고의 수자원전문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1986년 창립 이래 체계적인 점검정비 프로세스를 통하여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자원기술(주)는 그 동안 쌓아온 점검정

비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자원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시장을 선도하

였으며, 정수장 운영, 건설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기술진단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그 가능성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해외 수자

원사업에도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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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건, 출원 12건

•실용신안 5건 •디자인 2건

| 연구개발 R&D |

수자원기술(주)는 수자원시설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자체 R&D 과제 수행

➊ 범부처(지경부/환경부) 상수도관망 로봇활용 시범사업

- 상수관로 조사 : 매설관 위치탐사, 누수탐사 시스템

- 상수관로 진단 : 화상 진단용 로봇, 부단수 관로 내시 진단 시스템

- 상수관로 갱생 : 갱생용(클리닝, 라이닝) 로봇 및 시스템

➋ 환경부 Eco-Innovation Project(종합적 최적 관망관리 및 개량 기술 개발)

- 매핑, 누수탐사 소형 최적화 개발

- 스마트 현장경화관 갱생 및 센서 네트워크 개발

- 능동형 관로 세척 장비 개발

➌ 대형 상수도 갱생 기술 개발

- 워터젯 장비 : 관내 퇴적된 이토 및 슬라임 등을 제거

- 도장재 제거 장비 :  관내 스케일 및 도복장(콜타르에나멜 등)을 제거

- 표면처리 장비 :  라이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식으로 대상관의 바탕 

표면을 처리

- 도장 장비 : 관의 바탕면에 도장을 위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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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첨단장비를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Up-grade

➎ 점검정비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 발굴

➏ 신기술 및 실용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➐ 개발 기술의 산업재산권화 및 신기술 획득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➊ 수자원시설물 엔지니어링

점검정비

• 최신 첨단장비와 숙련된 기술인력 그리고 점검정비유

지관리시스템(CMMS)을 통하여 수자원시설물을 최적

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측진단과 유지보수를 

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 댐·발전시설 / 상하수도시설 / 지하수관측망시설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

• 다년간의 정수장 및 수력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축적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방점검 및 예측정비를 실시하

여 설비 고장정지 최소화로 운영비용 절검에 크게 기

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 : 서울시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수문설비 운영관리 : 시화호 배수갑문 운영관리 등

• 소수력발전 운영관리 : 반변소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

영관리 등

시설물진단

•기술진단 : 첨단장비와 전문기술인력의 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향상 및 수명연장

-  펌프모터의 효율 측정, 종합진동분석, 레이저 축정렬 

및 분석 등

- 전기설비 열화상 온도 측정 등

- 유수율 제고사업 및 관망관리분석 등

• 정밀안전진단 :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적, 기능적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

- 댐·하천, 상하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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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기술지원

- 인도 리킴로 수력발전소 운영관리 기술지원

-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시범사업 기술지원

- 아프가니스탄 수력발전소 기술지원

•적도기니 상·하수도 운영관리 사업

➌ 신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조력발전설비 설치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설치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실적

•광천, 반변, 운문소수력발전소 설계, 시공, 운영

• 신천하수처리장, 하동댐, 담양댐, 백곡댐, 보령2수력발

전소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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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6

회사명 주식회사 시온텍

대표 강경석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0

(대덕테크노밸리 내)

연락처 

TEL : 042-935-0401 
FAX : 042-935-0405
홈페이지 

http://www.siontech.co.kr
e-mail 
kskang@siontech.com

| 회사소개 | 

고도 수처리 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로 불리는 축전식 탈염(CDI) 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인 당사는 현장중심의 수질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해당 CDI기술은 여러 방면의 수처리

산업에 활용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와 대기업과의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을 통해 

꾸준히 기술을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및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인 축적식 정수장치, 염소

투입기, 통합관리시스템(무선수위), 차염발생장치 등을 전시하고, 국내외적

으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주요 산업재산권

- 축전식 탈염 전극 및 그의 제조 방법(10-1063913)(2011.09.02)

- 축전식 탈염 장치의 제어 방법(10-1083244)(2011.11.08)

- 축전식 탈염 장치(10-1147198)(2012.05.10)

- 무동력 약품 투입 시스템(10-1155165)(2012.06.04)

- 살균 전해수 제조 시스템(10-1091867)(2011.12.2)

·기타인증서

- 축전식정수장치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 인정

- 이노비즈/ISO9001 인증/조달우수제품 선정

-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선정/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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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염소자동투입기    

·통합관리시스템(수위조절기)

·축전식정수장치    

·막여과식 정수장치

·비소제거장치      

·차염발생장치

➊ 축전식 정수장치

축전식 정수장치는 슈퍼케페시터의 전기 이중층 원리를 응용, 활성탄소의 전

극을 이용하여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세계적인 기술

➋ 막여과식정수장치

탁도, 질상성질소, 불소, 경도 및 중금속 등 불순물로 오염된 물에 압력을 가하

여 순수 물만 빠져 나오게 하는 역삼투막(R/O) 또는 중공사막(UF) 등을 통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장치

➌ 비소제거장치

그래뉼 타입의 흡착재를 통해 물속에 미량 녹아 있는 비소이온을 0.01ppm 이

하까지 선택적으로 제거하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최상의 음용수를 공급하

는 장치

➍ 통합관리시스템(무선수위)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은 모

터, 과부하, 송수신, 배터리, 온고 및 수위상태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TCP/

IP의 명령을 통해 원격제어 기능이 탑재된 차별화된 시스템

➎ 염소자동투입기

무동력/동력 액체엽소 투입기는 유량계를 통한 유량과 임펠러의 회전수에 비

례하는 방식(또는 유량센서 이용방식) 등으로 약품(액체)를 투입하여 음용수의 

살균소독과 잔류염소의 농도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 

➏ 차엽발생장치

소금, 물, 전기만을 이용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의 소독제를 현장에서 

발생시켜 정량 투입하여 세균, 미생물 및 바이로스 등을 살균소독하고 일정 잔

류염소 농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정수장, 방류수, 해수전해, 

발전소, 수영장 등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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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7

회사명 주식회사 아록이엔지

대표 최장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3-7

연락처 

TEL : 042-631-7077 
FAX : 042-322-8088
홈페이지 

http://www.arokeng.co.kr
e-mail 
arok@naver.com

| 회사소개 |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를 전체보수 공법 및 부분보수 공법을 통하여 비굴착 

보수. 보강하는 전문 시공업체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전문화된 첨단 기술력과 풍

부한 시공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술진, 그리고 열정이 담긴 업무 추진의 능

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주)아록이

엔지의 아록인이 건강한 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현장 적용 가능한 신기술의 개발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

이며 완벽 시공을 위한 (주)아록이엔지의 특허 기술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관거내부의 유속증가 탑플로우(툭허 제10-1011080호)

· 다기능 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한 비굴착 상하수관로의 반전보수장치 및

그 공법(특허 제10-1083363호)

·관거내부의 유속증가 탑플로우Ⅱ(특허 제10-1129840호)

·초기우수처리시스템(특허 제10-1129908호)

·영상가능한 관로 세척장치(특허 제10-1130071호)

·비굴착상하수관로 보수용 보강튜브 확장 연결장치(특허 제10-1148135호)

·비굴착상하수관로의 반전 보수 공법(특허 제10-1195373호)

특허출원

·보강튜브의 반전을 통한 비굴착 상하수관로의 보수장치 및 그 보수방법

  (10-2011-0044771)

·맨홀 보수 공법(10-2012-0084422)

·하수관내 이물질 제거 장치(10-2012-0188029)

·높이조절이 가능한 단차 극복용 보수패커 및 이를 이용한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10-2012-0057959)

상표권 등록

·관거내부의 유속증가 탑플로우(제3078호)

인증

·MAIN-BIZ 인증 (2010.04.20)

·INNO-BIZ 인증 (2011.08.11)

·ISO  9001 인증 (2011.06.21)

·ISO 14001 인증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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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비굴착 전체보수 :  노후된 관로를 비굴착 공법에 의해 보강튜브를 삽입하여 새로운 복합관을 형성

하게 하는 공사

비굴착 부분보수 :  관파손 및 균열, 이음부 단차등의 관로의 누수 대비책으로 보강을 요하는 부분

을 공법에 의해 보수

준설공사 :  고압분사식 젯트 크리너 장비 차량 및 고진공 흡입차량을 설치하여 관로의 퇴적물을 제

거하는 공사

시험용역 :  하수관로 상태 CCTV조사, 관거 및 관접합부의 정밀한 누수확인을 위한 수밀시험, 관거

내 비정상 유입수 확인을 위한 연막시험 등

수처리 :  차집관에 초기우수를 유도하기 유용한 처리 시스템, 관거내부 유속증가 로 부유물질 퇴적 

방지를 위한 탑플로우 시스템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08.10 ~ 2012.02 :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상하수도) / 2,253,900천원

2010.09 ~ 현재 :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5,060,000천원

2010.06 ~ 현재 : 대전시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 528,80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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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8

회사명 주식회사 에스티아이C&D

대표 홍기원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

이온스밸리 B-301

연락처 

TEL : 02-2026-0440 
FAX : 02-2026-0460
홈페이지 

http://www.stikorea.co.kr
e-mail 
stikorea@chol.com
flow3d@stikorea.co.kr

| 회사소개 | 

(주)에스티아이C&D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엔지니어들이 모여 일하는 회사

로 고품질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치해석, 엔지니어링 S/W개발)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강력한 경쟁력

으로 S/W개발, 다이캐스팅, 싸이폰여수로 등의 사업분야에서 시장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최상의 가치임을 알기에 언제나 고객 여러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NNO-BIZ 기술혁신 중소기업, 벤처확인기업, ISO9001, ISO14001

실용신안 2종, 특허 10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Water-CFD

-  Water-CFD는 ㈜에스티아이C&D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정수장 전용 3

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램이다.

-  분배수로, 정수지, 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활성탄접촉조 등의 공정에 대

한 3차원 구조물 설계구현에서부터 해석, 결과분석, 리포트에 이르기까지 

정수장 전체공정의 구현이 가능하다.

-  정수장 전용 3차원 고품질 CAD엔진이 기본 탑재되어 손쉽게 정수장 구

조물을 만들 수 있다. 

-  고품질 3차원 자동격자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고 빠르게 격자를 

생성할 수 있다. 

-  쉽고 편리한 해석결과 자동분석 및 보고서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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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FLOW-3D

-  3차원 열, 유동해석 소프트웨어로써 ㈜에스티아이C&D가 한국 내 독점공

급, 유지보수 기술지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막강한 자유표면 기법을 바탕으로 유체의 유동해석을 구사하며, 열전달, 

응고현상 등의 수치모사의 정확성으로 전세계의 사용자에게 널리 알려

져 있다.

-  주요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등을 사용하며, 유체의 난류 시 유동해석을 위해 기본 대수 모형

으로부터 RNG 모형까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  자유표면 해석을 위해 FLOW-3D 만의 특화된 VOF 방정식과 FAVOR 기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압축성 및 압축성의 계산이 모두 가능하고 해석 

속도 증진을 위해 별도의 보조방정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성남정수장 3차원 유동해석

- 영동하수종말처리장 3차원 유동해석

- 댐 상수원 설계 표준도 작성 용역

- 반월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서귀포시 서부/동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주 막여과 정수장 수처리 구조물의 합리적 설계를 위한 전산유체해석

-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구축사업 제3공구 생활용수 정수장 대안설계

- 제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침전지 분배조)

- 공주 정수장 막여과시설 3차원 도면화 용역

- 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기본설계

- 남동 정수장 소수력 발전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근 10년 간 50건 이상 정수 및 하수관련 수치해석 수행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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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1

회사명 (주)에싸

대표 윤영내

주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588번지

연락처 

TEL : 054-741-2188 
FAX : 054-777-0895
홈페이지 

http://www.essa.co.kr
e-mail 
essa2188@hanmail.net

| 회사소개 | 

당사는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더 나은 서

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전문 수처리 업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완벽

한 시스템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폐수 고도처리공법

인 E.S.S.A를 개발하여 환경부 신기술 인증(제-222호)·검증(제-107호)을 

획득하였습니다. E.S.S.A의 기술은  기존 고도처리 공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로써 산업  현장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SSA 특허(제 10-0563449호)

·슬러지프레소 특허(제 10-0786354호)

·자동분리기 특허(제 10-0964178호)

·무방류화장실 특허(제 10-1132978호)

·미국 특허(US 7674380 B2)

·환경신기술 인증(제 222호)

·환경기술 검증(제 107호)

·제 15회 환경의 날 대통령상 수상

·녹색기술인증 취득(NET)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서산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시설

·거창군 수승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천북지방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밀양 안태리 요양병원 하수처리시설

·경주시 천군동 침출수/음폐수 처리시설 외 다수 현장 공법 적용

그 외 40여 곳 현장 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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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ESSA공법 

·인과 질소 제거효율이 각각 평균 97%(T-P), 93%(T-N) 

·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고의 고도처리효율 입증과 타 공

법대비 BNR 효율 탁월함.

·세계최초로 시소형 Decanter개발 

· 무인 원격시스템(PLC) 적용으로 공정구성의 compact

화와 장소에 상관없이 상시감시 및 제어 가능

·상향류 하수유입방식을 통한 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 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슬러지 발생량 저감 및 탈수슬

러지 재활용 가능 

· 소요동력의 최소화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과 처리수 

중수도 재이용 가능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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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 초기강우의 비점오염물질 제어효과 탁월

· 무인, 무동력으로 유지관리 용이

· 추가 교체비용이 필요 없고, 무동력 설비로 수명이 반

영구적

· COMPACT한 구조, 설치면적이 작고 설치비 저렴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및 설치용이

· 불규칙한 강우로 다량의 우수 유입시에도 정상적인 처

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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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8

회사명 (주)에이알케이

대표 홍상헌

주소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25블록 3롯트

연락처 

TEL : 031-501-5522 
FAX : 031-501-8558
홈페이지 

http://www.ar-korea.com/
e-mail 
sludge21@korea.com

| 회사소개 | 

‘지구환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의 오늘을 생각하는 기업 (주)에이

알케이’

당사는 2000년 설립 이래 맑은 물 환경을 위해 슬러지 처리시설 개발에 전

념해 온 하수 및 폐수 등을 처리하는 수처리 전문업체입니다. 자체 기업부설 

기술연구소에서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디스크

타입 농축기 및 스크류타입 탈수기를 개발하는 등 슬러지처리의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소화조 분야로의 영

업 진출로 추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를 향하여 성장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맑은 물 환경을 위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9001인증서-인증번호 : TUV100 01 1546(2010-06-22)

·실용신안등록증-응집제 투여량과 슬러지 농도의 자동조절이 가능한 

슬러지 농축장치 INNO-BIZ기업 선정-등록제 0319572호(2003-06-31)

·INNO-BIZ확인서-제 R7064-1088호(2010-03-19)

·특허 : 슬러지 탈수장치 / 이동식 슬러지 처리장치 등 특허등록 8건

(대표)특허증-등록번호:1007072830000 (2007-04-06)

·기업부설연구소인정(제20062842호)

·CLEAN 사업장 인정(제42167호)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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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공법 소개

·코어 소화조 시스템(CO3A Digester System)

가스 발생량 최대 2배이상 증대,  케이크 발생량 최대 2배이상 감소

ARK CO3A (코아)소화조 시스템은 기계식 농축장치, 소화조 교반기, 오존

을 이용한 가용화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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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lade hydrofoil impeller 방식의 ARK 소화조 교반기는 교반기의 구조적형태로 인하여 소

화조 내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교반이 이루어지며, 고농도 슬러지의 교반이 가능하여 소화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역교반이 가능하여 협잡물이나 슬러지가 임펠러 및 샤프트에 

엉기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된 외부 트러스구조는 소화조의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기계식 교반기를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기계식 교반기 설치 시, 교반시 발생되는 힘으로 인한 노후 된 기존 소화

조의 상부균열을 방지코자 설치되었습니다. 트러스 구조는 교반기 자체하중을 비롯한 교반

에 따른 부력 및 진동을 구조물로 전달시키는 최적의 설계구조입니다. 기존소화조의 손상 없

이 설치 가능한 트러스구조는 콤팩트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존설비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다중원판 슬러지 농축 탈수장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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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한 플럭으로 형성되어 상부로 이동되어지며 형성된 플럭은 농축기 중앙에 위치한 여액배출장

치를 통해 슬러지와 분리된 여액이 배출되어 농축이 이루어집니다.

농축된 슬러지는  탈수설비에서, 일정속도로 회전하는 스크류와 회전에 따라 미소하게 좌우 

운동하는 여과부로 인해 탈수되어집니다.

·CMT 공정을 이용한 슬러지 농축장치(농프리)

중력식 농축조의 문제점을 완전 해결한 신개념 기계식 농축기

농프리(Disk Type 농축기)는 농축기 하부로 유입 된 잉여슬러지를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이

용하여 교반 시킵니다. 이에 의해, 농축조의 하부에는 유입된 슬러지를 단단한 플럭으로 형성

시켜 상부로 이동하며 상부에서의 작용으로 더 큰 플럭으로 성장되어집니다. 성장된 플럭은 

중앙 상부에 위치한 여액배출장치를 통해 슬러지와 분리된 여액이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슬

러지의 농축이 이우어지며, 여액은 여액 유출부를 통해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농축된 슬러지

는 각종 탈수기에 공급됩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운봉 인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관급자재 탈수기 구입 

- 전북지방조달청(수요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2012.07.30~2012.11.27)

·다중원판 스크류 탈수기 스크류 구입(광동)

- 광주지방공사(2012.11.26~2013.01.14)

·이천마장하수 관급자재 10회 농축탈수기 구매

- 인천지방조달청(수요기간 : 한국환경공단) (2012.12.20~2013.02.28)

·안산하수에너지자립화소화조교반기(본공사분)

- 한라건설(주) (2012.11.29~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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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2

회사명 (주)에코쉬

대표 조수현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제메가센타동 406호

연락처 

TEL : 031-707-1991
FAX : 031-707-1091
홈페이지 

http://www.ecosh.co.kr
e-mail 
ecosh.inc@daum.net

| 회사소개 | 

당사는 자사의 기술력으로 “물 안 쓰는 소변기”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며, 우수한 제품의 품질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산업 Item 발굴,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정신으로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연구 및 투자를 이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증, ISO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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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에코쉬 EU-01 

기존 소변기는 용변 후 소변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하수도

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하수구에 남아 

있는 물과 잔뇨가 섞여 염기성으로 변질하여 악취의 원

인이 됩니다. 에코쉬의 무수소변기는 그림과 같이 마지막 

소변이 빠져 나가는 동시에 특수 제작된 실리콘 막이 심

장의 원리와 같이 닫히게 되어 하수구 냄새의 역류를 막

습니다. 또한 일반적 소변은 방뇨와 동시에 대부분의 냄

새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을 시 

그 냄새가 덜하며, 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균 등

의 번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소변기가 물을 사용하는 소변기

였다면 에코쉬 무수 소변기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 자원을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향후 

물에너지 자원의 거시적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코쉬 EU-01은 기존의 도기 재질이 아닌 특수 코

팅 된  항아리 모형의 PC 재질 용기로써 소변 볼 시 튐 현

상이 적게 일어나며, 유속이 빨라 잔뇨가 남아 있을 가능

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➋ 에코쉬 EU-02

에코쉬 EU-01과 같은 원리 및 동일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위생성과 경제성, 친환경성을 모토로 제작 되었으며, 가

정용 혹은 협소한 공간에 배치 될 수 있는 심플하고 컴팩

트한 사이즈의 기능성 소변기입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창성교회, 평안교회, 플럭스앤컴퍼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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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8-2

회사명 (주)엔포텍디에스

대표 최원석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82

(관양동, 가동3층)

연락처 

TEL : 031-423-2973  
FAX : 031-423-2974
홈페이지 

http://www.ntds.co.kr
e-mail 
wschoi@ntds.co.kr

| 회사소개 | 

차세대 상하수도기술의 미래-인간과 환경중심기업 NTDS

(주)엔포텍디에스는 젊은 마인드와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 창

업한 회사로서 엔지니어링 실무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실현함으로써 국내 수환경(상하수도 및 

수자원환경)분야의 기술력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력이나마 일

조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엔포텍디에스는 국내 여건에 맞는 수환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

력하여 그동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상하

수도 관망 최적관리기술개발)’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하수

관거 및 우수토실 현대화 기술, 환경신기술 제225호인 비점오염원저감기

술(EcoTank)을 개발하여 실용화 하였습니다. 또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CSOs) 분야로 일본 도쿄도하수도국과 우수토실 수면 협잡물제어시스템

(WSC)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여건에 맞는 와류형시스템 및 차집유량제

어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엔포텍디에스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정진하여 최고의 기술

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환경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더

욱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신기술인증서(환경부): 소수성 발표여재(EPP)를 이용한 포장도로면의 초

기우수 처리장치(제225호)

• 녹색기술 인증(제 GT-12-00121호)/녹색전문기업(제 GE-12-00019호)/

K-water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 특허: 맨홀의 인버트/우수토실 유량제어장치/우수받이/다기능 우수받

이/초기우수 처리설비/초기우수 처리장치/초기우수처리기능을 가진 도

로노면 배수처리장치/건축물 우수배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하수관로

의 물받이 배수트랩/간헐방류에 의한 하수관거내 고형물의 플러싱 및 침

전방지를 위한 장치

• 실용신안: 접속각도 및 길이의 조절이 가능한 하수맨홀 프리캐스트 인

버트/하수관 연결장치/우수받이용 필터링 바스켓/맨홀의 관로접속구 및 

관로접속구 형성용 거푸집/맨홀의 조립형 인버트/맨홀의 인버트 형성용 

거푸집/하수관로의 물받이 배수트랩/자유곡관 외 10건

•디자인: 인버트/오수받이     

•프로그램: 하수관거 부실예측 프로그램(CE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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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에코탱크 (EcoTank)](환경신기술 제 225 호)

-  무동력으로 초기빗물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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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우수토실 월류수 협잡물제어 시스템(WSC)]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발생하는 CSOs내 협

잡물을 차집관거로 이송·처리하는 무동력시스템

- 간단한 구성으로 탁월한 협잡물제어 발휘

- 유리관리가 편리하며 경제적임.

- 기존우수토실에 시공이 가능함.

➌ 우레탄 코팅흄관

-  수리학적 계수인 조도계수(흐름면의 거칠기 정도)

가 개선된 제품

- 일정유량에 대한 통수단면적 축소 및 시공비 절감

- 별도의 설비 불필요

- 제품 제작이 간단함

-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

-  우수관 전용으로 사용하던 흄관을 오수 및 합류관

으로 이용 가능

➍ 차집유량제어장치 (NPDR)

-  합류식 하수도의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

는 하수량을 설계유량만큼 차집시키는 무동력 제

어장치

-  수위상승에 따라 수문이 수위를 감지해 수류에 의

해 수문이 차단되는 방식

-  연결관에 삽입하고 앵커볼트로 고정함으로써 간편

하게 시공 가능

-  기존방식처럼 별도의 토목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존방식에 비해  50%~95%가량 경제적

➎ 하수맨홀 프리케스트 인버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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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구적 사용 가능

-  수리적 안정성 도모로 도시형 침수사고 방지에 기여

•다기능 우수받이 

•CSOs 모니터링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경인운하 4공구 아라뱃길 조성공사/한국수자원공사

-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공사/시흥시

- 낙동강 하구둑 수문 증설공사/한국수자원공사

- 경안천 수질정화사업/경기도 팔당 수질개선본부

- 전주시하수관거정비공사/KCC건설

- 창릉천 우수토실 정비공사/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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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6

회사명 (주)유솔

대표 오광석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4-39 

테크노시티빌딩 706호

연락처 

TEL : 070-7443-0204  
FAX : 042-486-0206
e-mail 
ksoh@usol.kr

| 회사소개 | 

저희 유솔은 2010년 창립이래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 감시 시스템을 지속

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현재, 급,배수관 누수 감시 기능과 원격 검침 기능

을 동시에 보유한 누수 감지 센서 및 무선 통신망과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한 상수도 관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지적재산권

 - 상수도 누수 감지 시스템 및 상수도 누수 감지방법(10-0947246)

 -  상수도 누수 감지 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상수도 누수 감시 시스템

(10-1062361)

 - ISO9001, 14001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상수도 관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급수전에 누수 감시 기능과 원

격 검침 기능을 보유한 누수 감지 센서와, 무선통신망과 인터넷 망을 통하

여 수도관 누수 여부를 원격지에서 전자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는 시스템입니다. 

전 급수전 탐사를 365일 자동 수행함으로써 누수 발생시 즉시 표출,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즉각적 유수율 향상, 누수 손실 절감, 무작위 노후관 교

체 예산 절감의 뛰어난 효과를 보유한 시스템입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2012년 대전광역시 실증화 사업 : 사업대상 블록 유수율 75%→93.3%

 - 2013년 다수 지자체 예산 확보 및 도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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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2-1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품질시스템인증 획득(ISO 9001), 벤처기업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특허등록 25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섬유 디스크필터   ·스크류 프레스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수중 에어레이터 & 믹서

·MBBR(Moving Bed Biofilm Reactor) ·캐비테이션 농축기 (C.A.F)

·이동상 상향류 사여과기  ·사이폰식 여과농축장치

·자동 미세 섬유필터(AMF 시리즈) ·경사판 

·자동 스크린필터(ABF, SAF, EBS, M100시리즈)

·고분자 자동용해장치

➊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섬유 디스크필터, 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 비점오염원(CSO)처리 및 총인처리 / 심층여과가 가능한 섬유여재로  

대·소규모 하·폐수처리장의 3차처리

·BOD, COD, SS, T-P등 기타오염원 고효율제거

·대전시 대전하수(900,000㎥/일), 대구시 신천하수(563,000㎥/일)

성남시 성남하수(460,000㎥/일), 대구시 서부하수(455,000㎥/일) 외 다수

➋ 자동 미세 섬유필터(AMF)

· 혁신적인 자동세척 미세섬유필터 2, 3, 7 마이크로필터를   

적용한 정밀 여과시스템

·현대제철/당진공장 RO 전처리설비(176,000㎥/일)

·진로 정수처리설비(3,600㎥/일) 

➌ MBBR(Moving Bed Biofilm Reactor)

·기존 공정 개선에 이상적

·전 세계 60개국 650개 수처리 현장 실적 보유

· 저온에서도 안정된 질소 제거 효율    

(노르웨이, 스웨덴 등 3℃ 가동 실적 보유)

· 기존 반응조에 사용 가능 / 담체 추가 충진만으로 용량 증설

➍ 산기판 부착형 고효율 수중포기기

· 기존 제품의 수류를 개선하고 산기판을 부착하여 효율을 30% 이상 증가

· 기존 제품에도 호환이 가능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형 신제품

회사명 (주)유천엔바이로

대표 문찬용

주소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1번지 

에이스트윈타워 1차 701호

공장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3

(남동공단 123B - 1L)

연락처 

서울사무소

TEL : 02-2688-8826 
FAX : 02-2614-8553
공장

TEL : 032-812-4045 
FAX : 032-813-1203
홈페이지 

http://www.yucheon.co.kr
e-mail 
master@yuche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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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

대전시 대전공공하수 900,000㎥/일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대구시 서부공공하수 455,000㎥/일

섬유 디스크필터

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자동 미세 섬유필터(AMF) MBBR(Moring Bed Biofilm Reactor) 산기판 부착형 고효율 수중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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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6-3

회사명 (주)유천엔지니어링

대표 문찬성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7-1 

남동공단 77B-2L

연락처 

TEL : 02-2686-2576, 032-821-9547 
FAX : 02-2686-2530
홈페이지 

http://www.yucheoneng.co.kr
e-mail 
yucheon@yucheon.com

| 회사소개 | 

(주)유천엔지니어링은 슬러지 처리설비인 탈수, 농축, 일축나사형모노펌프, 

건조. 소각설비 제조업체로 국내·외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천 남동공단에 자동 제조 설비를 갖추어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9001, ISO 14000,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기술인

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에 최선을 다하는 친환경설비 

전문제조 업체 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획득 (ISO 9001:2000 / KSA 9001:2007)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획득 (ISO 14001:2004 / KSA 14001:2004)

·전문건설업면허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특허 : 폐기 슬러지 탈수장치 외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고압형 벨트 프레스 (HIGH BELT PRESS)

·고압벨트 :  일반 여과포 Tension 압력보다 10배 이상 압력으로 탈수할 수 

있는 고압벨트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고압탈수가 가능함

·여포 접힘 및 방지 장치

·세척수 절감장치 및 자동화 

·중력부 탈수촉진용 진동장치

·슬러지성상에 탈수가 적합하도록 과학적인 롤러 배열 

·운전자동화

➋ 필터 프레스 (FILTER PRESS) 

·형식 :   여포 주행식 (FILTER CLOTH TRAVELLING TYPE) 50min/cycle 

여포 고정시 (FILTER CLOTH FIXED TYPE)

·특징 : 멤브레인 15kg/㎠ 압력에 의한 고압탈수로 CAKE 발생량 

감소 및 완전무인 운전자동화

➌ 일축 나사형 펌프 (HELICAL ROTOR PUMP)

·특징 및 장점 :  무맥동 정량이송 및 강력한 흡입력 광범위한 유량제어 및 

원형물의 손상없이 이송높은 토출압 및 접액부 재질 다종

·용도 : 탈수케이크, 고점토 펌프, 과즙, 어육찌거기,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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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건조 및 소각설비 :  무연료 소각가능

(건고위 2,800Kcal/kg, 

75% 함수율, 연속운전 시) 

·폐열을 이용한 경제성   

·높은 안전성   

·저온운전의 유지관리 용이

·설치 용이

➎ 농축장치 : 벨트식, 기계식

➏ 폴리머자동용해장치 (Auto Jet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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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2-9

회사명 (주)이오렉스

대표 조태현

주소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51

연락처 

TEL : 063-214-6977 
FAX : 063-214-697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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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주)이오렉스는 이온화식 수처리기 이오렉스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오렉스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물론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각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소는 물론, POSCO, 현대중공업, 한국철

도공사, GS칼텍스, 가정, 아파트, 동/식물농장 등에 설치되어 그 효과가 입

증되고 있으며, 러시아, 한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이오렉스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

게 상생하는 미래 환경에 걸맞는 수처리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C 인증, 한국, 중국, 미국 특허, 러시아 GOST 품질인증, 러시아 위생인증, 

미국 FDA  중소기업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ISO 9001, ISO 140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LH 신기술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KOTRA 보증브랜드 지정증,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정증, 바이전주우수상품 인증서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내부가 특수카본으로 구성되어 물이 이오렉스를 통과할 때 접촉면과의 마

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발생되는 정전기를 흡수하여 전하가 높아

지면 바깥쪽의 핵 전자를 방출하면서 하전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전하의 

이동에 의한 강한 정전기장이 형성되어 물이 정전기장을 통과하는 순간 이

온 활성화 됩니다. 

환경에 유해하고 처리방법이 복잡한 기존 화학처리 방식과 달리 이오렉스

는 물의 유체흐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물리적이고 적극적인 갱생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수처리기를 제조합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빌딩

거제도삼성호텔,세종시정부청사, 교보빌딩(춘천, 인천, 성남, 계성원), 춘천NHN

연구소, 하나빌딩, TCC동양타워, 부산보훈병원, 울산중소기업센터, 청주성화동

사무소, 분당건영아파트, 한신휴아파트, 대구칠곡현대아파트, 전주평화동주공아

파트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Water Korea  •  189

·해외

에르메타쥐박물관(러시아), 키로프스키공장(러시아), 모스크

바시(러시아), Hyundai Motor India (인도), AlcomBHD.(말레이

시아), ALCOM니케이(말레이시아), SATANG JAYA(말레이시

아), World Water Science(캐나다), Biohenicgroup(브라질), 상

우무역(캄보디아, 베트남), Magma dev.(중국), 강소성훈련원

(중국)

·대기업및공장

POSCO, GS Caltex(여수, 인천),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현

대중공업, ㈜현대엠코, KORAIL, HUVIS(휴비스), 동희오토, 현

대모터스(인도), 서천화력발전소,

삼양감속기, 포항동양에코, KT&G, 대동건설, 대전EL KOREA, 

한진중공업

·상수도사업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안산시, 공주시, 청주시, 논산시, 익

산시, 영천시, 영주시, 경주시, 상주시, 계룡시, 안동시, 고창

군, 고흥군, 군위군, 남해군, 당진군, 무주군, 연기군, 의성군, 

예산군, 옥천군, 증평군, 청양군, 청송군, 함안군, 홍성군

학교

대진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안산공과대, 순천향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교, 전주대학교, 전북교육청학생교육원, 강호항공고등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가온초등학교, 입장중학교, 전민초등학

교, 성환고등학교, 충남홍성신경초교, 신경중학교, 군산나포

초등학교, 군산동초등학교, 군산성산초등학교, 군산개정초등

학교, 군산대야초등학교, 군산임파초등학교, 전주금암초등학

교, 전주북일초등학교, 전주전라초등학교,전주전일중학교, 

호남제일고등학교, 전주기린초등학교, 전주중앙여자고등학

교,전주아중초등학교, 전주문정초등학교, 전주신성초등학교, 

전주한일고등학교, 전주서신중학교, 전주조촌초등학교,전주

반월초등학교, 전주송천초등학교, 전주우전초등학교, 전주

효림초등학교, 한국전통고등학교, 김제용지중학교, 김제동

초등학교, 김제검산초등학교, 김제여자중학교, 김제중앙초

등학교, 김제만경중학교, 김제만경고등학교, 익산왕궁중학

교, 익산원광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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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6-6

회사명 (주)이화에코시스템

대표 윤창진

주소 

서울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테크노파크 비동 1310호

본사/연구소/공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350-6

연락처 

서울사무소

TEL : 02-2618-0433  
FAX : 02-2618-7459
본사/연구소/공장

TEL : 031-222-7453
FAX : 031-222-7452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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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원심탈수기 분야의 최고를 지향한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탈수기 전문업체로서 오직 원심탈수기 개발에만 역

주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세계 최첨단 기술인 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 개

발을 완료하여 탈수기 분야 선진국인 유럽과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다량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로 전세계 어느기업

보다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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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원심탈수기, 원심분리기, 원심농축기

-  각종 하,폐수 중에 함유된 협잡물 등 고형물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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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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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논스톱 농축 원심탈수기

-  각종 하,폐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논스톱 농축기

에서 응집 농축시킨 후 단단한 응집 플럭 상태로 탈

수기로 유입시켜 탈수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첨단 탈수장치

-  본 탈수장치는 논스톱농축기와 원심탈수기를 일체

화 시킨 기술

-  저농도 슬러지도 직접 단일공정으로 농축, 탈수하

는 획기적인 공정개선

-  저농도 슬러지 적용 원심탈수기의 처리용량 증가 

(DS기준 200~300%)

-  최적농도의 슬러지 공급으로 원심탈수기의 탈수효

율 개선 (10~20%)

- 최적 응집으로 폴리머 사용량 20~30% 절감

-  공정의 단일화로 설치공간 및 에너지 소모량 대

폭 절감

-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첨단의 특허기술제품

➌ 공기압콘베이어

-  이송설비 중 가장 획기적인 기종으로 공기압(5~8Kg/

㎠)을 이용하여 어떠한 협잡물이나 케익도 수직,수평

으로 자유로이 배관을 통해 이송하므로 다른 이송설

비보다 협소한 공간과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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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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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제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복합 악취 정화에 매우 효

과적임

-  설치면적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경제적임

- 성상분석이 어려운 복합가스에 효과적으로 적용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원심탈수기

   - 중랑물재생센터 외 200여곳

•논스톱농축원심탈수기

   - 김포하수처리장 외 20여곳

•공기압콘베이어

   -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외 50여곳

•다단복합탈취기

   - 일산친환경사업소 외 2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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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4

회사명 자연과학산업(주)

대표 최승준

주소 

본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79-4 

갈말농공단지내

영업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98-6

연락처 

TEL : 031-529-0518 
FAX : 031-529-0673
홈페이지 

http://www.jacarbon.com
e-mail 
science@jacarbon.com

| 회사소개 | 

활성탄소 전문 제조업체 Jacarbon

청정 환경을 추구하며 항상 연구하는 기업 자연과학산업(주)은 30년간 각종 

활성탄소와 수처리용 메디아, 여과제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활

성탄소 재생을 국내최초로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원자재의 수급에서부터 제품생산,

납품시공,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대기정

화용 활성탄소와 먹는 물을 위한 정수용 활성탄소를 조달청을 통해 국내 각 

기관 및 정수처리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국내유수 기업들의 

공해방지설비에 활성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활성탄소를 순수국

내기술로 공급하고 있으며 꼼꼼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입되는 활성탄소를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특수목적용 활성탄소도 제

품을 인정받은 다국적 기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산업(주)는 활성탄소 제조 전문회사로 다

가오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체가 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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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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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사업

활성탄소 제조, 폐 활성탄소 재생설비, 각종 탄화설비를 최고의 수율과 

경제적인 설비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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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활성탄소 - Jacarbon

· 자연과학산업(주)이 생산하는 활성탄 Jacarbon(상표

등록)은 품질이 좋은 원료(Conconut shell charcoal, 

Lignite Charcoal)를 현지에서 전문가가 직접 구매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체제에서 생산하는 활성탄(Activated 

carbon)이므로, 불순물이 극히 적고 세공이 고르게 잘 

발달되어 흡착력이 크며, 흡착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경도가 높아 재생, 반복사용이 용이합니다.

· 원자재 구매에서 제품까지 당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

므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최

선의 지원을 다 합니다.

· 적용업종 : 정수 처리장, 수영장, 악취제거, 자동차 캐

니스터, 공기정화기, 축산폐수 처리장, 산업공단의 매

연저감, 환경오염물질 흡착, 소각장 다이옥신흡착 제

거 등

➋ 다국적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특수 활성탄소 공급

해외의 유수한 활성탄소 제조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해 

특수목적의 입상, 성형, 분말 활성탄소를 용도에 맞게 적

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 제품의 성능이 검증된 흡

착제로서 전 세계 국공립 정수 처리장들, 음료 회사, 초 

순수용 (탈색, 탈취, BOD, COD, ABS, 잔류염소,THM, 농

약성분제거), 귀금속 회수, 가스, 방독 마스크용 활성탄

소, 다이옥신 제거용 활성탄소 등 각 사용처에 적격한 

해외의 우수한 활성탄소를 REFERENCE와 함께 공급하

고 있습니다.

➌ 활성탄소 제조 설비와 폐 활성탄소의 재생 설비

다양한 제품군의 활성탄소 제조 설비와 용도에 따라 사용

된 후 거의 흡착능력을 잃은 폐 활성탄에 흡착물질을 제

거하여 재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생 활성탄소 설비들

을 직접 설계 및 제작을 합니다. 

특히 폐 활성탄소 재생설비는 흡착제로 인한 2차 오염방

지는 물론 원자재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

결하는 1석 2조의 설비입니다. 녹색환경을 이루며 운영비

까지 절감하는 폐 활성탄 재생설비는 당사의 특허기술과 

20년 이상 신탄 및 재생 활성탄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축

적된 기술로 제작됩니다. 분말 입상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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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4-3

회사명 (주)젠트로

대표 변무원

주소 

본사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6-2 

청일베르네 B/D 3F

공장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34

연락처 

본사

TEL : 02-483-0077   
FAX : 02-483-1684
공장

TEL : 033-342-5630~1   
FAX : 033-342-5632
홈페이지 

www.gentro.co.kr
e-mail 
gentro@chol.com

| 회사소개 | 

(주)젠트로는 1989년 창립이래로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하여 핵심 기술제

품 개발을 비롯하여 설계,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여 각 분야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

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고객만족을 실천하여 가

고 있습니다. 

소중한 환경을 지켜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가려는 진취적인 기업이념을 바탕

으로 끊임없는 변화 및 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2006년에는 

기업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해외 시장 개

척에 대한 도전과 신기술 개발을 향한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

을 갖춘 전문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조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적인 원가 절감과 체질 개선 등 사업 수행 능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

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국제 수준의 경영기반을 구축함

으로써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젠트로는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고객에게 항상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가 될 것

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2000

환경표지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친환경건축자재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 기계설비 : PDF물탱크, P.E LINING, 빙축열탱크, 축산분뇨액비탱크

- 토목자재 : PE원형맨홀거푸집, PE사다리, PE수밀벨트

- 상하수도 : 도류벽 (PDF도류벽, GTR도류벽-신기술397호)

 (PDF정류벽, 하단축소형정류벽-신기술306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용 PDF간벽)

 GRP 난간 / 복합소재 / Paddle / Greating

- 통신 : 광케이블 전용관로 (COD관-Corrugated Optic Duct)

- 수처리 :  RPS 자연정화시스템, 호소정화시스템, 축산분뇨정화방류처리

공법

- 무기질 세라믹 바닥재 / 자전거도로용 무기질 코팅제

- 토목섬유 : Gentro Tube / Protect Tube / Fabric Form / Silt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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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PDFⓇ 정류벽 :  건설신기술 306호 - 고밀도 폴리에티렌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TH"Type 정류공(하단축소형)을 가진 

PDF 상수도 정류벽 설치공법

-PDFⓇ 도류벽 :  건설신기술 397호 - 양단축소형 유공틀과 PDF패널로 중앙분리형 도류벽(GTR도류벽)을 정수지 내에 

설치하는 공법

- PE SHEET LINING :  건설신기술 520호 -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 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 RPS 자연정화시스템 : 환경신기술 141호 - RPS-SBR (Rolled Pipe System-SBR)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공법 및 기술소개

➊ 건설신기술 306호

고밀도 폴리에티렌(High Denist Poly-ethylean)을 원료로한 “Taper Hole” Type 

정류공(하단축소형 정류공)을 적용한 개량된 PDF(Polyethylean Double Frame)

Panel 정류벽을 공장에서 제작 후 상수도 정수장내 침전지에 조립식으로 설치함

으로서 시공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침전지내 침전효율을 증진시킨 공법. 콘크리

트 정류벽이나 목재 정류벽의 단점인 내부식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보완하

고 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이며 조립·해체가 용이한 경제적인 공법

➋ 건설신기술 397호

정수장 구조물중 소독공정을 실시하는 구조물인 정수지(배수지) 내부에 소독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도류벽 제작시 PDF(Polyethylene Double Frame)판넬에 

양단축소형 유공틀을 흐름속도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분배하여 조립한후 양단형 

및 중앙분리형 도류벽 형태로 설치함으로서 시공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기존 도

류벽 설치공법의 문제점인 사수부를 제거하여 소독제의 희석효과를 극대화 하

고 소독제와 미생물과의 최대 접촉시간을 제공함으로서 소독능 향상과 함께 소

독부산물의 생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진화된 공법

➌ 건설신기술 520호

항균제와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thyl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와 EVA(Ethylene Vinyl Acetate) 혼합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방

수공법으로 원형의 STS(Steel Type Stainless) 고정구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한 

후, 고주파 융착기로 시트와 부착하여 절연방수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지하수

조 벽체 방수공법

➍ 환경신기술 141호

로프형 고정상 미생물 접촉여재를 삽입한 롤파이프시스템(RPS)과 혐기, 호기1, 

무산소, 호기2 및 침전 공정으로 운영되는 회분식 생물반응조(SBR조)를 결합하

여, 반응액을 RPS의 질산화롤 및 탈질롤에 순환시켜 유기물 및 질소, 인을 처리

하는 기존 SBR의 Retrofitting이 용이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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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4-2

회사명 (주)진행워터웨이

대표 심학섭

주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8-11

연락처 

TEL : 02-3488-8000 
FAX : 02-574-9033
홈페이지 

http://www.waterway.kr
e-mail 
webmaster@waterway.kr

| 회사소개 | 

(주)진행워터웨이는 63개국 특허를 획득한 물리적 갱생공법 ‘스케일 부스터’

를 개발하여 배관 내 녹과 스케일, 물때를 방지하고 제거하며 배관수명 연

장 및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어 현재까지 각 시군별 110여 곳의 상

수도관로에 설치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30만여 곳에 설치하면서 

배관 부식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이온직결정수기 ‘그린비’ 및 ‘

에코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를 개발하여 수돗물 내 세균, 중금속, 

염소 등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보존 및 공급하는 제품을 물 연구 35년의 전

문가와 함께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진행은 스케일 부스터와 이온직결정수기 그린비 및 자연정화시스템으

로 ‘천연미네랄이 살아있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여 ‘세계인의 물 건강’이라

는 목표를 가지고 항상 노력하며, 국가의 공익추구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

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스케일 부스터

- GS(독일표준마크), TUV(독일기술검증기관), 

WRAS(영국수질검증기관), 중국 음용수 검인증

- ISO9001, ISO14001(국제표준기구)

- 국내 특허 등록(특허 제 10-0949698)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지정번호 2012095호)

- K마크 획득(아연 이온수 발생장치)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KCW-2012-0649)

·에코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 : 국내 특허 등록 (제 10-1001651)

·그린비 : 국내 특허 등록 (제 10-0791223)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스케일 부스터

스케일부스터는 물리적 이온 시스템으로 배관내부에 생성된 녹, 스케일, 박

테리아, 녹물, 이끼 등을 제거, 방지하는 획기적인 수처리 제품으로 외부는 

황동, 내부는 아연과 불소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소수지를 이용하여 정

전기를 발생시키고, 특수아연의 이온화로 1Volt의 전기를 발생시켜 배관에 

달라붙는 침상구조를 달라붙지 않는 구상구조로 바꾸어 줌으로써 녹, 스케

일 등을 제거 및 예방합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설치가 간단하며 

유지 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배관수명 연장에 따른 건물 사용기간의 연

장으로 막대한 경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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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의 녹과 스케일의 예방 및 제거를 통한 배관의 

내구성 향상(배관수명 연장)

-  외부로부터 전기나 약품의 공급이 필요 없어 관리에 

용이하고 유지관리비용 불필요

-  반영구적 제품(수명 15~20년, 추후 핵심부품인 특

수아연만 교체)

- 물때 및 슬라임 제거, 연수화 효과 등

·적용분야

-  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PVC관 등 각종 배관 적

용가능

- 상수도, 지하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수 등

-  보일러(일반,스팀), 냉각수라인, 노즐라인, 태양열 온

수시스템, 냉각탑, 자동판매기 등

-  아파트, 개인주택, 병원, 호텔, 빌딩, 수영장, 목욕탕, 

신축건물 배관 등

- 최소 15mm부터 1500mm의 배관에 적용

➋ 에코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

에코트랜스는 상수도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농어촌 지

역에 지하수를 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지하수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금

속, 발암물질, 대장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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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급할 수 있습니다.

·용도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지하수를 사용하는 펜션, 골프장, 공장, 연수원 등

- 기존 지하수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된 곳

➌ 그린비

화학약품이나 별도의 장치가 아닌 자연여과처리공정을 

거쳐 국내외 지역별 수질에 따른 먹는물 기준항목의 적

합과 중금속, 세균, 잔류염소를 제거하여 인체에 필요한 

필수미네랄 공급과 이온교환광석을 이용, 중금속을 제거

하여 일반 수돗물을 장수촌의 천연수와 같은 효과를 가

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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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고 배관부식으로 인한 유해 중금속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품은 아연이온화장치와 미네랄복합필터로 이루어져 

수돗물을 직결 정수하는 방식이며, 천연광석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미네랄은 증가시키고 세균, 중금속, 잔류염소 

등의 유해물질은 제거합니다.

·용도

- 음용

- 과일과 채소를 닦을 때 세척용

- 요리 시 사용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상수도 :  광양, 제천 , 천안, 안동, 구미 등 110여개 

지자체 300여곳

·아파트 :  사울안암대광, 서울둔촌주고, 대치쌍용2차 등

약 150단지

·관공서 :  청와대, 경기경찰청, 전주시청, 국방부, 

공무원연수원 등 2,000여곳

·공장 :  포스코, 신도리코, 하이닉스, 현대제철, 

오리온 등 3,000여곳

·기타 :  삼성제일빌딩, 가톨릭대학교, 선산휴게소 등

30,000여곳

·해외 : 독일수상관저, BMW, BENZ, Siemens,

Thyssenkrupp 등 30개국 30만 여곳

상수도배관 설치전 상수도배관 설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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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11

회사명 청정테크(주)

대표 조은경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공장4동 1층(전민동, 대덕밸리캠퍼스)

연락처 

TEL : 042-638-4600 
FAX : 042-638-4605
홈페이지 

http://www.chungjungtech.co.kr
e-mail 
cjt4600@hanmail.net

| 회사소개 | 

청정테크(주)는 수처리관련 전문제조업체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소

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로 시작한 청정테크(주)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

해 상수도 관련 수위조절기,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지하수 관정 오염

방지장치등을 연구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U.V 소

독설비, 소수력발전장치도 개발해 사업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등록 10건, 상표등록 1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2건(염소투입제어장치, 

지하수상부보호공),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2건(염소투입장치, 지하수상부보

호공), ISO 9001:2008,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자동염소투입장치, 재염소투입장치, 지하수상부보호공, 무선수위조절기, 통

합관리시스템, 소수력발전장치, 자외선살균장치

➊ 자동염소투입장치

청정테크만의 기술로 적용

자체개발 전자유량계 적용

자동연산시스템을 이용한 ppm값 설정 가능

통합시스템과 연동하여 원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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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재염소투입설비 - 국내유일 나라장터 우수제품

상수도 염소 소독관리의 현실태

공급 상수도의 관경, 거리, 배수지 및 관로 체류시간, 시

간대별 주입농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잔류염소의 농도감

소에 따른 유지 관리가 곤란함.

(ex. 정수장 또는 배수지 근거리에서는 농도가 높고 원거

리에서는 농도가 낮음)

재염소 투입설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

기존에 정수장에만 염소투입 관리를 하다보니 상수도 급

수배관의 노후화, 정수장에서 급수지까지의 거리 및 배수

지내의 체류시간 등에 따라 잔류염소량(0.3 ~ 0.6mg/l)

을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원격지에서도 간편하게 제어 및 

관리할 수 있게 재염소 투입설비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함

➌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현황별 관리 프로그램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 네트워크

시스템(인터넷/CDMA/전화선), 보고서 출력 가능

주기적 관정별 수질검사기록 보관 가능

실시간 데이터 화면구성으로 마을 상수도 전체 모니터링

장소에 구애없이 시스템 환경설정가능

옵션추가기능(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전기전도도 등)

➍ 소수력발전

저낙차의 수력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으로 소수력 발전은 전력 생산외에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보, 하수처리장, 정수장, 다목적댐의 용수로 적용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개발 잠재량이 풍부하

며, 또한 청정자원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큰 부존자원으

로 평가받고 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12 세종자치특별시 재염소투입장치 납품

2012 대전수도시설본부 재염소투입장치 납품

2012 영동군 소수력발전장치 납품

2013. 03 현재까지 재염소투입장치 40여곳 이상 납품

2013. 03 현재까지 자동염소투입장치 800여곳 이상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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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3

회사명 청호환경개발(주)

대표 임형엽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06-8번지

연락처 

TEL : 062-526-9640 
FAX : 062-526-9644
홈페이지 

http://www.cheongho.net/
e-mail 
ch@cheongho.net

| 회사소개 | 

청호환경개발(주)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소중한 수자원을 효

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수질환경전문기업입니다.

청호환경개발(주)는 1994년 상하수도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기업경영의 최

우선을 연구·개발에 둔 결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VENTURE, 

ISO9001 등의 기업인증을 획득했으며  연구소를 통한 수질정화공법과 수

질정화시설등을 개발함으로써 수처리분야의 자신있는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천입니다.

당사는 임직원들이 성실근면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후손을 위한 자연을 만

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실천하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하고있는 업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벤처기업 인증

·ISO 9001 인증

·이노비즈 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수질정화습지

·다공성팽창세라믹

·기능성 미생물 고착 다공성팽창세라믹

·인공식물섬

·태양광 이용 물순환 장치

·식생방틀

·장모섬유여과기

·조류억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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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다공성팽창세라믹

- 팽창혈암, 황토, 천연유기질을 주재료로 이용

- 금속이온에 의한 인(T-P)제거 능력 탁월

- 내부의 크고 작은 공극에 의한 질산화 및 탈질 반응

-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물질 등의 흡착. 산화반응

- 악취유발물질의 제어를 통한 악취 저감

- 수생식물의 식생기반재 역할 수행

➋ 기능성 미생물 고착 다공성 팽창세라믹

- 다공성 세라믹소재에 미생물을 고착시킨 고기능성 미생물 담체

- 수질정화습지, 물재이용, M-PEC2 바실러스, 니트로박터, 니트로소모나스 등의 

미생물을 다공성팽창세라믹에 고착시켜 유기물 및 탈질 기능

- 도시 비점오염원의 기름 및 유기물제거, M-PEC2 아시네토박터, 칼코아세티쿠스 

미생물을 이용한 폐유 또는 유기물 제거, 주유소 주변 유류오염 토양 복원

- 하수도, 맨홀, 우수받이, 축산페수 악취제거, M-PEC3 바실러스, 광합성홍균 등을

다공성팽창세라믹에 고착시켜 악취제거 가능

- 옥상녹화용 식생 기반재, 빗물재이용 여과용 여재 PEC2

- 병원성균 및 대장균군 제어 M-PE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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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2-2

회사명 코리아씰즈(주)

대표 조광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

번길 5(야탑동) 366-1관보빌딩 609호

연락처 

TEL : 031-704-9103 
FAX : 031-709-9766
홈페이지 

http://www.koreaseals.com
http://www.korealabels.com
e-mail 
koreaseals@gmail.com

| 회사소개 | 

코리아씰즈 (Korea Seals)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봉인, 특

수한 목적으로 하는 보안제품을 제작/판매 하는 전문회사입니다.

테이프봉인, 케이블봉인, 플라스틱봉인, 특수봉인 등 국내/외 IT, 전자, 물류, 

의약, 화공, 항공,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씰즈(Korea Seals)는 “전문성/창조성/믿음” 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제

품과 “보다 나은 제품! 보다 나은 선택”이란 가치 아래 좋은 품질로 고객님

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제 10-0943881호

- 봉인장치 및 봉인장치 덮개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RFID 봉인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설물 솔루션

-  상하수도 관련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RFID/USN 기반의 태그(Tag, 

13.56MHz) 봉인을 활용, 센서 네트워크 및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설치-갱신-운영-파

기 등의 모든 생명주기(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더불어 체계적인 행정 업무 진행 및 대형 재난 사고 예방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➋ 관로 

-   RFID 통신으로 개수 및 보수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하게 붙

어있는 관로들의 내용 및 정확한 위치 정보를 관리

➌ 밸브 

-  밸브에 내장된 RFID칩을 통해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밸브 시설물 정

보관리

➍ 계량기 

-  RFID가 내장된 시설봉인을 통해 수용가의 정확한 계량기 정보관리

➎ 수도계량기보호통 

-  보호통안의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고 무단 위치변경을 관리

➏ 맨홀, 철개 

-  RFID가 외부에 내장된 맨홀, 철개와의 통신으로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➐ 관로핀 

-  관로표시핀과의 통신으로 표시핀 밑의 다양한 지하시설물의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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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국내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 봉인 납품

·한국수자원 공사 시설 봉인 납품

·삼성전자, 삼성전기 케이블 봉인 납품  

·현대케피코, 현대오트론 테이프 봉인 및 케이블 봉인 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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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티앤씨 코리아

대표 장규화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3 

JnK 디지털 타워 A-303호

연락처 

TEL : 02-761-2757 
FAX : 02-761-275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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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당사는 대용량 플라스틱 탱크 성형 전문 업체인 독일 Rikutec (Richter 

Kunststofftechnik GmbH & Co. KG)사와 기술 제휴를 하여, 2013년 하반

기부터 대용량 플라스틱 물탱크를 국내에서 제조 및 공급을 위하여 공장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플라스틱 물탱크, 아쿠아 테르

네(AQUA’TERNE) 204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브로우 몰딩(Blow 

moulding) 기술로 생산한 이중 구조를 가진 대용량탱크로써, 5,000리터부

터 최대 50,000 리터까지 공급가능합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대용량 플라스틱 Water tank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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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2-4

회사명 (주)파코크린

대표 박종석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쌍용IT트윈타워 1차 605호

연락처 

TEL : 031-766-0535  
FAX : 031-766-0536
홈페이지 

http://pacco.co.kr
e-mail 
9909mike@pacco.co.kr

| 회사소개 | 

당사는 1994년 일본 HB기업그룹의 HOKUKAN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일본의 배관세척기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후 IPC(Impact 

Pulse Pipe Cleaning)라는 국내 유일의 세척장비를 개발하여 국내의 대기

업 및 중소기업, 관공서, 개인 가정집의 배관세척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

에 따라 국내최초로 올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세척업체로는 최초로 우수

업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국내에 배관세척기술과 장비로 전

국에 지사/가맹점을 두어 세척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옥내급수관 세척 우수업체 등록”(2013.2) 한국상하수도협회

서비스표등록(2005.02) 제0127525호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평가 혁신업체 선정(2004.03) 중소기업진흥공단

IPC특허획득(2004.03) 제1994-0015090호

2003 특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업체선정(2003.10)특허청

배관세정장치 발명특허취득 (2001.10) 특허 제0312705호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삼성중공업: Drill ship 특수설비크리닝

대우조선해양: Drill ship 특수설비크리닝

삼성전자(기흥,천안공장): 온천수,해수,냉각수배관 화학배관등 크리닝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동배관 청녹 클린룸 배관크리닝

과천정부종합청사: 급수,온수라인 배관크리닝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류 보일러 보일러 케미칼 세관등 이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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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IPC배관세척장비 당사개발 및 특허획득장

IPC배관세척기

항목 비고

명칭 IPC배관세척기

모델명 IPC-500

용도 각종 배관의 세척

정격전압 단상 220V / 60Hz / 1.5A

정격출력 200W

MAXIMUM PRESSURE 7㎏/㎠

WORKING PRESSURE 5㎏/㎠, 90psi

AIR CAPACITY 50L /min

TANK VOLUME 5L

CONTROLLER PCB, MICOM PROGRAM TYPE

SIZE W400 X L500 X H750mm

WEIGHT 37㎏

재질 외형 case :FRP, 하부 및 손잡이 : 강판, 분체도장

기타 배관연결 고압호스 3m(커플링 장착)

다른 공법과는 달리 스케일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제거하므로 스케일이 제거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완전히 경화된 스케일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IPC시공을 통해 연

질의 스케일을 미리 제거하면 배관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배관에 벨브만 있으면 간단히 부착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공기압에 의한 충격파로 세척하므로 모든 종류의 배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관, 강관, SUS, 엑셀, PV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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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한국 마이옥스

대표 배창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385번지 

대경빌딩 10층

연락처 

TEL : 02-2238-5041  
FAX : 02-2238-506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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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주)한국마이옥스는 미국에서 개발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수돗물 살균 

소독에 필요한 “혼합산화제인 마이옥스” 라는 특허를 획득한 소독제를 생

산하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마이옥스는 기존 액화염소의 단점을 보완하여 ‘취급의 안전성’  ‘높은 살균

력’ ‘우수한 잔류성’ ‘소독 부산물 저감’등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소독약 냄새가 다른 소독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도 정수처리 후 기존 액화염소 소독 대신 마이옥스로 소독시 물맛이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소독제 발생기입니다.

마이옥스로 소독 처리 한 수돗물은, 고도 정수처리를 하고도 소독 냄새 때

문에 시민들에게 거부당하는 수돗물이 아닌 소독 냄새 없고 물맛 좋은 수돗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독제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한국특허 : 제047701호

·미국특허 : PCT/US93/01949

·미국 EPA 등록 : 69723-NM-001

·미국 NSF 61 인증

·미국 NSF 50 인증

·대한 수영연맹 공인 제품 (수영장 살균소독 장비)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혼합산화제발생기 마이옥스(MIOX)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하이포(Hypo)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영월군 영월정수장 외 7개소

·태백권관리단 황지정수장

·청주 정수장 병물공장 외 6개 병물공장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재염소 투입설비 외 11개소

·그 외 10여 곳의 소독설비 및 30여개소의 수영장 소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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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공법 소개 | 

1. MIOX(혼합산화제 발생기) SAL SERIES 

2. 자동세척 장치 부착형 

3. 고효율 RIO SERIES 

4. RIO GRANDE 

5. HYPO 차염발생기 SERIES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SAL-40 FAC 1.8 Kg 13.2 Kw/Kg FAC 4.3 Kg/day

SAL-80 FAC 4.5 kg 11.5 Kw/Kg FAC 4.8 Kg/day

DUAL-80 FAC 9 kg 11.5 Kw/Kg FAC 4.8 Kg/day

oX-Cell FAC 6.8 kg 6.6 Kw/Kg FAC 3.0 Kg/day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M Vault 15 FAC 6.8 Kg 6.6 Kw/Kg FAC 3.0 Kg/day

M Vault 30 FAC 13.6 kg 6.6 Kw/Kg FAC 3.0 Kg/day

M Vault 45 FAC 20.4 kg 6.6 Kw/Kg FAC 3.0 Kg/day

M Vault 60 FAC 27.2 kg 6.6 Kw/Kg FAC 3.0 Kg/day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RIO M1 FAC 27 Kg 7.7 Kw/Kg FAC 2.5 Kg/day

RIO M2 FAC 54kg 7.7 Kw/Kg FAC 2.5 Kg/day

RIO M3 FAC 82 kg 7.7 Kw/Kg FAC 2.5 Kg/day

RIO M4 FAC 109 kg 7.7 Kw/Kg FAC 2.5 Kg/day

RIO M5 FAC 136kg 7.7 Kw/Kg FAC 2.5 Kg/day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RIO GRANDE FAC 450 Kg 6.6 Kw/Kg FAC 3.0 Kg/day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H10 FAC 4.5 Kg 7.3 Kw/Kg FAC 5.5 Kg/day

H20 FAC 9 Kg 7.3 Kw/Kg FAC 5.5 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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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1-9

회사명 화인시스템(주)

대표 신호용

주소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154

연락처 

TEL : 053-817-8023 
FAX : 053-817-8026
홈페이지 

http://www.finesys.kr
e-mail 
facs@finesys.kr

| 회사소개 | 

저희 화인시스템(주)는 상.하수처리, 오.폐수처리, 분뇨처리 등의 계장 및 유

무선 감시제어시스템(TM/TC) 전력, 조명, 냉난방 제어 등의 빌딩자동제어

(BAS)시스템, 에너지절약의 AUTO LIGHT시스템, HMI SOFTWARE(FACS) 

설계, 제작, 시공 및 기술자문 등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규격표시 획득현황

· 특허등록 제10-119303호 수처리시스템용 모터와 밸브 원격 감시 제어시

스템(2012.10.15)

· 특허등록 제10-1109049호 수처리시스템용 원격 감시 제어장치(2012.1.17)

· 특허등록 제10-0920659호 재실관리 시스템용 콘센트(2009.10.7)

· 특허등록 제10-0813656호 다기능 재실관리 시스템(2008.3.7)

· 특허등록 제10-0869047호 다기능 재실관리 시스템 스위치(2008.11.11)

· 특허등록 제10-0705754호 기존건물용 조명 자동제어장치(2007.4.3)

· 성능인증 제13-162호 빌딩자동제어&계장제어시스템(2012.5.7)

· 소프트웨어품질인증 12-062호 빌딩자동제어&계장제어시스템(2012.4.2)

· 조달우수제품지정 2009046 다기능자동조명제어장치(2012.6.25)

· 기술혁신중소기업선정(INNO-BIZ) 제100301-00858호(2010.2.19)

· 기업부설연구소 제20074653호(2007.12.2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수처리/환경분야계장제어 시스템

·빌딩자동제어(BAS) 

·AUTO LIGHT 

·원격검침 

·SOFTWARE(FACS)

원격감시제어장치

수처리계장제어분야에 사용되는 각종 펌프 및 모터 시설물을 통합하여 원

격통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가동현황 및 필요한 

데이터를 히스토리와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펌프 원격감시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동기제어반과 현장조작반의 조작

부 및 표시부를 통합 일체형 구조를 가져 운영을 용이하게 하며 전력선통신

을 사용하여 연결되는 제어용 케이블을 간략화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펌프

원격감시제어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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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수처리/환경분야계장제어 : 대구건설본부, 대구상수

도본부,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문경시, 칠곡군, 금산

군, 통영시 등 상하수도 계장제어시스템

· 빌딩자동제어분야(BAS) : 경산시, 한국도로공사, 울

산항만공사, 영양군, 경주시, 울진군, 대구지방법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구미시, 김천

시, 대구시교육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전력, 조명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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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유지관리

Booth No. D-6-5

회사명 주식회사 협신기업

대표 이광춘

주소 

대전 서구 만년동 381번지 엑스포텔 

1119호

연락처 

TEL : 042-471-5512             
FAX : 042-471-5512
홈페이지 

http://www.hsblock.co.kr
e-mail 
hsblock@daum.net

| 회사소개 | 

• (주)협신기업은 국내 최초로 합류식하수관거(BOX) 내에서 수중공사가 가

능한 조립 설치용 PE우오수분리벽을 개발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에 보급하고 있음.

• 당사가 개발한 PE우오수분리벽은 폐비닐 등 재생PE를 100%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임.

• 당사의 PE우오수분리벽은 2000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이래 전

국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약 130여개소의 

공사현장에 보급되었고, 계속해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추세임.

• 당사는 설계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PE우오수분리벽의 

적용 타당성 검토, 설계관련 자료제공, 합리적인 하수관거개선 방안 제시 

등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당사의 PE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할 경우 초기강우시 합류식하수관거의 월

류수(CSOs) 제어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사는 계속해서 PE우오수분리벽의 제품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하수처리

를 위한 하수관거개선방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제1186482호 (지하 매설관 비굴착 교체방법)

•특허 제1170663호 (감지기를 이용한 전동식 유입유량 조절장치)

•특허 제1096013호 (악취정화장치)

•특허 제0977492호 (토사유입방지장치)

• 특허 제1111957호 (인상용 부재 및 이를 포함하는 하수관거의 우오수 분

리벽)

• 녹색기술인증 제GT-11-00120호(폐비닐 등 재활용 PE(polyethylene)를 

이용한 조립식 PE우오수분리벽의 제작·설치 기술

•실용신안등록 제0445570호 (하수관거의 우수 및 오수 분리벽구조)

•실용신안등록 제0184310호 (하수구용 오수차단 블록)

•디자인 등 록 제0236151호 (하수구용 분리 블록)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제2826호

• 건교부 지정 신기술 제443호 (하수관거(BOX) 내 조립식 PE우오수분리

벽 설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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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PE우오수분리벽

(Polyethylene Separation Wall between Stormwater & 

Sewage)

특징 

• 합류식하수관거BOX 내에서 우수(계곡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우수(계곡수)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오수만

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 개선 

• 하천유지용수확보를 통한 친수환경 조성 및 자연생

태계 복원에 기여

• 설치공법의 표준화를 통해 공사설계가 신속하고 과

다설계 및 과소설계를 방지함

• 경량화·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조립

식으로 설치함으로써 탁월한 시공성, 경제성, 유지

관리편리성 확보

• 재활용 자재 사용에 의한 환경친화성 제고

• PE소재 및 스테인레스스틸셋트앵커 사용으로 지속

적 오수접촉에서도 내구성 유지

• 하수BOX 내 악조건 하에서도 탁월한 구조안전성 유

지에 의해 반영구적 수명 확보

• 차후 철거가 용이하고 철거시에도 재활용 가능한 자

재이므로 건설폐기물 발생 없음

• 하수관거BOX의 형태 및 여건에 따른 다양한 규격의 

별도 제작 자재의 신속 설치

• 설치후 초기강우시 합류식하수관거의 월류수(CSOs)

에 대한 제어효과 탁월

➋ 토사유입방지장치

특징

• 강우시 차집관거 내 토사유입 방지로 관거내 통수

능 확보

• 차집관거 준설비용 절감

• 처리장 내 침사 인양시설 및 기계설비의 운영효율 

제고 및 기계설비 수명 연장

• 강우시 설정된 일정 유량(3Q 이상)까지 차집이 가능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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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생 최소화

• 설치공사 시간의 획기적 단축 (당일 설치 후 당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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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암테크

경성제닉스

그린텍아이엔씨

기술과환경

다올이엔지

대덕기술

대림종합유량계

대원인더스트리얼

대한계기정밀

대한센서

동문이엔티

동서라인텍교역

디에스워터

레오테크

리테크

비엘프로세스

삼보과학

삼성계기공업

서용엔지니어링

수로텍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신우산업

신코

신한정밀

썬텍엔지니어링

씨엠엔텍

아트로닉스시스템

에이치엔피테크

웨스글로벌

윈텍

유비콤

이에이치솔루션

자인테크놀로지

지오씨엔아이

주원

탑전자산업

하크코리아

한국빅텍

한국유체기술

한국켄트메타스

한서정밀계기

한영계기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현대주철산업

휴마스

PBIKOREA

E

계측·계량·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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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9

회사명 (주)가암테크

대표 김동수

주소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520호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3-1 한강세이프빌 202-3호

연락처 

본사

TEL : 031-748-3331~2  
FAX : 031-748-3334
연구소

TEL : 031-916-3332 
홈페이지 

http:// www gaamtech.co.kr
e-mail 
dskim@gaamtech.co.kr

| 회사소개 | 

(주)가암테크는 산업용 리튬1차 전지 전문업체로, 배터리를 주전원으로 구

동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산업분야에 최적의 전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출발하였습니다.

배터리 관련 업무 중 현재 국.내외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운영이 열악한 검침

환경으로 검침 데이터 오류, 검침데이터 전송 실패, 과소비전류 등 많은 문

제점으로 효율적, 경제적인 손실 및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 다양한 경력의 개발 인력 충원 및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

내에서 미 적용된 173MHz 대역의 RF Module 및 Modem을 자체 기술로 개

발하였으며, 기존 배터리 전원 관리 노하우를 접목하여 최적의 소비전류 구

현 및 I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품 개발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습니다. 이외 RF데이터전송시스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전자식 수

도, 온수, 전기, 가스, 열량계 미터링 시스템 등 신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노력

하며, 항상 현장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등록 2종  ·상표등록 1건

·조달청 우수제품 1종 ·벤처기업 확인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RF데이터전송시스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 OMR 원격검침 - AMR 원격검침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자식 수도, 온수, 전기, 가스, 열량계 미터링 시스템

·산업용 리튬 1차 배터리

➊ RF MODULE

국내 데이터 전송용으로 확대된 주파수 

대역 중 173.7MHz 주수파수를 이용하

여, 데이터 전송용으로 최적의 통신모듈

을 개발하여 원거리 통신 및 소모 전류

를 최소화하여 시장 요구에 적합한 RF 

무선통신 모듈입니다.

•Feature

- 저전력 구동 - 배터리 구동 시스템 적합 (수도/ 가스 원격 검침 시스템)

(주)가암테크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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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원격 검침 모뎀

Automatic Meter Reading Modem

각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량을 Magnetic 

Sensor로 측정 및 검침하여, 시간대별 데

이터를 저장하며, 검침원이 무선통신으

로 검침데이터 요청시 무선통신으로 검

침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모뎀.

•Feature

- 검침 가능 시간(주 6일 월~토/1일 13시간 08시~21시)

- 초기 휴면 동작(현장 설치 후 동작 ) 

- 일자 지정 검침 가능         - 누수 추정량 분석 가능 

- 배터리 예상 수명 분석 가능

➌ 원격 검침 터미널 모뎀

Automatic Meter Reading Terminal Modem

검침원이 휴대하여 각 수용가의 수도원격검침모뎀과 무

선통신으로 검침데이터 요청 및 수집, 또는 각종 명령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전달하는 장비로써, PDA용 터미

널 모뎀과 단독형 터미널 모뎀으로 구분이 된다.

•Feature

- 검침원 휴대용   

- 검침 모뎀과 검침 UI 중계 장치

- Li-polymer 2차 전지 내장

➍ 일체형 검침 UI

All-in-one Meter Reading UI

Win CE기반의 운영체제로 동작하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Ul)로써, 터미널 모델

(Terminal Modem)과 일체형이 가능한 

Bluebird사의 BIP-5300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관리 서버로 사용

하는 한일미트컴사의 “푸른물” 검침프로

그램을 탑재하여, 별도의 데이터 변환 없이 바로 PDA로

부터 요금 서버로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다. 터미널 모뎀 

(Terminal Modem)을 내부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으로 큰 PDA가 채택될 수 밖에 없으나, Bluetooth 통신이 

가능한 초소형 PDA를 적용할 경우 단독형 터미널 모뎀과 

Bluetooth통신으로 연계하여 사용 가능하다.

•Feature

- PDA와 터미널 모뎀 일체형 검침 UI

- 운영 체제 : Win CE - 요금 서버 연계 (RS-232)

- Li-Polymer 2차 전지 내장

➎ 분리형 검침 UI

•Separable Meter Reading UI

초소형 노트북컴퓨터

Window XP 기반의 운영체제로 동작하는 초

소형 노트북컴퓨터(4.8 lnch) 등도 사용자 인

터페이스(UI)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Blueooth통

신으로 단독형 터미널 모뎀(Terminal Modem)과 연계하

여 사용 가능하며, Excel, Word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의 연계가 가능하여 현장 관리 등에 유용하다.

•Feature

- 터미널 모뎀 분리형 검침 UI

- 운영 체제 : Window XP  - 통신 방식 : Bluetooth

- Excel, Word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연계 가능

- Li-Polymer 2차 전지 내장

•안드로이드OS 기반의 스마트폰

Bluetooth통신으로 단독형 터미널 모

뎀(Terminal Modem)과 연계하여 사

용자 인터페이스(UI)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스마트폰

에서 지원하는 지도 및 GPS 기능과 연동하여 대단히 효

율적이고, 시각적인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침 대

상 수용가의 계량기 위치에 대한 GPS좌표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검침원이 검침 대상 계량기의 일정거리 이내에 

근접한 경우 검침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검침하는 자

동검침체계, 검침데이터 확인 등 기존의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에 의해 지정된 경로로 검침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

어난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Feature

- 터미널 모뎀 분리형 검침 UI

- 운영 체제 : 안드로이드 OS - 통신 방식 : Bluetooth

- 구글 Map 연동 및 활용   - Li-polymer 2차 전지 내장

- GPS 기반의 자동 검침 체제 가능

➏ Battery Discharge Tester

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고

객장비의 전류소모를 분석하여 

전지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확실한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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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1

회사명 경성제닉스(주)

대표 김중규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38

연락처 

TEL : 031-366-6555~6  
FAX : 031-366-6557
홈페이지 

http://www.ks4u.co.kr
e-mail 
ksj4785@hanmail.net

| 회사소개 | 

경성제닉스(주)는 수년간 경험된 기술

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

적인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를 개발

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

습니다. 또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친환경 수도미터를 공급함으로서 여

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0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기술 혁신 INNO-BIZ 기업선정 

•우수 제품 마크 GQ 인증

•환경마크 인증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수도기자재 공급자 및 SEMS 등록

•조달청 우수제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KC 위생안전 인증 - (소형(15mm~50mm),대형 (80mm~200mm) 유니

온파이프

•수도미터등 24종 형식인증 

•수도미터 기어 박스 제0229710호 실용실안 특허인증

•도수 방지 장치 실용신안특허인증

•정적자기장 기술 기준 품질 승인 인증 및 특허인증

•보호통 뚜껑을 이용한 전자식 수도미터 특허인증

•동파방지용 다중 에어캡이 구비된 수도 계량기 특허출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특허출원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수도미터(습식)-역류방지, 동파 방지 스테인레스, 복갑건식, 원격식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

•스마트 전자식 온수미터

•유선 자동 검침기

•PDA 무선 자동검침기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대형 스마트수도미터 및 대형 수도미터(월트만식)

•적산열량계/난방유량계

• 기타 - 보호통을 이용한 전자식수도,미터, Smart ALL Save, 

            수도 계량기 조작방지 및 동파보온방지커버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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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도미터(정밀도 200배수까지 가능)

-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 서울시 상수도 사

업본부 체택제품

-  스테인레스 수도미터 : 내부 부식,녹에 의

한 스케일링 없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수도미터

-  동파 방지 수도미터 : 동결시 체적 팽창 

흡수하는 구조. 강화유리로도 동파 방지

가능하며, 강화유리 보다 약 3배 강한 특

수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으로 2중 동파방

지효과

-  온수미터 : 회전부 내마모성,내구성 탁월, 

열에 잘견디고 유지보수 간편

➋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복갑/단갑) - 정밀도 125 배

수까지 가능

- 국내 최초 한글화 

-  한국 기계전기전자 정적 자기장 시험 

품질 승인획득 및 특허인증

-  국내외 AMR,AMI, PDA,자동원격/통합

검침(PLC) 검침 시스템과 호환 가능

-  자력에 의한 조작 불가능(한국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247호 적합)

-  완전 방수(IP-68) : 수중 1M 이상 연속 사용가능한 제품

➌ 상수도 자동검침기_ 검침 오차율 0%

-  완전 방수 (IP-68) : 수중 1M 이상 연속 사

용가능한 제품

-  검침 부가 정보 한글화 (미사용,누수,과부

하,역류,통신,밧데리)

➍ PDA 무선 자동검침 시스템

-  지그비 : 2.4GHz 대역에 Zigbee 프로

토콜 사용에 따른 근거리 10mm내외 

자동검침이 가능한 방식

-  RF 방식 : 424MHZ 대역 프로토콜 사

용에 따른 30M ~ 100M내 자동검침

이 가능한 방식, 차량 이동 검침 가능

➎  무선 원격 자동검침/전력선(PLC 통합) 원격검침 

    시스템

- 국내 AMR,AMI, 통합검침(PLC) 검침 

-  시스템과 호환 가능(대형,소형 스마트 전자식 수도

미터)   

➏  대형 스마트 및 친환경 대형 스마트 수도미터   

(80~ 250mm)

-  대형 수도미터 : 최대 연속 흐름 및 최소 흐름에 대

해서도 정밀도가 높음(일반용,원격용)

-  스트레이너 : 유량 손실을 막아주며 유입 유량계의 

파손을 막아주는 역할

➐ 기타

-  보호통 뚜껑을 이용한   

전자식 수도미터

-  Smart All Save

 용수처리(부식억제) 장치는 리빙워

터 시스템으로 배관을 보호하고 항

상 건물 전체에 맑고 깨끗한 기능

수를 공급합니다.

-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보온커버

수도계량기 동파 보온 및 조작방

지 겸용 

영하 20℃(이내) 20시간 물이 얼

지 않음

-  적산열량계 및 난방유량계

 일체형(Complete instument) 

유량부, 감온부 및 연산부로 분리

할 수 있는 부분품이 없는 열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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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8-2

회사명 (주)그린텍아이엔씨

대표 이창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성지스타위드 14층 1415호

연락처 

TEL : 031- 345-0190 
FAX : 031- 345 -0198
홈페이지 

http://www.greentechinc.co.kr
e-mail 
sales@greentechinc.co.kr

| 회사소개 | 

(주)그린텍아이엔씨는 국내 환경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환경 분야 전문가들

이 모여 설립한 벤처등록 법인입니다. 환경분야 전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의 연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솔루션을 대형건설사 및 관공서, 지자

체에 공급, 구축하며 환경분야 SI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그린텍아이엔씨는 우리나라의 수질환경을 책임진다는 신념과 비전으로 

환경 분야의 정보화가 필요한 분야에 최신 IT / 계측제어기술을 접목한 모니

텅링시스템, 시뮬레이션솔루션, 통합관리시스템 및 u-City Device 인 USN 

RTU 등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환경신기술 지정339호: 실시간 계측데이터 기반의 상수도 블록유수/누

수량 관리 시스템

•환경신기술 지정 165호 : 파워스펙트럼 연산방식 초음파 유량측정 장치

• 특허 10-1042176호: 실시간 일별 최소유량 구간 분석에 의한 손실량 산

정방법

• 특허 10-0920502호:다중 상태의 통합 누수산정 엔진을 적용한 누수 분

석방법 및 시스템

• 특허 10-0871725호 : PLA기반의 블록별 누수량 산정 전문가 시스템 및 

누수 산정 방법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15-695호 : 하수관거용 초음파 유량측정장치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2011148호 : 초음파 유량계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영월, 정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계약 

•수원 서호천 하수처리장 계측제어설비공사 계약 

•남양주 별내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 계약 

•인천 송산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 계약 외 134건 

   : 최근 3년간 국내 계측·제어·시스템 공급업체 중 최다 실적 보유.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상하수도 계측기기 및 계측제어설비

•상하수도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감시제어시스템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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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상수도 통합운영 시스템

- 웹 기반 HMI

- 블록 관리 시스템

- 관망/업무 통합관리시스템

- 최적운영 관망해석시스템

➋ USN RTU (U-City Field Deviece)

➌ Hydraulic Modelling Software

- InfoWorks RS : 하천 모델링 프로그램

- InfoWorks CS : 하수관망 모델링 프로그램 

- InfoWorks WS : 상수관망 모델링 프로그램

➍  초음파 유량계 (환경신기술 제165호 / 성능인증 획득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 SmartFlo : 비만관 고정형 유량계

- AgriFlo : 만관 고정형 유량계

- HVFlo : 이동형 유량계

➎  초음파 유량계

- UF322 : 개수로형 초음파유량계   

- MINISONIC : 관로형 초음파유량계

- MINISONIC P : 이동형 유량계 

- UF322-CO : 비만관 초음파유량계 

➏  전자유량계 - Magflux

➐  초음파 개수로 유량계 - Open Channel Flowmeter

➑  초음파수위계 - Shuttle

➒  수질다항목분석기(특허등록 제 10-1030980호)

- pH : 수소 이온계

- Conductivity : 전기전도도계

- Residual Chlorine : 잔류염소

- Turbidity : 탁도계

- Temperature : 온도

➓  수질계측기기

- DO 

- MLSS/SS - pH/ORP 

- 슬러지 계면계 - 샘플러

     입자 계수기

(Particle Counter, 특허등록 제 10-1033542호)

- WPCS-EX : 입자 계수기

-  멀티플렉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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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4

회사명 기술과환경(주)

대표 김영성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C동 102호

연락처 

TEL : 02-896-2235 
FAX : 02-892-2235
홈페이지 

http://watersensor.co.kr
e-mail 
contact@watersensor.co.kr

| 회사소개 | 

환경과기술(주)는 2010년 설립된 수질계측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

으로 두 창업자의 환경계측기 및 IT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국산화율이 미비한 첨단 환경 계측기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현장

과 환경법에 맞고,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계측기를 발

전된 국내 IT기술과 결합하여 국내뿐만 아나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

는 환경계측기 전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1. 2011년 09월 벤처기업 인증

2. 2012년 03월 기술과환경(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3. 2012년 10월 수소이온농도(pH) 연속측정장비 형식승인 획득(M-1000)

4. 2012년 10월 용존산소(DO) 연속측정장비 형식승인 획득(M-1000)

5. 2012년 10월 부유물질(SS) 연속측정장비 형식승인 획득(M-1000)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다항목수질측정기(M-1000, M-100)

➋ 먹는물 전용 다항목수질측정기(M-2000, M-200)

➌ 탁도계

➍ 부유사 측정기

➎ Temperature Logger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1. 2010년 03월 환경부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참여

 다항목수질계측기 10set

2. 2010년 0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항목수질계측기 2set

3. 2012년 06월 기상청 다항목수질계측기 6set

4. 2012년 06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다항목수질계측기 5set

5. 2012년 06월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참여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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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3-1

회사명 (주)다올이엔지

대표 신태용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e-biz센타 1차 1304호

연락처 

TEL : 02-859-8491 
FAX : 02-2108-2577
홈페이지 

http://www.daalleng.kr
e-mail 
jeonbu@daalleng.kr

| 회사소개 | 

“믿음과 신뢰”를 사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책임과 성

실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2012년 5월 설립된 수질 측정기 중심의 환경플랜

트 제조/설치/유지관리 전문업체입니다.

사업 분야로는 생물감시장비, 중금속측정기, 수질TMS, 관망수질과 정수/하

폐수, 막플랜트의 수질측정기를 이용한 제어설비 구축 등에 있으며,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특히 상하수도분야에서 국내에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

도 상품화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한 기술들을 발굴하여 국내 환경산업에 탁

도, 잔류염소, pH, 용존산소, 전도도, SS, 수도꼭지모니터링 등의 수질측정

기 개발하여 소개, 공급하고자 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12. 10  상하수도협회 회원사 가입 

2012, 11 온라인 탁도계 형식승인획득 (제 DWMS-TM-2012-4호)

2012, 11  공장등록 (27213, 27215, 27216) 

2012, 12  벤처기업확인서 획득(기술보증기금)

2012, 12  중소기업확인서 받음(중소기업청장)

2012, 12  프로세스제어반 직접생산자확인 (중소기업중앙회)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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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탁도, 잔류염소, DO, pH, 전도도, ORP, 입자계수기, 조류측정기

수질 TMS, 수도꼭지 모니터링, 생물감시장치, 중금속, TOC, 유량계, 수위계,  영양

염류(NO2, NO3, PO4, NH4), BOD, COD

수질분석기(구리, 니켈, 시안, 암모니아 등) 

➊ CUBE Series  

·Maker : ㈜다올이엔지

·온라인 수질 측정기

·측정 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전도도, ORP 

·간편한 설치와 유지관리의 최소화 

➋ 다목적 수질분석장치 

·Maker : Metrohm Applikon 

·온라인 수질 분석기

·측정 항목 : 구리, 니켈, 시안, 암모니아, 색도 등

·측정 방식 : 흡광광도법, 이온선택전극법, 적정법

➌ 조류 / 오일 측정기 

·Maker : Turner Designs 

·침적형 온라인 수질 측정기 

·측정 항목 : 조류, 녹조류, 규조류, 오일 등

·뛰어난 성능과 뛰어난 현장 적용   

➍ 생물 감시 시스템

·국내 생산 제품 

·녹조류 생물 감시 장치

·시험 생물 : 담수 녹조류(반달말, Algae)

·측정 소요시간 : 5분 이하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막플랜트 탁도계 20 set

·지자체 정수장 배수지 및 여과지 탁도, 잔류염소, pH 10 사이트

·사대강 사업 관련 페놀측정기 설치 

·하폐수처리장 DO, pH, 전도도, SS 측정기기 다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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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6

회사명 주식회사 대덕기술

대표 이덕기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95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94-17

연락처 

TEL : 042-936-8580 
FAX : 042-936-858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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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최선의 제품, 최단의 A/S,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유량 전

문 기업, 주식회사 대덕기술입니다.

주식회사 대덕기술은 유체 유동분야 국가교정기관으로써, 1994년부터 오

직 유량분에만 꾸준히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핵심 품목 

중 하나인 초음파 유량계가 그 동안 고객님들의 성원과 독려 덕분에 국산화

에 성공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전 본사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축적과 경험을 기반으로 유

량계 개발, 판매, 엔지니어링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식회사 대덕기술 임직원 일동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소상공인

- 위생안전기준 KC 인증서(KCW-2012-0553)

- 특허 제 10-0902342호  액체유량계 검사장치용 집수탱크

- 특허 제 10-0907875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검사방법

- 특허 제 10-0902344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용 클램핑 장치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2004

- 전자식 수도미터 형식승인서 (50 ~ 350mm)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초음파 유량계 <FUS 1010 N/DN/MN, FST 020, DUF 2000 N/DN >

- Wide-Beam, Multi-Pulse 방식 / 외벽부착식

- 측정구경 : 12 mm ~ 9144 mm, 측정관두께 : 0.5 mm ~ 76 mm

- 측정감도 : 0.0003 ㎧,  정확도 : ±  0.5 % (Reading치)

- 측정유속범위 : -12 ㎧ ~ +12 ㎧

-  Single Channel / Path, Dual Channel / Path, Four Channel / Path 

구성 가능

- 유체를 정지시킬 필요가 없는 자동영점(Auto-Zero)기능 

- 기포량, 신호강도 등의 설치현황을 화면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함

- Bi-directional 측정 : 정·역방향 모두 측정 가능 

- Pipe Configuration (외란요인 자동 보정 기능 : 국제 특허)

-  자기진단(초음파속도, 수신감도, 기포량, 송신주파수, 초음파 수신파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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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S/N Ratio, Correlation 정도 등) 기능이 있어 유

량계의 상태를 즉시 파악하여 대처가 가능함

-  관 외벽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량

계의 이전이나 관경 변경 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

며, 센서의 재사용이 용이함.

-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유량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

며 무단수 시공이 가능

- PC를 통한 원격 조정 가능

-  기포/고형 물질량 30% 이내에서는 시간차법, 그 이

상에서는 도플러방법으로 전환

➋ 전자기 유량계 <MAG 6000, DMF 2110, DMF 2120>

- 안정도가 우수하여 물 유량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

-  화학약품의 유량을 측정 할 시 에는 전극 및 라이

닝 재질 선정

- 회전부가 없어 내구성이 뛰어남

- 압력강하가 전혀 없어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음

- 정확도가 0.5 % 이내로 우수함

➌ 전자식 수도미터 <MAG 8000>

- 우수한 측정 능력

- 상거래 인증형식승인 취득

-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능 : 6년간 보수 및 정비

가 필요 없음

- 낮은 관리비용과 간편한 설치

-  고급 통계자료 및 진단프로그램 제공으로 지능형 

정보 출력 가능

- 과대 유량에서도 파손의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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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10

회사명 대림종합유량계

대표 장상근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13 

이앤씨밴처드림타워 5차 213호

연락처 

TEL : 02-856-9977 
FAX : 02-856-9903
홈페이지 

http://www.pdflowmeter.co.kr
e-mail 
daelim@pdflowmeter.co.kr

| 회사소개 | 

대림종합유량계는 1999년 창업 이래 오늘날까지 유럽 등지에서 우수한 품

질의 유량계를 수입하여 유체 유량 측정분야에 자동화 시스템 및 전자식 

유량계, 용적식 유량계, 터빈식 유량계 등으로 국내 산업에서 그 품질을 인

정 받아 생산과 이익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설비의 일익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전자식 유량계, 용적식 유량계, 터빈식 유량계, 질량유량계, 가스 유량계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발전소, 철강, 중공업, 제약, 제지, 연구 분야에 고루 납품실적이 있습니다.

계측·계량·
분석 등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Water Korea  •  229



230

Booth No. E-2-16

회사명 대원인더스트리얼 (주)

대표 허근태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122-8

연락처 

TEL : 031-454-4111, 354-1711,3  
FAX : 031-457-710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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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세계의 중심, 품질 좋은 제품 개발에 대원이 있습니다!

대원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원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TEST PLUGS(수밀, 수압, JOINT TEST, 

관보수용기기, 하수관용 고무링 등)을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하여 

국내 및 세계의 어디에서도 사용가능며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개발, 제조, 

세계 최고의   제품을 목표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거검사기기를 생산 공급함으로

서 환경보존, 녹색성장에 더욱 발전된 제품 과 혁신 경영으로 소비자의 성

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RUBBER GASKETS : 상, 하수도관 및 맨홀용GASKET

•RUBBER PACKERS : 비굴착 보수용PACKER

 (현장조건에 따른 지름 및 길이조절 가능)

•RUBBER TEE(PERFECT TEE) : 맨홀의 접속부, 본관과 가지관의 연결용

•PNEUMATIC SEWER PIPE PLUGS

•특허진행 : INTERCHANGE BY-PASS PLUGS

•TESTING EQUIPMENT

   - (TEST BAND, SMOKE TEST, VACUUM TEST, AIR - LOCK TEST)

•SMALL HANDLE GRIPPER PLUGS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9001 : 2010 제품인증

•기술혁신 INNO-BIZ 기업 인증

•관검사용밀폐시험기기 : 실용신안및의장 8종

•하수관접합용패킹 의장등록 11종

•고무접속구 : 2002-9895 실용신안 2종

•차집관거용 물우회용기기 특허출원중

•매입형 고무링 디자인 의장등록 출원중

•콘크리트 맨홀블록용 고무링 디자인등록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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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❶  RUBBER GASKETS (맨홀 및 상하수도관용 고무링)

-  수도용고무(K.S M6613-2007)로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K.SM6518-2006)의 규정에 준하는 생산

-  매입형고무링 개발완료 양산공급중

-  생산설비 증강으로 체계적 공정관리 및 높은생산성 

유지

➋ RUBBER PACKERS (보수용 PACKER)

- 하수관 굴착 및 비굴착보수시 사용

- 보수공법별 구경, 길이 및 고무두께 조절가능

-  우수한고무재질 과 작업시 양측면 체파지사용 안전

하고 완벽한 보수공사 가능

➌  SMALL HANDLE GRIPPER PLUGS (소형 핸들그립 

플러그) 

-  중, 소형 파이프의 약한수압등(오물유출, 폐기물, 통

풍등)에 손이나 간편기구등으로 간단히 물을차단 또

는 우회시켜 작업구간에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

는 제품

➍ 특허진행 : Multi By-pass pipe 교체용

-  기존의 물우회용기기는 한가지의 Pipe만으로 물을 

우회하는방식이었으나 본개발품은 물의 량에따라 

By-Pass Pipe의 교체가 손쉽게 가능하여 보다 편

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➎  TESTING EQUIPMENT (AIR LOCK TEST & VACUUM 

TEST)

-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경간과 이음부의 접

합 및 크랙결함등을 검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실시하며 맨홀의 경우 파손등을 우려하여 공기

압시험에서 제외한다.

-  부압시험은 본관 및 맨홀의 침입시험(물, 공기의 맨

홀로 역입)으로 맨홀에 부공기압시험을 하여 시간

과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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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3

회사명 (주)대한계기정밀

대표 유영희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250-

10

연락처 

TEL : 031-983-5721~2 
FAX : 031-983-572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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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계량계측산업의 선두주자 !

최고의 품질, 고객만족 친화경제품을 추구하는 기업

(주)대한계기정밀은 주물, 사출제작 및 가공 등 직접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수도미터기, 디지털전자식미터기, 적산열량계, 세대별 및 일체형 감압

밸브를 생산하고있는 전문적인 수도계량기 제작업체입니다. 

최상의 품질우선, 고객만족의 품질경영 믿음을 주는 일류기업을 실현코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약100여종의 형식인증 획득을 비롯 다수의특허(역

류방지용수도미터) 및 실용신안을 획득하여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 등

록되였고 또한 KS표시인증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산업사회속에서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며 수도미

터기의 전문업체로서 계량계측산업 발전의 받침이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최고의 품질과 고객만족의 품질경영 및 고객의 믿음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이번 

2013 WATER KOREA 국제상하수도전시회에 참관하시여 격려해 주심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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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습식수도미터 (접선류익차형)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대형 수도미터기 (수직월트만식) ·수도앵글 감압밸브 일체형

·세대별 수도용 감압밸브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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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역류방지용 수도미터기 (스윙식, 슬라이드식)

·디지털 수도미터 역류방지용 무소음기능 복갑식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적산열량계

·스테인리스 수도미터기

➊ 동파방지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무소음기능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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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부위 파손피해를 최소화 시킴)

·사용자의 주문사양 선택 용이(일반형, 역류방지 겸용형)

➋ 대형 수도미터기(수직월트만식) 

80, 100, 150, 200, 250㎜

·유량범위가 넓고 압력손실이 적음

·가볍고 견고하여 취급이 용이함

· 수도미터 몸체와 커버는 모든 환경에 보호될수 있도록 

실리콘 코팅 처리함

➌ 디지털 수도미터 역류방지용 무소음기능 복갑식

· 전자부 상하케이스를 초음파 용착하여 이중 완전방수

구조로 지시창에 습기가 차지않음  

· 정방향, 역방향 흐름여부 밧데리잔량여부 등 지능형 자

가지단기능 표시

· UARP-DATA통신방식으로 옥외검침, PDA검침, 무선

원격검침 등에 활용할수 있음

· 역류방지 디스크 양면에 특수고무 코팅하여 물흐름시 

소음을 완벽하게 방지하였습니다

➍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신제품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체택제품)

· KS 한국표준협회 냉수용 수도미터(KS B 50049-1호)

· 수도미터 상부에 특수캡을 부착하여 일반적인 공구로

는 해체할수 없도록 하여 도수방지 및 조작방지를 사

전에 방지하였음

➎ 스테인레스 수도미터기(역류방지 무소음기능 신제품)

· KS 한국표준협회 냉수용 수도미터(KS B 50049-1호)

· 계량기 내부에 녹 및 부식에 의한 스켈링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생안전기준에 매우 적합한 수도계량기

➏ 수도앵글 감압밸브 일체형

· 수도앵글밸브 + 감압밸브로서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

이하며 시공이 간편하다

· 수도앵글밸브 하단에 연결체결 너트가 360도 회전기

능을 첨부하여 좁은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다

· 감압밸브 기능을 직동식으로 제조되어 급수시 압력손

실을 방지할수 있으며 친 환경니켈도금 처리되어 있어 

부식성에 강하며 음용수 사용에 적합하다

➐ 세대별 수도용 감압밸브(직동식)

· 급수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기기나 배관을 보호한다

· 세대내에 유입되는 급수압력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트러블을 방지한다

· 순간적인 강한 압력에도 Disk(직동식)가 변형없이 배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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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수 있다

➊ ➋

➌

➍

➏ 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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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6

회사명 대한센서 주식회사

대표 최용성

주소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94-2

연락처 

TEL : 02-2213-9888 
FAX : 02-2245-3482
홈페이지 

http://www.dh34.com
e-mail 
master@dh34.com

| 회사소개 | 

대한센서 주식회사는 1993년 4월에 창립되어 액위 조절 센서를 제작, 판매

하는 수위계 전문회사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성능을 인증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과 현장 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신제품을 개발

하고 소비자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처리 현장과 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

동 지역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9001 기업인증

- 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

- CE유럽인증

- RoHS 환경인증

- KC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플로트식 소형레벨 (DLF-1/2/3, DLF-시리즈)

- 초음파 수위계 (DU-03/05/08, DU-03-B, DU-08-L)

- 플로트식 레벨 (DT-300, DT-600, DGL-200)

- 초정밀식 레벨 (DPS-500L)

- 정전용량식 레벨 (DCAL-100S)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수자원공사, 수자원기술, 상/하천, 상/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SDI, LG디스플레이, LG전자,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아파트, 빌딩, 공장 등의 각종 수처리 현장 및 시설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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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트식 소형 제품

초음파 수위계 제품

플로트식, 초정밀식, 정전용량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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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동문이엔티(주)

대표 송요일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 501,503,505호

연락처 

TEL : 02-890-3591            
FAX : 02-890-359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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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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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기, 유속계, 유량측정장비, 온라인 측정장비 등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개·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대행업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서비스

를 통한 고객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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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모니터링 시스템(수온, 용존산소, pH, SS, 탁도, 전기전도도, 총인, 총질소, 

총유기탄소(TOC) 등)을 구축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승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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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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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

•2011.02. 소프트웨어 사업등록

•2011.06 정보통신공사 면허등록 ISO9001:2008 / ISO 14001:2004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대장균 검출/ 모니터링 솔루션

   •적용분야 :  강/호수, 폐수, 해수욕장 및 식품/음료 공장-수질 속 대장

균 빠른 시간내에 검출(cfu/100ml)

   •저렴한 비용 및 휴대/설치가 간편

   •총대장균, E.coli, 내열성 대장균 등 검출가능 

   •설정변경용이, 조기경보 기능-탁도(NTU) 동시측정 가능

Booth No. E-4-2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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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분야 :  강/호수, 폐수, 배수지, 워터파크, 해수욕장, 

식품/음료 공장 등

➋ 생물독성 모니터링 시스템

   •5000종 이상 화학물질 테스트 완료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생태독성 모니터링

   •수천여가지의 독성물질 검출

   •기타 수질측정항목(TOC, 탁도, 전도도 등)과 같이 

통합하여 동시모니터링 가능

   •기기 작동이 간편하고 유지관리 쉬움

   •취수장, 정수장, 하·폐수 처리장 등에서 독성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관리

➌ 온라인 중금속 모니터링장치

   •특허 받은 콤팩트 전기화학 셀 사용

   •전량분석적, 전위차계식, 전압전류식 측정장치

   •넓은 농도범위의 중금속 동시 측정가능

   •다양한 샘플에서 미량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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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수질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TOC, COD, 전도도, 잔류염소, pH, 탁도, NH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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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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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3-1

회사명 (주)동서라인텍교역

대표 이해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경기벤처빌딩 515호

연락처 

TEL : 031-932-4700 
FAX : 031-902-471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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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공정 및 제품의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2년 창립 이래 무인 자동화  

분석 시스템의 최고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에서의 분석 자동화를 비롯하여 

수질 및 대기의 무인 분석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분석에서 벗어나 공정의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분석 제품의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 산성우 분석 장비(출원번호: 10-2011-0127420)

2010 기업 부설 연구소 등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무인 자동화 분석 장비 (산 염기, 일반 수질 및 특수 분석, 산성우 분석)

·무인 자동 농도 조절 장비 (도금 용액, 현상액등) 

·전자동 적정 장비, 색상 장비, 슬러리 농도 분석기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서울시 대기 중의 이온 분석 장비 및 산성우 분석 장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중의 이온 분석 장비

·서울시 상수도 연구원 부식도 측정 장비

·서울시 및 부산 정수장 페놀 자동 분석장비

·인천시 대기 중의 이온 분석 장비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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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4

회사명 디에스워터(DS WATER)

대표 장대웅

주소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16-35

연락처 

TEL : 031-366-9822~4 
FAX : 031-366-982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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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디에스워터는 수도미터, 산업용수량계, 순간유량계 등을 생산 및 판매하

는 전문업체입니다. 디에스원터는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으며,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에스 워터는 앞으로도 축척된 기술과 합리화된 경영하에 끊임없는 연구

와 개발 그리고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사회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기

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 9001 / 1400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벤처기업확인서

- KS 제품인증서

- 우수제품마크 인증

- 표창장 (제74711호)지식경제부상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도미터

- 대형수도미터(친환경수도미터)

- 스테인리스 소재로 무독성, 유해화학무반응, 내부식성이 강함

- 밀페봉인된 지시부로 수포현상 완전 제거

- 유체역학에 의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회전ROTOR를 적용

- 지시부 360도 회전가능한 구조로 검침이 용이

- 소형수도미터

➋ 통합유수관리시스템(TM/TC)

- 블록별 유수량, 수압을 감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

- 수용가 사용량 비교 가능으로 누수예상지역 판단 용이

- 관망 전산화로 노후 관 교체시 우선 순위 가능

- 누수 의심지역 DB화로 누수탐사 예산절감

➌ 초음파 및 전자유량계

•초음파

- 설치가 쉽고 유지보수비가 적다

- 초음파 직접 발사로 강한 신호

- 비교적 정확한 유량측정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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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lect로 설치시 시간차가 2배로 증가되어 정밀

도 향상

- 센서부위에 홈이 없어 유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전자유량계

- 휴대용 PDA를 이용, 적외선 DATA통신기능

-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의 적산유량 31일분을 순차

저장

-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인터넷으로 검색가능

-  모든 액체의 측정이 가능(상하수도, 식품액체, 화학

액체, 슬러지, 냉각숫 등)

➍ 열량게 및 온수미터

➎ 오일미터

➏ 산업용 수량계

➐ 지하수용 계량기

➑ 식품,화학용 유량계

➒ 소방용 순간 유량계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김포시, 화성시, 시흥시, 강릉시,

태백시, 사천시, 통영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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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9

회사명 (주)레오테크

대표 최석준

주소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701호

연락처 

TEL : 070-7093-0610 
FAX : 032-623-7880
홈페이지 

http:// www.leotek.co.kr
e-mail 
csj@leotek.co.kr, jhyi@leotek.co.kr

| 회사소개 | 

(주)레오테크는 2004년에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현장을 원격으

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무선 원격감시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원격검침 시장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창사 이래 무선통신 시스

템을 활용한 관련 분야를 개척하며, 첨단 실용 기술을 회사의 성장 기반으

로 여기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 연구 및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

를 통하여 RF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424㎒방식에서 2.4㎓ 방식을 거쳐  

현재 지그비 방식 및 900MHz대역 USN 기반의 무선 통신 기술까지 보유해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주)레오테크의 주력사업으로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수율 제고시스

템, 수압 관리시스템 등 주로 공공재인 수자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무선

단말기 및 통합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은 검침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수도 계량기의 사용지침을 직접 눈으로 확

인해 기록한 후 사무실에서 각 수용가의 사용량을 계산, 요금을 고지해 오

던 것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점검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

다.  또한 유수율 제고 시스템은 각 수용가까지 상수를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배수 관로에 설치된 유량계의 계측량을 통합센터에서 원격 관리하

고 그 사용량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주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써 유수율관리

를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UN 지정 물 부족 국가인 만큼 수

자원 관리는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 요소입니다.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에

서는 이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레오테

크는 관련 핵심기술 보유를 통하여 IT 융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공급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기술개발을 상용화를 통

하여 고용창출을 매출확대 등 지역경제에 일조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RF 무선통신 단말기에 이를 응용한 상수도, 가스, 산업기기용 원

격관리 시스템분야에 사업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과 유수율 제고시스템은 상수도 선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산업 기

술이기 때문에 관련분야에서의 핵심기술 보유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에 역

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우수조달물품지정, 벤쳐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천시비전기업, 인천시

유망중소기업, ISO14001, ISO9001, K마크인증, GS인증, EPC인증, 인천시

품질인증, CE인증, 특허등록9건, 특허출원 2건, 실용신안 1건, 프로그램등

록 2건, 디자인등록 2건, 상표등록 4건 등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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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원격검침시스템(조달우수제품지정: 나라장터쇼핑몰등록)

➊ 원격수집기(표시형)

-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에 설치하여 계량기의 사용량을 적산하고 표시부로 DISPLAY함

-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격중계기의 검침 요청 신호를 받으면 계량기의 사용량을 해

당 요청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격중계기로 송신

➋ 원격수집기(일반형) 

-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에 설치하여 계량기의 사용량을 적산함

-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격중계기의 검침 요청 신호를 받으면 계량기의 사용량을 해

당 요청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격중계기로 송신함.

➌ 원격검침기(PDA)

-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와 연결 설치된 원격수집기에 검침요청을 송신하고 원격수집

기로부터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소블럭 원격중계기 및 대블럭 원격집중기의 기능 설정 및 운영관리

➍ 원격집중기

-  하위 소블럭을 담당하는 각 원격중계기로부터 소블럭 단위로 수집된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수신한 대블럭 전체 계량기의 사용량을 중앙센서 서버로 송신함(CDMA 이동통신)

➎ 원격중계기 

-  소블럭 내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와 연결 설치된 원격 수집기에 검침요청을 송신하고 

원격수집기로부터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수신한 소블럭 전체 계량기의 사용량을 상위 대블럭 원격집중기에 데이터 송신함

➏ 원격수압감시기

-  하위 소블럭을 담당하는 각 원격중계기로부터 소블럭 단위로 수집된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수신한 대블럭 전체 계량기의 사용량을 중앙센서 서버로 송신함(CDMA 이동통신)

2012.11월 글로벌 S/W공모대전 은상 및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GS인증제품 (나라장터쇼핑몰등록)

➊ 통합소프트웨어 (AquaUnited V3.0)

-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서버 및 원격 감시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유수율 제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량, 적산, 압력의 계측 값을 감시하고 원격검

침 수용가 및 수기 검침 수용가의 검침값을 관리 할 수 있는 관망관리에 최적화된 프로

그램으로 GIS 기반유량계, 수압계, 수용가검침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배수관망 전체

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관리함.

-  패키지구성 : 유량계관리모듈, 원격검침관리모듈, 수압계관리모듈

- 모듈별로 선택적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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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3

회사명 (주)리테크

대표 권진희

주소 

본사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421-9

서울지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e-BIZ Center 303호

연구소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62-4

연락처 

TEL : 054-383-7181 
FAX : 054-383-7188
홈페이지 

www.letech21.co.kr
e-mail 
letech@letech21.co.kr

| 회사소개 | 

당사는 1999년 설립 이후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각종 수처리 

설비에 운영되는 수질 계측기기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안

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의 호응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99년 10월 리테크 설립

- 2000년 01월 초음파 수위계, 초음파슬러지계면계 제품 출시

- 2003년 11월 초음파 개수로유량계 제품 출시

- 2008년 04월 실용신안 등록 (진동형 초음파 센서)

- 2009년 06월 다중빔 슬러지농도계 개발

- 2010년 03월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증

- 2010년 10월 특허등록 (원격진단복구서비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2010년 12월 특허등록 (전기처리와 초음파반응기 하, 폐수처리 장치)

- 2011년 05월 특허등록 (멀티 초음파 농도 측정장치)

- 2012년 12월 레이더 수위계 개발

| 주요사업 | 

•수질계측·분석기 제조업

- 수질계측기(초음파 수위계/계면계/농도계/유량계, 레이더 수위계)

- 수질분석기(PH, DO, SS, MLSS, MULTI)

•시스템 사업

- 상·하수도 관련 수처리 분야

- 시설통합운영관리, 재난관리, 전력, 냉난방, 조명 자동화 분야

|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최근 주요공사) |

•2011.01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 수질계측시스템 구축

•2011.04 군위 하수처리장 통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2011.05 김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프로세스제어시스템 구축

•2012.01 영천 청통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2012.01 경주 광역상수도수수사업 보황배수지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2012.04 의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통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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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품 | 

➊ 결로 방지용 초음파 수위계

방식 초음파 펄스반사방식

정도 ±0.2%

출력 Analog, RS-485, Profibus

표시 LCD액정(Level, 전류Trand, Echo, Graph)

센서 결로 방지형(라운드 구조의 진동형)

*실용신안 : 결로방지 라운드 진동형 초음파 센서

➋ 초음파계면계

수처리산업의 공정 자동화운전에 필수적인 계면(높이)값

을 계측하는 제품

*특허 : 멀티 초음파 농도 측정장치

➏ 레이더 수위계

레이더(극초단파, 5.8Ghz)를 이용하여 정수장, 하수처리

장 등에서 온도변화, 거품, 수증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노이즈없이 수위(높이)를 정확하고 안정되게 측정

➌ 초음파유량계

수처리산업의 공정 자동화운전에 필수적인 유량(부피) 값

을 계측하는 제품(파샬플롬 또는 웨어 방식)

➍ 수질분석기

·수소이온농도(pH), 산화환원전위차계(ORP)

·활성슬러지농도계(MLSS), 부유물농도계(SS)

·잔류염소, 탁도 등

➎ 부단수 스마트형 초음파 멀티빔 농도계

·멀티빔 자동전환 방식(1Mhz ~ 3Mhz로 동작)

·부단수 방식으로 센서 세정 시 탈착이 용이함

·멀티빔(4CH) 방식으로 계측 에러 최소화

·한국수자원공사 구매조건부 제품(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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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6

회사명 비엘프로세스(주)

대표 홍금용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883) 에이스평촌타워 1312호

연락처 

TEL : 031-345-8200 
FAX : 031-345-8202
홈페이지 

http://www.blprocess.co.kr
e-mail 
info@blprocess.co.kr

| 회사소개 | 

비엘프로세스(주)는 기존의 총질소 총인, 유기물분야의 총유기탄소 뿐만 아

니라, 각종센서를 이용한 응용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망(하천, 호소, 해양 등) 분야와 각종 처리장(정수장, 하수처리

장, 폐수처리장) 과 초순수사업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Best 

Quality & High performance!! 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제품의 

공급 및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비엘프로세스(주)는 그동안 현장의 운영경험과 다양한 장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경험을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이라는 

목표아래 국산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09년 기업부설연구

소의 설립과 함께, 보다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시스

템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시스템의 공급,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전국적인 네트워크

의 안전한 구축, 장기적인 기술자립도의 강화를 통해 고객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오존하이드록실 라디칼과 자외선 퍼셀페이트법을 조합한 총유기탄소분

석 방법 및 장치-특허제10-1014213호(2011.02.07.)

· 총인 총질소 측정장치 및 방법-특허제10-1194333호(2012.10.18.)

기타 인증서

· 벤처기업확인서(2011.11.18.)

· ISO 9001:2008(2011.07.08.)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온라인 수질 자동 측정기기(PowerMon)

·주요 측정 항목

- Kolorimeter :  PO4-P, NH4-N, NO3-N, Al, Mn, CN, Cr, Fe, Silica, 

Hydrazine, etc.

- Ionometer : NH4-N, NO3-N, F, Cl, Na, etc.

- Titrometer : Hardness(Ca, Mg), Chlorine, Alkalinity, H2O2, etc.

➋ 온라인 총유기탄소 측정기기(StarTOCUV, StarTOCDual)

·분야에 따른 최적의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StarTOCDual : 이중산화방식을 이용한 산화력을 극대화한 시스템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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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중금속 측정기기 

·측정 항목 : As, Au, Cd, Cr, Cu, Fe, Hg, Mn, Mo, Ni, Pb, TI, U, Zn, etc.

· 전처리 시스템을 장착하여 간섭물질에 대한 영향 최소화 시스템

(OVA7000,OVA5000)

· 표면 plating을 통한 다양한 항목 분석 가능

(OVA7000, OVA5000, PDV 6000plus)

➍ 온라인 수질 독성 모니터링 측정기기 (MicrotoxⓇ CTM)

·감지 항목 : 독성 금속, 살충제, fungicides, 제초제, 

염소화 용매, 산업용 화학 물질, algal 독소 등

·연속 측정이 가능하므로 독성 유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➎ 침지형 온라인 센서(BlueSense)

·측정 항목 : pH, DO, Conductivity, Chlorine, ORP, Temp., etc.

·하나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두 항목 이상 측정가능

·터치 LCD 스크린 장착

·SD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실시간 저장 가능

·Firmware upgrade 가능

➏ 수질 온라인 다항목 측정 시스템 (MPS)

·하나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다항목 측정 및 제어 가능 시스템

·100개의 외부센서 연결 가능

·수년이상의 데이터 저장 기능 탑재

·Flow through 방식을 사용하므로 샘플 소비량 최소화

➐ 트리할로메탄(THMs) 측정기기(MS 2000 THM Monitor)

·소독부산물 THM 온라인 자동 측정기기

·무시약, 비접촉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 보수 편의성 극대화 시스템

| 사업 분야 |

·수질 측정망 

·하·폐수 처리시설 : 공정 모니터링 및 수질 TMS

·정수처리시설 : 원수 및 공정 모니터링, 처리수/급배수 모니터링

·발전소 : 공정 및 처리수 모니터렁

·산업 설비 : 공정 및 처리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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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2

회사명 삼보과학(주) 

대표 김원경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18-221

연락처 

TEL : 02-2665-8800  
FAX : 02-2667-003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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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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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연구, 특허 제 0330647호)

2000 원사(yarn) 수축율 시험기 개발 및 출시

2001 입자계수기용 Online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62357호)

2002  플록 크기 & 분포 측정시스템(Floc Size Analyzer)용 Sampler 개발 

및 출시(특허 제 0497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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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42262호)

20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인증.

2010  정수처리용 응집제 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특허 출원 

(특허 제10-0964895호)

  제지공정용 온라인 Cation Demand 측정 Dual시스템 OCDS-Dual

개발 및 출시. 

2011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약 20억 규모 연구개발 프로젝

트 획득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미세공 측정 장비 - 특허 제 03360647호

•입자계수기를 이용한 정수장의 역세척 제어장치 - 특허 제 0462357호

•플록검출용 입자계수시스템 - 특허 제 0497184호

•자동 무인 응집제 투입 제어장치 - 특허 제 10-0742262호

• 응집제 투입률 장치의 자동세척 시스템 및 그 세척방법   

특허 제 10-0956271호

• 정수처리용 응집제 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특허 제 10-0964895호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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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정수처리용 온라인 응집제 주입률 자동제어 시스템 

(CAST-V2)

• 하수처리장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 및 제어 시스템

(SW-CAST)

• 온라인 입자계수기(Online Particle Counter : Water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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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ometer)  

| 국내외 주요공사 및 납품실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뚝도 정수

센터, 광암 정수센터, 영등포 정수센터, 강북 정수센터, 

구의 정수센터, 암사 정수센터),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김

포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 대구시 

문산정수장,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공촌 정수사업소, 밀

양정수장, 전남 영암 하수처리장, 충북 오창 폐수종말처

리장, 충북 오창 하수종말처리장, 전남 장성 하수처리장 

외 다수 하·정수사업소

CAST V-2

온라인 응집제 주입률 자동제어 시스템

FEM2002

이동식 온라인 여과효율 측정 시스템

FSA2002

플럭 크기 및 분포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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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7

회사명 삼성계기공업

대표 김진택

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5

연락처 

TEL : 031-459-0674  
FAX : 031-459-066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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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당사는 수도미터, 유량계, 계측관련기기 생산, 공급 및 계측제어 시스템사

업 전문회사입니다.

첨단기술개발과 설비의 현대화를 추구하여 특허 획득 및 실용신안, 의장등

록 출원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이래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

품을 생산, 제공하여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회사, 고객을 사랑하는 회사로서 적극적이고, 진

취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존과 삼성계기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 9001, 14001,  KS인증,  KC인증       

- 벤처기업지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정(INNO-BIZ)     

- 수도미터 특허 2, 실용신안 2 

- 전자유량계 실용신안1, 디자인등록2        

- 전자유량계 특허 1 (다중변환 주파수방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전자유량계 - 초음파유량계

- 파샬프롬 유량계 - 기준유량계

- 계측기기 - 수도미터 (기계식, 전자식)

- 이미지 촬상식 원격검침 시스템

- 통합 감시제어 / 유무선 원격제어 / 수처리 계장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➊ 전자유량계

SSM100 / 300 / 310   

- 다중변환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특허인증

-  실시간 제어프로그램으로 동작중에서도 Key 조작가능 (Real Time O/S)

- 수소분위기 열처리소재 자계발생용 진동자 사용

-  미세한 ±교번전압 인가로 전극의 피막 코팅현상을 제거  

(측정감도의 저하가  없음)

- 4~20㎃, Pulse, RS232C, RS485통신 출력기능

- Data Logging기능 내장, IP68 등급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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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초음파 외벽부착식 유량계

MCFM-1000(1패스) / 2000(2패스)   

- 듀얼 CPU 사용에 의한 성능향상

- 한글메뉴 사용에 의한 사용 편리성 향상

- AGC회로 및 자기진단을 통한 기포량 측정 가능

-  PC통한 원격조정 및 오실로스코프 기능으로 유지

보수가 편리함

➌ 초음파 다회선 유량계

MUFM-1000(만관일반용) / 1100(만관구역용) / 2000(비

만관용) / 3000(개수로용)

- 직관부유지가 어려운 현장에서 측정오차를 최소화.

- 출력방식 다양화 및 저장갯수 대용량

- 다양한 이력체크로 인한 유지관리 편리성

➍ 파샬프롬 유량계

SSP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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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지형,부단수직접

시공이 가능

➎ 기준 유량계                                           

-  비교유량 시험용 측정기는 수도미터를 현장에서 비

교시험 할수 있는 휴대용 장비

- 조작과 설치가 편리함. 

-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검사함으로 불신이 해소되고,

기준유량계 1대로 3가지(13mm, 20mm, 25mm) 규격

검사가 가능한 실용적인 장비임.

➏ 수도미터

- KS, KC 인증 제품

- 친환경 수도미터 (MW 15 ~ 50mm)

-  인체에 무해한(위생안전기준) 황동원료를 사용하여

외갑(Housing)을 제작한 수도미터로 부가기능으로 

역류 방지 및 동파방지 기능도 부가할수 있음.

➐ 전자식 수도미터

- 형식승인제품 (100 mm)

-  다중변환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유량측정이 정

확함.

-  실시간 제어프로그램으로 동작중에서도  Key 조작

가능(Real Time O/S)

-  4 ~ 20㎃, Pulse, RS232C, RS485통신 출력기능

- Data Logging기능 내장

➑ 이미지 촬상식 원격검침 시스템

- GARAMI

수도미터에 이미지촬상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태블릿PC를 통해 수도미터의 지시부를 원격 촬상한 

후 촬상된 이미지를  검침값으로 변환하여 Wi-Fi를 통

해 서버로 검침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도미터 분야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이다.

통합 감시제어 / 유무선 원격제어 / 수처리 계장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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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6-2

회사명 (주)서용엔지니어링, 

 (주)서용아쿠아솔루션

대표 박철한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09 

U-TOWER 1713호

부산 공장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內 

1493-10번지

연락처 

TEL : 031-627-2080 
FAX : 031-627-2090
부산 공장

TEL : 051-831-6171~4 
FAX : 051-831-6175
홈페이지 

www.seoyong.co.kr
www.syaqua.co.kr
e-mail 
seoyong@seoyong.co.kr

| 회사소개 | 

살아 있는 물, 살아 있는 기업, 물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기업, (주)서용

(주)서용은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수도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

는 일류 기업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수한 성능의 전자유량계를 개발·

공급하고 국내 최초로 600mm까지 교정 가능한 테스트 설비를 구축하여 

외국산이 주도하는 국내시장 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

니다. 이는 설계, 제조, 판매, 설치, 유지관리 및 A/S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로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

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시장에 적용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G-Best“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연

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상수관망에서의 재난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현황에 맞는 사업

을 제안하고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많은 예산으로 수행 되어오고 있는 상수도 관망의 진단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망 진단에 선진 기법의 관로 노후도 진단 장비

와 밸브 유지관리 장비를 시설 관리에 적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참여·진

행하고 있으며, “관망기술진단”, “블록구축 사업” 등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

을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초일류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9001 - 벤처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우량기술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 실용신안 4건 - 특허 3건(전자유량계 영점보정기능 외)

- 국제공인교정기관(KOLAS) - 조달청쇼핑몰등록

- INNO-BIZ(기술혁신 중소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전자유량계의 

영점보정장치 특허증

국제공인교정기관 위생안전기준인증서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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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전자유량계: EF-501(분리형),  EF-500(일체형)

-  세계 최초의 USB포트 채택    

(연결 시 데이터 자동 다운)

- 원격단말장치(RTU)내장 및 Modbus 지원     

- 유수율(유량, 압력)분석 프로그램 제공

- 블록 전자유량계 최다 납품실적

- 수압 또는 온도(옵션) 동시표시 및 저장

➋  다지점 디지털 상관식 누수탐지기(모델:Enigma) - 대

구경/비금속용

-  넓은 탐사구역을 한번의 작업으로 누수포인트까지 

탐사해내므로 기존 누수탐사 공법에 비해 소요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

-  디지털 방식으로 음을 분석하므로써 주위의 소음에 

영향을 받지않고 정밀한 탐사가 가능하며, 다중 누

수의 경우도 정확하게 모든 위치를 탐지한다. 

➌ 디지털 전자식 누수탐지기(모델:DNR-18)

- 디지털 전자식 누수탐지장비 중 최신 제품

-  노이즈제거기능: 차량통과음, 각종충격음, 발자국소

리 등의 일시적 노이즈를 제거하므로 누수음만을 청

음할 수 있다.

➍ 밸브진단 및 유지관리 장비(모델:ERV-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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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➎ 부단수관 내시경 카메라(모델:SIC-20, SIC-30)

부단수로 관로내를 촬영함으로써 관로의 노후도 정도를 

알 수 있다.

- 새들, 점검구, 공기변을 통해 삽입

- 80mm이상, 0.75MPa이하 가능

밸브진단

부단수관내시경조사 화면

부단수관내시경카메라 SIC-20, 30

전자유량계 상관식누수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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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5

회사명 (주)수로텍

대표 정성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727(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연락처 

TEL : 031-749-6970 
FAX : 031-749-697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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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수자원 관리 통합 Solution 전문업체

주식회사 수로텍은 1994년 설립이래 환경관련 자동제어/계측기기 및 감시 

기술분야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으며, 동시에 수자원 관련 솔루션 전문 업체

로 거듭 변모하기 위해 수자원, 수질, 환경 및 방재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 자체 통합 수자원 솔루션을 가진 명실상부한 물 관리 및 수자원

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융합한 전문업체입니다. 

물 관리 전문가와 ICT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국

가 연구 사업과 학교, 전문기업,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물 전문

가 집단인 Human Network를 구성하여 미래에 대한 수자원과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및 재적재산권

·지아이에스를 이용한 재해 상황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10-899243

·지아이에스를 이용한 지역별 안전도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10-755890

·지아이에스를 이용한 지역별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시스템 및 그방법

-특허10-0729390

·통합형 하수관거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10-0538445

·웹기반 하수관거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특허10-0490292

·관거정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10-0473112

기타인증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메인비즈/ISO9001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자원 모델링 분야

- 도시지역 유출 수질해석 모형 프로그램

- 산간지역 강우-유출 모형 프로그램

➋ 방재 분야

- 지역 안전도 진단 시스템

- 재해상황분석 시스템

- 이상홍수 취약성 분석 시스템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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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환경 분야

- 수문제어를 통한 초기우수 제어 프로그램

➍ 상하수도 분야

- 하수도 관망관리 프로그램

- 상수도 정보관리 프로그램

➎ 지원 S/W 

- 원격호출제어 프로그램 (interactive TM/TC)

- 지능형 원격제어장치 (smart RTU)

➏ R&D 분야

- 비점오염 저감 사업

- Smart Water Grid 지능화 연구단 사업

-  화재원인 추적기술을 활용한 USN 기반 유부선 통합 실시간화재 관제 

시스템 개발 사업

➐ 환경계측기기 분야

- 유량계 : 벤츄리플륨식 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 수질계측기기(TN/TP, DO, MLSS 등)

-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등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풍기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및 계측제어설치

·유량조사사업단 자동유량측정시설 실시설계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광교지구 5.6단계 계측제어설비구축

·청라 U-City 상수도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남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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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15

회사명 SWAN Analytical KOREA

대표 백현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안양 메가벨리 512호

연락처 

TEL : 031-420-5963 
FAX : 031-420-596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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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희 SWAN ANALYTICAL KOREA 

CO.Ltd는 발전소, 반도체공장, 정수장과 수 처리 설비 내 수질분석장비를 

공급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품질혁신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SWAN ANALYTICAL KOREA CO.Ltd는 선진

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

력과 적극적인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WAN ANALYTICAL KOREA CO.Ltd는 지식경영을 바탕으

로 혁신의 틀을 확립하고, 창의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며, 유리경영으로 고객

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가까

운 미래에 수질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

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 잔류염소 연속측정기(AMI TRIDES) 형식승인

- 탁도 연속측정기(AMI TURBIWELL) 형식승인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On-line Instrumentation for Water, Wastewater, High Purity Water 

and Steam

- Ammonium    - Chlorine/Ozone/ClO2 

- Conductivity/Resistivity/Pharma - Hydrazine/Carbohydrazide 

- Nitrate     - Oxygen (dissolved) 

- pH     - Phosphate 

- Redox (ORP)    - Silica 

- Sodium     - Turbidity

- TOC

➊ Monitor AMI Trides (잔류염소측정 분석기-Amperometry법)         

-  hypochlorous acid,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와 같은 살균제 측정을 위한 전류방식의 분석기

-  수영장 및 식수에서의 자동 및 연속적인 살균제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프

로세스 제어 시스템

·잔류 염소 측정 시, 실시간 pH 보상을 위한 선택적 pH 측정

(주)스완 아나리티칼 코리아

계측·계량·
분석 등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Water Korea  •  257

·시약 사용 없음 소모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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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Analyzer AMI Codes-II (잔류염소측정 분석기- DPD법)

-  free chlorine, hypochlorous acid,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 and monochloramine와 같은 살균제 주

입제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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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약통, 시약주입 시스템, 반응기, 유량조절기, Photometer, 측정과 전기제어를 포함하는 완벽한 시

스템 구축

·온도 보상에 따른 통합적인 pH 측정

· 살균제 및 pH제어를 위한 모든 일반적인 주입 장치는 릴레이 또는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통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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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Monitor AMI Turbiwell (비 접촉식 고 정밀 탁도계) 

-   폐수 및 수 처리 시설, 깨끗한 물, 식수 등에서 탁도의 연속적인 측정을 위한 ISO 7027(EN 27027, DIN 

38404)에 기반한 고정밀의 탁도계

·시료의 배출을 위한 밸브 및 챔버  

· 시료의 기포 형성 예방을 위한 시료가스 제거기의 선택적 사양

·품질 보증을 위한 고정밀 표준 규격 채택

·측정 범위 :  0.000 to 200.0 NTU with a precision of ± 0.003 NTU or 1% of reading

➍ Chematest 25 (휴대용 측정 장비)

-  응집제 및 시아누르산과 살균제 (free and total chlorine, chlorine dioxyde, ozone, bromine, jodine) 측정을 위한 고

정밀 Photometer의 휴대용 장비

·고성능의 통합적인 pH 센서 ·경도를 위한 적정 kit 포함

· 살균제, 용해된 철, 용해된 알루미늄, pH값과 ORP-Redox의 결정을 위한 휴대용 장비

·휴대의 경우 잘 고안된 분석 설정 ·디지털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

·DPD 방식에 따른 Oxycom 시약의 살균제 결정 ·일반과 전문가 모드로 선택적 사용 가능  

·pH와 Photometer의 결합형 마이크로프로세스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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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계량·
분석 등

Booth No. E-4-6

회사명 신우산업(주)

대표 하경숙

주소 

전북 김제시 금구면 콩쥐팥쥐로

710-19

연락처 

TEL : 063-548-4123  
FAX : 063-548-412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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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도전·창의·혁신을 통한 최고의 기술개발과 친환경 수도미터기 공급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수도자재 전문기업!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신우산

업(주)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우산업(주)은 창업 이래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시스템 등  선진관리시스

템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수도미터기와 수도 자

재를 개발·공급하여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수도자재 전문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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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C(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 수도미터,수도계량기보호통,부동전,스트레이너,연결이음관

•KS B 50049(냉수용 수도미터 제 10-0721호)

•KS A ISO 9001:2009/ISO 14001:2004

•Q-마크(O4-2011-001)

•여성기업 인증

•환경표지 인증-수도미터,수도계량기보호통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 발명특허 제 10-0428490호 하부내갑피봇트축과 기차조절장치를 포함

하는 수도계량기

•상표등록 제0624614호 F.U.W.M 무동파미터기 등록

• 발명특허 제10-0758803호 주물생산된 폐 수도미터기의 외갑체 재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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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수도미터(습식) - 역류방지,이중역류방지, 동파방지, 원격식

대형 수도미터 (월트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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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초음파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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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가 높음

·자동영점조정기능 

·기포량, 신호강도, 설치현황을 화면상에서 즉시 확인가능

·광역초음파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여 저유속에서 높은 정밀도 있음 

·유량값을 정·역방향에서 측정 가능 

·자기진단기능이 있어 유량계의 상태 즉시 파악 가능

·관경 변경시 재사용 및 휴대용으로 사용가능

·설치 및 유지보수시 유량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무단수 시공이 가능

➋ 대형 고감도 수도계량기보호통

·저렴한 공사비로 원가절감 효과

·F.R.P 제품으로 방수효과가 있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

·양생기간이 불필요하고 외부 토압에 잘 견디는 구조임

·3.2t의 무늬철판 재질의 뚜껑은 외부충격에 강함  

➌ 동파방지형 보호통 

·외부공기 차단으로 동파 예방 효과

·발포PE폼 보온재로 보호통 내부 배관 및 수도미터를 완전 밀폐하여 

   보온효과 극대화

·우수 침투에 의한 보온재 상승 및 뚜껑 이탈 방지 효과

➍ 이중역류방지 수도미터기

·수도미터기 내부에 역류방지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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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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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11

회사명 (주)신코

대표 최 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9-2 

신코빌딩

연락처 

TEL : 02-2143-8280, 02-2143-8284  
FAX : 02-2143-8353
홈페이지 

http://www.scinco.com 
http://www.sped.co.kr
e-mail 
ped@scinco.com

| 회사소개 | 

1990년 설립된 (주)신코는 국내에서는 당시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첨단 분

석기기 제조 분야에 뛰어들어 이제는 국내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신코는 세계유수의 분석기기 회사들의 제품과 이에 

걸맞는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용분야에 따라 6개의 사업

부로 나누어 첨단 제품을 제공 및 응용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 설립된   

(주)신코 중앙 연구소는 2005년 5월에 첨단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로 

확장 이전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끓임 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국내

외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SM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증규격-ISO 9001:2008/KS Q ISO 9001:2009

SM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증규격-ISO 14001:2004/KS Q ISO 14001:2009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자동수질분석기

➋ 자동화학분석기

➌ UV/VIS 분광광도계

➍ 가스측정기

➎ 디지털 녹는점 측정기, 편광계 및 굴절계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➊ 국립농업과학원, 충북/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코오롱

워터앤 에너지, KT&G 등과 같은 다수의 국공립기관에서 사용 중

➋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및 강원대학교내의 다수의 대학연구

기관에서 사용 중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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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10

회사명 신한정밀(주)

대표 전충락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92번길 12 

(734, 735번지)

연락처 

TEL : 032-865-0411  
홈페이지 

www.spic.co.kr 
e-mail 
spic@spic.co.kr

| 회사소개 | 

물과 함께 하는 저희 신한정밀은 소중한 국가자원인 물과 환경 보호를  위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은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자체생산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국가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고객여러분이 맡겨준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책임과 성실한 자세로

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한은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보다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진취적

인 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업이래로 오직 계량계측기기 사업에만 매진해온 기술력의 Know-How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주의 경영을 실현하며, 더욱 튼튼한 기업으로 성

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 인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하여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

으로 보다 편리한 사회, 보다 행복한 사회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끊임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IMS) 

INNO-BIZ 기업선정 

신제품 개발 발명부문 대통령상 수상 

장영실 과학문화상 수상

대한 국제발명전시회 은상, 동상

중소기업대상 수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유망수출기업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SBS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방영 

2011 인천비전기업 선정  

2012 대한민국 혁신 우수기업 대상수상 (한국일보사) 

발명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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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전자식 유량계, 수도미터, 난방용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가스미터, 

대형전자식 수도미터, 전자식 적산열량계, 감압밸브,

유·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전력량계

➊ 수도미터

·정밀도가 200배수까지 가능함

·동파방지형, 역류방지형, 건식, 습식, 원격식으로 분류 

· 최고의 정밀도와 우수한 내구성으로 계량범위가 넓고 

안정적임

➋ 디지털 수도미터

·정밀도가 200배수까지 가능함

· 신뢰성이 높은 자기센서를 채용하여 유량측정 오차가 

없음

· 외부에 자동원격검침을 조합하면 원격지에서 검침을 

할수 있으며 유선방식으로도 통신이 가능함(자동검침

기능)

· 수돗물이 역류하거나 이상 발생시 미터기 자가진단 기

능에 의하여 상황을 자동으로 역방향 회전을 표시함(

역류표시)

· 미터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건전지의 전압이 낮아질 

경우 경고표시를 함(건전지 전압저하 표시)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디지털 수도미터 :  15mm 100배율(역류, 동파, 3P) 외 

125건

지방자치단체 16개 

100대건설사 43개 

LH, SH공사 납품진행

·수도미터 : 15mm 100배율 외 144건

서울시, 5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46개 

납품진행

·동파방지 수도미터 : 15mm 100배율(역류, 동파) 외 23건

지방자치단체 18개 납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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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5

회사명 (주)썬텍엔지니어링

대표 손창식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803호(감전동)

연락처 

TEL : 051-329-7088 
FAX : 051-329-7087
홈페이지 

http://www.suntech-eng.co.kr
e-mail 
scs@suntech-eng.co.kr

| 회사소개 | 

(주)썬텍엔지니어링은 설립이래 ‘고객만족기술, 고객감동서비스’의 슬로건

으로 안전하고 진보된 기술로써 급변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최적

의 기술을 실현하여 환경계측제어분야의 전문기술기업으로 앞장서고 있으

며, 환경계측기 및 계측제어시스템 통합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

력으로 수질계측기, 유량계 및 환경제어계측시스템, 원격감시자동제어, 수

처리자동화시스템, 홍수예경보시스템, 해양제어계측시스템 등 계측제어분

야 선진시스템이 되는데 초석이 되고자 굳건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다 나아가 미래첨단기술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거듭나고자 동분야

의 기술영역을 보다 선진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체 기술 개발과 경영혁

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제10-0659494호 (염해방지시스템) - 2006.12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2007.04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 2007.0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부산광역시) - 2007.06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협회) - 2008.05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08.12

·특허 제10-0882800호 (원격계장계측제어시스템) - 2009.02

·특허 제10-0896044호 (수질자동측정장치) - 2009.04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2009.05

·특허 제10-0906654호 (수질 TM/TC 시스템) - 2009.07

·특허 제10-0839141호 (초음파다회선유량계) - 2009.09

·성능인증서 (계장계측제어장치) - 2009.12

·우수제품지정증서 (계장계측제어장치) - 2011.09

·성능인증서 (수질계측기) - 2012.0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배전반) - 2012.0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프로세스제어반) - 2012.0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량계) - 2012.03

·특허 제10-0785880호 (클램프온유량계) - 2012.04

·특허 제10-1135697호 (복합 센싱기술을 이용한 수질계측기) - 2012.04

·소프트웨어사업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12.04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유량계) - 2012.05

·우수제품지정증서 (수질계측기) - 2012.07

·직접생산확인능명서 (계장계측제어장치) - 2012.10

·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2.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동제어반) - 2012.10

·형식승인서 (잔류염소 및 탁도) - 2013.01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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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다항목수질계측기 Aqua2000

수돗물의 수질을 실시간 자동연속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탁도(Turbidity), 잔류염소(Residual Chlorine), 수

소이온(pH),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 수온(Water 

Temperature)등 여러 항목의 수질 및 유량(Flowrate)을 동

시에 측정하고, 또한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썬텍엔

지니어링만의 독자적인 특허기술(특허 제10-0882800호, 

GS 제08-0283호)을 적용한 수돗물의 소독능 및 불활성

화비를실시간으로 판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qua2000에 적용된 수질측정수조는 단일 일체형 멀티

샘플챔버의 구조로서 시료(측정샘플)수 유입에서 방류까

지 단일 경로의 자연유하방식으로 설계되어 최소유량(분

당 250mL)으로 모든 항목을 측정한 후 방류되는 구조로

서 기존 저류조에 의한 측정기술(분당 약 2000mL)에 비

해 측정 후 버려지는 물 낭비를 최대 10배 이상의 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고정밀수질계측기입니다.

➋ 초음파유량계 Sunny Flow

관로에 설치된 상류측의 변환기와 하류측의 변환기가 서

로 주고받은 초음파시간의 차이로 발생한 시간차를 구해

서, 배관내 다 측정선상의 유속 V를 가중법으로 측정, 유

속부분과 면적부분을 이중적분(곱)하여, 유량계수 없이 

유량을 산출하는 고정밀 유량계로 직관부유지가 어려운 

현장에서 측정오차를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➌ 계장계측제어시스템 PCMS-1000

(Process Control & Monitoring System)

상·하수처리시설, 물관리자동화 TM/TC, 재난·재해방

지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공정에서 원격지에 분산

되어 운영되는 각종 계측장치 및 수질측정장치로부터 전

송되는 신호를 수집 분석하여 이와 연동하는 외부설비를 

제어하고 현장운영상태를 영상데이터를 통해 중앙감시

제어가 가능한 통합감시제어시스템입니다. 특히 정수처

리분야에 있어 불활성화비 자동계산 및 실시간 감시프로

그램을 탑재하여 기존 현장근무자에 의해 수동으로 입력, 

계산 후 보고되고 있는 소독능 및 불활성화비를 실시간 

자동으로 분석/감시를 수행하고 계산 값에 의한 소독제 

투입량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정수처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거제연초정수장 계측제어설비(한국수자원공사)

·사천지방상수도 계측제어설비(한국수자원공사)

·추자도해수담수화시설 계측제어설비(제주수자원본부)

·송·배수시설 계측제어설비(울산상수도본부)

·진주하수총인설비 계측제어(진주시)

·축산분뇨처리시설 계측제어(밀양시)

·언양하수관거 계측제어설비(울산광역시)

·송수유량계 설치(울산상수도본부)

·배수지유량계설치(한국수자원공사)

·배수지유량계설치(양산시)

·블록감시시스템설치(산청군)

·배수지 수질다항목측정기 설치(제천시)

·배수지 수질다항목측정기 설치(양산시)

·배수지 수질다항목측정기 설치(산청군)

·배수지 수질다항목측정기 설치(울산상수도본부)

·아산정수장 수질계측시스템 설치(남해군)

·단성정수장 수질계측시스템 설치(산청군)

·구의정수장 탁도계 설치(서울상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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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6-3

회사명 씨엠엔텍

대표 홍대진

주소 

본사·공장·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30번지 

대우프론티어밸리 1차103호

부산 경남지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5-3 

메트로프라자 306호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714 1층

대구 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89-1 

쌍마빌딩 3층

연락처 

본사·공장·연구소

TEL : 031-702-4910, 789-0400  
FAX : 031-702-4911
부산 경남지사

TEL : 051-311-4990
FAX : 051-311-4990
호남 지사

TEL : 062-251-0813
FAX : 062-251-0814
대구 경북지사

TEL : 053-754-7151 
FAX : 053-754-715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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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오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인류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신뢰받는 기업

이 되고자 합니다. 전지구의 핵심이슈인 물은 먹는 물에서부터 산업용 하수

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라별로 산업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오염과 고

갈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가 유비쿼터스 환경으

로 일체화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자원의 관리 대상들도 모두 센서 네

트워크로 연결되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관리하고 진단하고 보수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환경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씨엠엔텍은 초음파 측정기술을 원천으로 하여 유량과 유속,압력 그리고 수

위 측정 센서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선보여 왔습니다. 5회선, 3회선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고정밀 음파수위계와 개수로 유량계들은 세계적으로

도 제품화에 있어 가장 앞선 기술들입니다. 씨엠엔텍은 국내에 구역계량용 

유량계를 가장 많이 공급해 왔으며 세계적인 품질관리 및 고객지원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장에 가장 

적합한 측정 핵심기술을 제공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과 신뢰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고객에게 새로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고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 9001인증, ISO14001환경인증

·국제교정기관(유체유동분야)인증 - KOLAS

·우수제품 인증 (GQ 인증) ·벤쳐기업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수도미터 형식 인증

·열량계 형식 인증 ·이노비즈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유럽 안전규격 인증 (CE인증)

·유량계 전구경 전품목 위생안전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유량계 직접생산자 증명 ·프로세서제어반 직접생산자 증명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 ·대구경 조달청 MAS 등록

·특허(0562266,0519479,0519481,0719814,10-0793088,10-0791953,

   10-0780819外 18건)

·실용신안(0354946) ·디자인등록(0423917,0423919)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 제품 소개

·습식다회선 초음파유량계

- 구역용 - 부단수 직접시공량(강관/주철관/GRP)

- 만관용(직관부 영향 무, 3회선, 5회선, 10회선)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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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관용(초음파 수위계 or 수심계 활용, ISO6416만족)

- 개수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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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공법 소개

➊ UR-1000PlusⓅ (구역, 만관용)

- 정확도 향상 : 0.2~0.5% MV실현

- 유량, 압력, 수온 동시계측 및 저장, 최저유속 2~5㎝/s

- 데이터 저장기능(300,000개) : 순간유량, 적산

유량(+, -, 合) 등

- 2개의 입력 : 수위, 온도, 압력계측(구역, 비만관, 열량)

- 자동영점보정 및 완벽한 간졉교정방법 실현

-  방수 : 유량측정관, 압력계(IP68등급획득)

-  Modbus를 통한 유량계 모든 부분 디버깅 실현

      (모든 동작부품, 전원, 데이터, 출력상태 감시/제어기능)

➋ UR-1000Plus (부단수 직접시공용)

-  부단수 직접설치 방법(유지보수

시에도 부단수)

-  천공시편을 활용한 정확한 단면

상태 및 면적에 의한 유량측정

-  자동영점보정 및 간접교정 방법으로 정밀도 보장

-  압력계, 온도계, 수위계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한 측정

가능

➌ UR-1010Plus (비만관용)

-  유속수위 연산식 이용 비만관/

만관 겸용 유량계측

-  수위계 : 압력식, 초음파식 음파

식 모두 가능

-  최저수위 : 1회선 이하 계측가능(수위 및 유량특성

곡선 생성)

- 완벽한 방수실현(IP68)

- 만관시 자동 에어 제거기능으로 완벽한 측정보장

- 하수 및 폐수의 농도 30g/ℓ(기포함유량 5%이내)

➍ URO Ex1000Series (오일용)

-  상거래용 : 정밀도 0.15%이내, 재

현성 0.08%이내

-  고점도 계측기능 : 원유, 벙커씨유 등 

600cPs까지 가능

- 고온측정기능 : -40~200℃  - 방폭등급 : IIB, IIC

➎ UR-2000Plus (개수로/하천용)

- 다회선에 의한 유속 수위 연산식

-  다양한 유량측정 알고리즘 구현 

(형상과 현장특성에 적합)

- 수위계를 현장조건에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 사용 가능

-  개수로 및 하천 유량측정용으로 사용 가능

- ~50 m이상도 가능

➏ SR-1000Series(수문관측 : 수위/저수용량)

- 측정범위 : 최대 150m까지 가능

- 설치형태 : 수직, 경사, 굴절형등

- 정밀도 : ±5mm,(±2mm)

-  출력형태 : RS232통신(측정DATA), Current, Relay, Alarm

- 용도 : 저수지(~150m),하천(~30m),개수로(~5m), 

           정수장등

- 특징 : logger기능, 최고/최저수위 알림, 원거리감시 기능

➐ SR-2000Series (수리구조 : 유량)

- 수리구조물에 의한 유량연산(위어, 플륨 등)

- 자연수로에서의 H-Q곡선에 의한 유량연산, 

   저수용량(%), 용적량 자동계산

- 정밀도 : ±2mm실현

-  측정데이터 저장, Current, Relay, 

RS232출력 등 다양한 출력 가능

➑ UL-1000Series (초음파 수위계)

- 측정범위: 최소 2m용, 30m까지 0.1%

- 설치환경:-40~130,1bar,2bar,5bar

- 출력형태:4~20mA, RS232통신(485통신),Relay

- 연결방법: 2, 3, 4-wire 결선방식

- 지시방법: 센서 일체형 및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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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아트로닉스시스템(주)

대표 이종용

주소 

서을시 금천구 가산동60-5 

갑을그레이트밸리 A-1606호

연락처 

TEL : 02-540-7295~7 
FAX : 02-540-7298
홈페이지 

http://artronix.co.kr
e-mail 
artronix@naver.com

| 회사소개 | 

당사는 산업용 계측기기를 취급하는 회사로써 지난 18년 간 각종 화학플랜

트 및 수 처리 분야에 신뢰성 있는 계측기기를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

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한레벨, 유량측정 및 Acoustic Cleaning을 위하여 미래의 산업용 계측

기기 시장을 선도할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Hawk 초음파 레벨계 방폭승인(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Arkon 전자유량계 형식승인 및 KC Mark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초음파레벨계측기기, 레이더레벨계측기기, 슬러지계면계, 개수로유량계

전자유량계, Acoustic Cleaning System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포스코(포항, 광양), 포스코건설, 영흥화력발전소, 대우건설, 영풍, 고려아연, 

삼성코닝정밀소재, 행복중심복합도시, 안성하수처리장, 군산하수처리장, 보

은하수처리장, 계룡하수처리장, 김해하수처리장, 대구폐수처리장 외 다수

| 제품소개 |

➊ Hawk Measurement Systems Pty Ltd

·Sultan-non Contact Level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여 제품의 표면에서 반사되

어 돌아온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고, 이를 측정하여 

레벨을 검출한다.

·Non Contact Flow Measurement

파아샬 플루움 or 웨어에 수위의 변화를 측정하여 

유량값을 검출한다.

·Sonar Bed Level System

초음파의 전달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환

산하는 방식으로 작동원리는 초음파 수 위

계와 같다.

Artronix Co., Ltd.

계측·계량·
분석 등

Booth No. 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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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iator Smart Switch Series

Vessel 벽면과 제품, 그리

고 감지센서 사이의 전류

의 흐름을 감지하여 도전

율의 변화 값을 분석하여 

측정합니다.

➋ Arkon Flow System

·MAG X2

PNP기반의 혁신적인 모듈화 설계

로 제작된 전자식 유량계입니다. 

사용자는 각 사양의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MAG B1

적용 장소(전원공급이 어려운 곳)에 상

관없이 배터리 형식으로 광범위한 지

역에 설치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MAG S1

독립 형 버전의 유량계입니다. 이 제

품은 변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grimag

농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Plastic Battery 전원용 유량계

입니다.

➌ Primasonics International 

Limited

·PAS-Series

Acoustic Cleaner는 저 주

파수, 고 에너지의 음파를 

발생시키며 Air로 작동되

는 장치이다. 진동은 표면

에 달라 붙은 분진을 제거

하는데 효과적이다. 

Horn의 형태는 Round로 되

어있고 “L”자 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Q-Series

Acoustic Cleaner는 저 주

파수, 고 에너지의 음파를 

발생시키며 Air로 작동되는 

장치이다. 진동은 표면에 달

라 붙은 분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Horn의 형태는 

Square로 되어있고 “L”자 

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➍ BM Tecnologie Industriali

·Ultra Compact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여 제품

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고, 이를 

측정하여 레벨을 검출한다.

·Wave Compact  6.3GHz

Radar에 의해 방출된 Microwave Pulse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며, 전달된 에너지는 

측정매체의 표면에서 반사

되고 안테나로 에너지를 전

달받게 됩니다.

·Wave Compact 26GHz

Radar에 의해 방출된 Microwave Pulse는 빛의 속도

로 전달되며, 전달된 에너

지는 측정매체의 표면에서 

반사되고 안테나로 에너지

를 전달받게 됩니다.

·Compact Guide Wave

고주파인 Microwave Pulse는 Stainless Steel Guide

를 통해 Target에 전

달되며 반사되어 돌

아온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Level를 측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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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6-1

회사명 (주)HNP테크

대표 이복현

주소 

본사·공장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49-5

영업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1-1 

삼성쉐르빌 542호

경남지사

경남 진주시 평거동 301-1 

한보하이타운 상가2층 227호

연락처 

본사·공장

TEL : 031-541-7062
FAX : 031-544-7062
영업부

TEL : 02-2248-7060
FAX : 02-2248-7063
경남지사

TEL : 055-747-8923
FAX : 055-747-8924
홈페이지 

http://www.hnptech.co.kr
e-mail 
hnp7060@naver.com

| 회사소개 |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 친환경에 앞장서는 기업!

우리회사는 금번 상수도관 내부의 수질오염과 혼탁수 발생요인인 각종 이

물질 등을 포집하여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이물질배출장치(HKP다기능점

검구)와 유지관리 편리함과 관로계통의 시설을 보호하는 밸브접합관(다기

능 분기형 밸브접합관)을 개발하여 21세기 새로운 상수도 관리의 성장을 이

끌 전략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물을 마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듯

이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신선하고 청결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System

을 위하여 모든 기술력을 모았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수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주)HNP테크 임직원일

동은 항상 고객의 견해를 존중하며 국가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특허 제 10-0959373호 (이물질배출장치)

- 특허 제 10-0607574호 (관로탐사선보유형 합성수지관)

- HKP상표등록

- 실용신안 제 20-0413222호 (관로탐사선보유형 합성수지관)

- 디자인등록 제 0403951호 (파이프고정구)

- ISO 9001, 14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KCW 2012-0494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HKP 이물질배출장치

•HKP 다기능점검구

•밸브접합관(분기형 밸브접합관, 신축관)

•내충격수도관 이탈방지시스템(HI-KP접합)

•GIS용 내충격수도관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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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이물질배출장치(HKP 다기능 점검구)

-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배수공사중 유입되는 

이물질, 관 내부코팅 탈리물질 등이 혼합된 이물질

을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 피그세척 및 플러

싱들의 작업도 할 수 있는 특수고안된 수돗물 오염

방지 배관장치. 송배수관 내부의 수질오염과 혼탁

수 발생요인인 이물질을 포집하여 수시 배출

➋밸브접합관 (분기형 다기능 밸브접합관)

-  맨홀크기 축소 · 연결부속자재감소 · 탁월한 시공성

-  기본밸브접합관과는 달리 홈,링 조인트강관, 용접용

PEP강관, 그리고 닥타일 주철관과 직접연결이 가

능한(플랜지접합 미사용)기능과 동시에 T분기(공기

변포합)가 가능하여 복잡한 도심지역에 맨홀크기등

을 대폭 줄이고 시공성이 탁월한 구조로 구성.

➌ 내충격수도관 이탈방지시스템 (HI-KP접합)

-  닥타일주철관과 내충격수도관(HI-VP) 분기 · 연결시 

100% 호환가능.

-  이탈방지클램프의 곡률반경을 관의 외경곡률과 일

치시키며 관과 클램프 내면과의 밀착성을 유지시

켜주고 이형관의 결착을 증가시키고 클램프와 핀

의 거리를 유지시켜 관의 신축성에 의한 관의 파

손을 방지함.

➍ GIS 내충격수도관(관로탐사 형)

-  내충격수도관 관로탐사 불가 / 관로탐사테이프의 

기능 미비

- 유수율 제고사업(블럭화시스템구축)

-  환경부 훈령486호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

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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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5

회사명 웨스글로벌(주)

대표 권남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영상관 5층

연락처 

TEL : 041-584-8820  
FAX : 041-584-884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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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Beyond Measurement. 산업용 계측기기 글로벌 선두기업]

웨스글로벌(주)는 수처리/환경산업에 공정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계

측기기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 일본의 Kansai Automation 등 세계의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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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계측기기를 해외 및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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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를 구축하여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수출기업 육성화 사업과 해외 전시회에도 참여하여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꾸준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웨스글로벌(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독특한 계측기기를 공급하여 국

내계측기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인증현황 - 조달청 우수제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ISO9001, CE, KCC

특허획득 - EEAM 을 이용한 농도계측 알고리즘 특허등록

 초음파을 이용한 계면레벨 측정 알고리즘 특허등록

 외벽부착형 초음파 농도 측정 시스템 특허등록

 초음파 유량 및 농도 공용 측정 시스템 특허등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초음파 계면계

ENV100series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수처리장 등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침전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계측기

➋ 초음파 농도계

ENV200series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유체상에 분포되어                        

있는 슬러지 (침전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➌ 초음파 수위계

LEV100series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액체의 레벨을 측정                        

하는 계측기.

➍ 개수로 유량계

FLO200-U 다양한 종류의 개수로 유량을 정확하고 안정되게 측정하는 

계측기.

➎ 초음파 유량계 - FLO100

➏ 각종 레벨스위치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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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1. 삼성전자, 포스코, KCC 등 각종 폐수처리시설.

2.  서울시 산하 상하수도사업소 외 전국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3. 동서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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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1

회사명 (주)윈텍

대표 이효주

주소 

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첨단

벤처밸리 505/506

공장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88-1

연락처 

TEL : 031-278-4934  
FAX : 031-278-4968
홈페이지 

http://www.m-wintec.co.kr
e-mail 
mwintec@hanmail.net

| 회사소개 | 

“기술력의 세계화” (주)윈텍 의 자부심입니다.

물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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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들과 연결하여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등 유량계에 관

련된 모든 측면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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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업체 최초로 전자유량계 제어프

로그램을 등록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산업 지적 재산권을 출원

하여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 및 제지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중요 공정 제어 라

인을 비롯하여 300여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하수처리장 등 관공서 500

여개 사기업의 공정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유

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제품개발에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기술진의 노력을 

더해 우리기술을 세계로 알리기 위하여 (주)윈텍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경기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유량계 직접 생산 기업

·산업패밀리기업  ·의장등록(2건)      

·KC인증 ·실용신안(1건)

·프로그램등록(5건) ·특허(1건)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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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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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전자유량계(EM Series)]

EM1000(일체형) / EM1000S(배터리내장형) / EM1100(분리형) / 

EM1200(분리, 스텐드취부형) /분리형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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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샬프롬 유량계(WTP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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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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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유량계(WTU Series)]    

WTU1000 (Potable) / WTU2000(외벽부착식) 

·AC 100 ~ 260V(Free Voltage) or DC24

·순시유량, 적산유량 동시 출력 가능(그래픽 LCD)

·고정밀도         ·Data Logging 기능

·출력기능(4~20mA, Pulse), RS232(Option RS485)

[원격모니터링시스템]   

TMC-ON (Monitoring System) / 데이터로깅 프로그램   

·지역별 자동모니터링               ·실시간 데이터 엑셀파일 저장

·관측소 등록 및 변경관리           ·DATA TREND를 그래프로 구성

·관측소 기본현황, 자료분석, 통계관리

·실시간통신, 원격제어 구성          ·다양한 차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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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1

회사명 (주)유비콤

대표 조태원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3 

충북TP IT융합센터 IT동 203호

연락처 

TEL : 043-270-8001 
FAX : 043-261-3481
홈페이지 

http://www.youbicom.com
e-mail 
min772@cbnu.ac.kr

| 회사소개 | 

(주)유비콤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하고 유비쿼터스바이오

정보기술연구센터가 핵심기술을 이전하여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입

니다. 

(주)유비콤은 충북대학교와 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 지역산업

과의 산학연 협동체계를 통한 대학의 관련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USN 및 U-IT 부품, BIO-IT 분야의 사업영역을 기반으로 미래환경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양방향 저전력 무선 통신 기반의 검침 시스템 UbiAmi 

(AMI)와 스마트 에너지 절전 시스템 ECO-G가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지그비 알에프모듈을 이용한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및 그 검침방법, 

특허 제 10-0612069호

·무선 원격 검침기의 회전수 센싱 회로, 특허 제 10-0686375호

·무선 네트워크의 저전력 송신 방법 및 장치, 특허 제 10-0866363호

·원격자동 검침시스템(전송기, 중계기, 집중기, 옥외지시부)이 연구, 개발,

제조 및 서비스, ISO 9001 인증 제 JK-15684호 (2011.06.08)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K마크 인증 제 PB12011-131호 (2011.08.09)

·CE 인증 제 1177호 (2011.09.0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 2011151호 (2011.12.26)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❶ AMR/AMI

AMR/AMI시스템은 양방향 저전력 무선통신 기반의 검침시스템으로 수

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 및 상태를 원거리에서 무선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열량 사용량을 무선으로 원격 검침

·배터리 수명 10년 이상 보장

· 중계기, 집중기에 Solar Cell을 사용하여 반영구적으로 구동 가능

·물 소비 효율성 증가 및 누수 문제 해결

·424MHz 대역을 사용하여 장애물 관련 전파왜곡에 강함

· 종합상황파악이 가능한 간편한 web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 천공시편을 활용한 정확한 단면상태 및 면적에 의한 유량측정

·자동영점보정 및 간접교정방법으로 정밀도 보장

· 압력계, 온도계, 수위계 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한 측정가능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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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집중기

기능 :  각 단말기 또는 중계기로부터 데이터수집 및 서버로 전송

특징 : Solar Cell로 반영구적 사용가능

➌ 중계기 

기능 : 무선전송거리 확장 및 중계역할

특징: Solar Cell로 반영구적 사용가능

➍ 전송기

기능 : 계량기 검침 및 송신

특징 :  누수, 침수, 온도, 역류, 계량기 고장여부 확인가능 60일 이상의 검침값 저장가능

➎ IHD

기능 : 계량기 값 표시 및 중계기/집중기로 전송

특징 : 검침원 및 수용가에서 검침값 확인가능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12.01 충남 태안 UbiAmi 설치 

·2012.07 충북 청원 UbiAmi 설치 

·2012.10 경기도 오산 UbiAmi 설치 

·2012.10 충북 증평 UbiAmi 설치 

·2012.11 경기도 포천 UbiAmi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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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8

회사명 (주)이에이치솔루션

대표 윤대영

주소 

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번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840호

공장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 웍스 A-516

연락처 

TEL : 02-318-0960  
FAX : 02-2047-0952
e-mail 
ehsolution@naver.com

| 회사소개 | 

당사는 하수처리장 기존 인제거 공정(침전식, 부상식, 여과식 등)에 다년간

의 운전경험과 인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제거용 응집제 및 이에 

대한 자동 투입 시스템을 개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응집

제 자동투입 시스템은 인제거 응집제 투입전 인농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

고, 방류수의 인농도 목표값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응집제를 투입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사례에서 방

류수 인농도의 안정화 및 응집제 투입 비용 절감(약 40%이상 절감)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특허 제10-1138319호 유입수질 모니터링 및 비례제어를 이용한 인의 제

거 방법 및 제거 시스템

- ISO9001:2008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MPCS(인제거 약품 투입용 비례제어 시스템)

➋ AmFloc 153 (인제거용 응집제)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남양주 진접 푸른물센터 약품 투입시설 개량공사

남양주 가운 푸른물센터 약품 투입시설 개량공사

평택 소사벌 수질복원센터 약품 투입 자동화 설비 공사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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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11

회사명 자인테크놀로지(주)

대표 신민철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204(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연락처 

TEL : 02-856-4114             
FAX : 02-856-950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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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자연과 인간을 위한 기술창출

자인테크놀로지(주)는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초음파 

유량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각종 유량계를 교정검

사하고 있는 유량계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초음파 유량계는 국내최초로 개발된 외벽부착식(Clamp-

on) 초음파 전달시간차(Transit-Time)방식 유량계이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신제품(NEP)인증 및 “과학기술부”로부터 신기술(NET)인

증 제품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신제품(NEP) 인증  •형식승인 : 초음파식 수도미터

•국제공인교정기관(KOLAS) •ISO 9001 / 14001

•INNO-BIZ 기업  •벤처기업 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특허등록 12종  •실용신안등록 8종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외벽부착식(CLAMP-ON) 초음파 유량계 : XONIC-100L

• 파이프 절단이 없는 외벽부착식으로 설치시나 A/S시에도 단수할 필

요가 없으며, 수계변동,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유량계의 이전설치가

간편하며, 재활용할 수 있어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출력은 4-20mA 2개, 적산신호 및 경보신호로 사용되는 2개의 펄스출

력, 디지털 통신을 위한 RS-232C를 지원한다.

• 최소유량과 최대유량의 측정범위가 500:1 이상으로 매우 넓어 유량변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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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음파빔을 사용으로 다량

의 공기방울이나 고형물

질을 포함한 액체측정이 

가능하며, 인버터 등과 같

은 노이즈 발생원이 있는 

현장에서도 정확한 측정

이 가능하다.

자인테크놀로지(주)
JAIN TECHNOLOGY CO., LTD.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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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휴대형 초음파 유량계 : XONIC-100P

• 국내최초개발된 휴대용 초

음파 유량계로 내장배터리

를 이용, 10시간 연속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벽부착식으로 

우천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방수처리 된 제품입니다. 

• 내장배터리로 10시간 연속사용

• 외벽부착식(Clamp-on Type)

• NEP(신제품) 인증제품

• Dual Path/Channel(2중경로) 기본제품

• 초경량 : 2.4Kg

• 우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수제품

➌  미세유량용(약품투입용) 초음파 유량계 : XONIC-

10FT

• 기존의 약품투입용 유량

계의 대부분인 전자식 유

량계의 경우 유속이 0.1 

m/s 이하인 경우 측정이 

불가능 혹은 정확도가 현

저히 낮아서 측정의 신뢰

성이 없는 단점이 있으나, 

XONIC 10FT는 0.007 m/s 의 유량도 정확히 측정

한다.

• 유량흐름 방향으로 길게 센서를 설치하도록 고안되

어 저유속에서도 초음파의 전달시간차가 크게 발생

하여 저유속 측정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 측정유량 : 0.03~20 L/m(특별한 측정유량이 필요

한 경우 상담가능)

• 센서는 Stainless steel, Teflon, Kynar 등으로 제작

된다.

➍  대형수도미터 : XONIC-５

기존의 수도미터는 유

체의 흐름에 따라 회전

하는 터빈이나 임펠라

의 회전수를 이용하여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수도미터는 사용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마모가 발생하

게 되고, 시동유량이 커서 심야시간과 같이 사용량이 

적을 때, 유량측정이 불가능하고, 아나로그식이므로, 

검침원이 방문하여 검침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

러나, 초음파식 수도미터는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가

동부위가 없어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가 발생하지 않

고, 시동유량이 매우 적어 효율이 좋으며, 완전 디지

털식으로 원격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속범위: 0.02~10m/s

·자동온도보상기능

·전원 / 밧데리수명 : 5VDC / 8년 연속사용

·정확도 : 2%

➎  개수로 초음파 유량계 : XONIC-100MC

• 4조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

하여 유체전체의 평균유속

을 측정하므로 정밀도가 높

으며 수위가 크게 변하는 곳

이나 유속 변화가 심한 곳에 

적합하다.

• 수위에 따라 1조~4조의 초

음파 센서가 작동하여 유속

을 측정하게 된다. 즉, 수위

가 거의 없을 때에도 1조의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여 

유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한국과 같이 유량변화가 심

한 곳에서 적합하다.

• 출력은 4-20mA, Pulse(Relay), RS-232C 등 제공

➏  태양에너지 블록유량계 시스템

• 국내최초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블

록유량시스템

• 외부전원 필요없으며 태양없이 30

일간 작동

• 무선CDMA통신

•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사용 

(NEP인증)

• 조각품 품격의 아름다운 현장판넬

• 설치시 터파기 및 단수가 없고 친

환경적이어서 민원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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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7

회사명 (주)지오씨엔아이

대표 정미화

주소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8-A호

연락처 

TEL : 053-857-7312 
FAX : 053-857-731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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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계량·
분석 등

| 회사소개 | 

(주)지오씨엔아이는 GIS, 디지털 항공사진 및 항공레이저측량, 위성영상, 

GNSS,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지구 조성과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아울러 21C 무한경쟁시대에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류의 

Eco-Life 실현과 최고의 공간정보기술을 선도하는 Global Leader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12. 02 라오스 비엔티엔주정부 협력관계 체결

 02 라오스 농림부 협력관계 체결

2011. 10 필리핀 국가수자원청과 협력관계 체결

 09 몽골 울란바타르시 토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체결

 06 특허등록(특허청)

  -  항공 레이저 측량의 점군 집합을 활용한 하천 지역 내 3차

원 인공 제방선 추출방법

  - DEM을 이용한 하상 변동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05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공사 개발프로그램 등록

  - 라이다자료기반 선형 지도화 프로그램 개발

  - 하상변동 자료관리를 위한 정보조회 프로그램 개발

2007. 07 모범여성기업인부문 특허청장 표창 수상

 05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6.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중소기업청)

2005. 09 영상처리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06 공공측량업 등록(경상북도청)

2004. 12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10  벤처 창업부문 모범 중소기업상 수상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6 공간정보기술연구소 설립

2003. 04 수치지도제작업 등록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록

 03 벤처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청) 

 03 (주)지오씨엔아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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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하천/연안/산림/경관 GIS, 도시정보관리시스템(UIS)/시

설물 정보관리, 

치수 및 방재 정보관리시스템, 농업 및 환경 GIS

- 정전용량식 레벨 (DCAL-100S)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  4대강 3차원 하천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한강, 낙

동강, 금강, 영산강)

-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WAMIS) 

-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RIMGIS) 

-  차세대 홍수방어기술 개발 - 홍수조사 선진화 및 모

니터링 기술

- WAMIS 기능개선 및 물교육 정보제공 확대

- 4대강 수계별 통합운영시스템 (하천 Inventory &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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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3

회사명 주식회사 주원

대표 이운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번지 하나 EZ 타워 6층

연락처 

TEL : 031-726-1585 
FAX : 031-726-507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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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주식회사 주원은 1975년 설립 이래 사반세기 이상 국내 각 유수 기업체, 대

학교 및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 필요한, 최첨단 실험, 측정, 계측, 분석기기 및 

생산 장비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무역회사로서 “약속필천”을 사훈으로 신속

하고 철저한 사후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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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리기 위하여 고객 만족의 정신으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원의 임직원들은 물론, 일본과 구미 각국의 Exclusive Agent를 맺

고 있는 회사들과 더불어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사로부터 납품 및 설치된 산업체, 연구소 및 실험실의 생산설비

와 과학기기 제품 등,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만큼은 이 업계의 선두주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명감과, 고객들에

게 최선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항상 저희 주식회사 주원을 아끼고 도와주시는 고객 여러분

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자동 시료 채수기 

·특징 -  사용자 중심의 일정시간, 유량, 외부 신호에 의한 채수 간격의 프

로그램 가능 

- 다양한 시료 용기의 선택 가능 

-  액체 탐지기에 의한 Sampling 여부 파악, 표시 및 정확한 시료

량 채수 

-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한 제품구조 

-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보고서 작성 가능 

- 유량계, 우량계 등 다양한 수질모니터링 장비와의 연결사용 가능 

-  사용목적에 맞게 이동형 및 냉장형 형태의 다양한 Model 선택 

가능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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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 - 상·하수처리장의 분석용 Sample 채수 

- 유출수, 유입수 등의 정확한 모니터링 

- 각 공장의 폐수처리장 모니터링 

- 강, 하천 및 댐 유역 수질모니터링

➋ 유량계 

·특징 -  하수관거의 유량 측정에 적합

- 빠르고 쉬운 설치 및 프로그래밍 가능

-  비만관, 개수로 및 하천 등의 유속 및 수위를 측

정할 수 있는 초음파식 유량계

- 리포트 제출 및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가능

-  NEMA 4X, 6P/IP 68 등급의 외부설계 : 부식방

지, 방수 및 Dust Tight

- 만강, 역류 시에도 측정 가능 

- 랜턴용 Alkaline 밧데리 사용

·응용분야 - 하수관거 유량 모니터링 

- 하천 유량 모니터링

- 하수 범람 모니터링

➌ 강우량계  

·특징 -  정밀한 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Software

를 이용하여 강우량 Data를 얻을 수 있는 장비

-  Powerful Data Storage : 15분 간격으로 800일 

동안의 강우량 Data 저장 

-  견고한 설계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측정

-  빠르고 쉬운 설치 및 운영

-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 제작

·응용분야 - 홍수 범람 모니터링

- 유입량 및 유출량 연구

- 하수의 범람 모니터링

- 일반적인 강우량 측정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국가 4대강 자동수질 측정망

·각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수질 TMS 자동 시료 채수기

·비점 오염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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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회사명 탑전자산업 주식회사

대표 고영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번지 분당테크노파크 C동 206호

연락처 

TEL : 031-702-7640             
FAX : 031-704-1797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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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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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 육안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CCTV-CAMERA를 이용해 구

체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조사장비입니다. 

현재 일본,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중동, 아프리카지역까지 수출함으로써 

좋은 품질과 내구성, 편리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신제품개발을 통하여 평면전개카메라시스템, 맨홀

카메라, 산업용 내시경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탑전자산업은 앞으로도 환경사랑의 정신, 끝없는 연구개발의 정신으로 상

하수관로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NeT 인증 지식경제부 신기술 보유기업 인증서 (고압수관 내부촬영 및 

진단기술)

•ISO 9001:2008/KS Q 9001:200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2004/KS I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FCC 인증  

•하수관내 돌출플라스틱 절단장치 외 국내특허 15건, 대만특허 1건

• 레이저광을 이용한 관내부 측정시스템 외 국내실용신안 19건, 일본실용

신안 1건

•하수관 내부조사용 카메라 헤드 외 국내 의장등록 16건

•Robo Cam외 국내상표등록 6건: 파이프데이타외 프로그램 등록 4건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ROBOCAM 5

-  본 시스템은 자주식 카메라 로봇과 주 조정 장치, 케이블 권취기 파트 

이러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본 장비를 맨홀 등 투입구를 통해 관

로에 넣고 외부에서 원격조정하면서 관로내부의 상태를 상세하게 지

상에서 관찰 및 녹화할 수 있다.  

-  특히 이 모델은 로보캠시리즈 중 최고 기능과 성능을 가진 모델으로

서   관로내부에 장애물이 있어 전진이 어려울 경우 좌우구동이 되어

서 장애물을 피해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줌카메라

를 통하여 관로내부를 보다 면밀하게 정밀촬영을 할 수 있으며 자동높

Booth No. E-2-8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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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기능, 카메라원점복귀기능, 크루즈기능등이 탑

재된 장비입니다.

➋ ROBOCAM 4

-  국내에서도 150mm 소구경관용과 그 이하의 검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150mm 소구경관 관로 

측시촬영로봇 ROBO4 가 이용된다. 특히 이 기종은 

영국영향권의 나라에 수출 주 종목이다.

➌ PROCAM 

-  50-150mm 지관 촬영이 가능한 푸쉬로드형 카메라 

PROCAM은 가지관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➍ 산업용 내시경

-  8.5mm 직경의 초소형 카메라헤드에 6개의 LED조

명으로 초소형관 검색에 적합하다. (3mm카메라헤

드직경 모델도 제작)

-  모니터링과 함께 저장장치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으로 저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저장 가능

하다. 또한 저장된 파일을 삭재나 SD카드로 외부저

장가능하다. 

➎ 맨홀카메라

-  본 시스템은 맨홀 자체 검색과 관로를 동시에 검색

하는 장비로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탐색봉에 결

합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검사할 관 입구에 탐색봉을 위치하여 적절한 조명

으로 맞춘 후에 줌카메라의 줌 기능을 통하여 관내

를 검색하는 장비이다. 

-  관로내부를 검색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기

능이 있어 그 검색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공공기관 납품실적

•2007년 목포시청외 7개  

•2008년 울산시청외 9개 

•2009년 진주시청외 5개

•2010년 부산환경공단외 15개

•2011년 사천시상하수도사업소외 5개

•2012년 가평군상하수도사업소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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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7

회사명 하크코리아

대표 전하연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6-14, 

주안빌딩 8층

연락처 

TEL : 02-539-4002 
FAX : 02-539-4003
홈페이지 

http://www.hach.co.kr
e-mail 
hachkorea@naver.com 
uno.kang@fluke.com

| 회사소개 | 

Hach는 1947년 Clifford, Kathryn Hach 에 의해 Iowa Ames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포츈지 선정 500대기업인 Danaher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1947년 설립이후로, 하크는 수질분석 분야의 분석기기, 테스트 킷 및 관련 

시약을 제조,판매,유통하고 있으며, 하크의 제품은 품질과 정확도, 편의성을 

특화하여 오늘날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크코리아는 2004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국내 정/하수/산업체 분야에 온라

인 프로세스 분석기 및 실험실 분석용 기기, 시약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형식승인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정수/ 온라인 분야

정수시설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탁도, 잔류염소, 

입자계수 등의 온라인 분석기와 산업체 생산용수의 현장 감시를 위한 

다양한 항목의 온라인 분석기 공급

➋ 하수/ 온라인 분야 

하수/폐수 처리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는 DO, SS, 

유기물 등의 항목에 대한 온라인 분석기를 공급 

➌ 산업체 분야 

초순수에서부터 산업폐수 이르기까지, 발전소/반도체/전자/식품/제약/

제지 등의 특화된 산업군에 다양한 온라인 및 실험실 분석기 공급

➍ 실험실/ 시약분야 

실험실 수질 분석기기 분야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Hach의 기

기들로써 탁도, 분광광도계, 휴대용 센서 분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최상의 실험기기/센서를 공급하며, 실험에 필요한 각종 시약들도 공급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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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계량·
분석 등

Booth No. E-8-1

회사명 (주)한국빅텍

대표 김장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선텍시티 405호

연락처 

TEL : 031-749-1700 
FAX : 031-749-995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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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늘어나는 세계 인구에 따른 물의 수요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도 이미 물 부족국가로 유엔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수자

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왔습니다.

부족한 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댐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

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천억의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으며 그렇게 생산

된 귀중한 수자원이 누수로 인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유수율제고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 확보를 하고 현대화 계획과 접목하여 지하시설물 

정보화 구축시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계획의 조기완성 및 예산절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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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ISO9001:2000

·KSA 9000:2001

·특허등록 4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HBT-Water MAP V1.0)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블록화

·유수율제고

·GIS사업

·누수탐사장비

➊ 누수진단종합시스템(SoundSens i)

·특허기술인 시간동시화(Time Synchronize)에 의한 누수지점 탐사기술

·여러 지점을 동시에 탐사

·주파수 1Hz〜5KHz의 영역으로 미세 누수음 탐지

·일반탐지기와 다른 고감도센서 Accelerometer 내장

·초보자도 사용이 간단한 운영 소프트웨어

·USB방식의 빠른 데이터 전송

·케이스에 자체에 데이터 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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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상시누수진단시스템(Leak i)

·저주파대역(173.7MHz) 사용으로 장거리 데이터 송수신 

·진단센서의 위치를 GPS 수신 정보로 자동인식

· 구글맵의 연동하여 진단센서의 위치 및 누수 여부 색

상으로 표시

·넓은 지역의 누수혐의 구간 단시간 축소

·자동차를 이용한 탐사

·야간탐사 작업 불필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분석한 누수혐의지역 색출

➌ 대형관 누수탐사 기법(SmartBall 시스템)

·300mm이상 대형관 누수탐사

·관의 재질과 관계 없이 탐사

·약20Km 탐사 가능

·누수크기 추정 가능

➍ 실시간 부단수 대형관 검사 시스템(Sahara시스템)

·부단수 작업으로 관내부 촬영

·최장 2Km 관내 촬영 가능

·작은 누수(0.019리터) 감지

·관망도 작성을 위한 지상추적시스템

·관의 재질 관계 없이 누수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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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2-12

회사명 한국유체기술(주)

대표 이토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200-2번지

연락처 

TEL : 053-954-4600 
FAX : 053-952-4600
홈페이지 

http://www.i-kft.com
e-mail 
kft@i-kft.com

| 회사소개 | 

한국유체기술(주)는 2002년 설립하여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수질계측

기기, 프로세스제어반, 자동제어반을 제작, 공급, 서비스하고 있으며, 축척

된 인적자원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하수도분야에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 부품소재기업선정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진하여 왔으며, KOLAS(한국인정기

구)로 부터액체유량분야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의 자격을 획득하여 또 한

번 기술력에 대해 입증받는 계기가 되어 관련분야에서 입지를 재확인케 되

었습니다.

한국유체기술(주)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것이며, 고객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시간대를 구분설정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 특허 10-1184726

·국제공인교정기관 KC03-168호

·위생안전기준 인증 KCW-2012-0471

·정보통신공사업 제 530098호

·소프트웨어사업자 b12-62109-002

·계량기제작업 제 3-05-01호

·IS0 9001 제671254호

·벤처기업 제 20100201042호

·이노비즈 제R7031-0952호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전자 유량계 KFT-8200PLUS

세계 최초로 시간대를 설정하여 미소유량과 일반유량의 측정모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유량계이며, 각 모드별 측정범위는 미소유량모드에서 

0.01~10m/s, 일반유량모드에서 0.1~10m/s 까지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

록 제작되어 유속이 아주 느리게 흐르더라도 제조사에서 제시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시형 상하수도 유량의 특징으로  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과 저녁 대

비 새벽시간대는 물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반적인 유량계로는 정확

한 유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였습니다.

DATA LOGGER 내장으로 최소 1분단위로 순시 유량값 및 하루단위 적산값

을 자체 메모리로 저장 가능하므로 (1일 150개 저장 시 6개월 이상 저장가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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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실시간 유량감시가 필요 없는 경우 메모리에 저장된 유량값을 언제든 불러들여 추후 확

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USB 메모리 스틱 사용으로 간편하게 DATA를 취합할 수 있어 사용

이 매우 편리합니다. 내부세팅 변경에 대한 이력도 내부기록으로 저장되어 외부인이 유량

계의 유량값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출력방식- DC 4~20mA, Pulse, RS-485, Hart, USB Memory Stick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대구 배수관망 구역유량계 납품

·대구 총인처리시설 1, 2, 3공구 유량계 납품/설치

·대구 달서천 총인처리시설 계측기기 납품/설치

·대구 매곡 문산 전오존 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제작설치

·울산 중부 18블록외 6개소 유량계 교체공사 자재-유량계 납품

·경북 포항 폐철도부지 도시숲조성 전기공사 동력제어반 설치

·경북 봉화 봉화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 계장제어장치 납품/설치

·경북 구미 하수처리장등 5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측제어 관급자재 납품/설치

·경북 구미 4단지 장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실설공사 계측기기 납품/설치

·경북 영천 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프로세스제어반 제작/설치

·경북 영천 청통하수처리시설 BCS반응조 계측제어 시스템 제작/설치

·경북 울릉 도동정수장 계측제어시설 개량공사 관급자재 납품/설치

·경북 울진 후포 죽변 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기 납품/설치

·경북 경주 문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사 프로세스제어반 납품/설치

·전남 영광 대마전기 자동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량계 납품

·전남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계측기기 납품/설치

·충남 제천 정수장 탈수기동 약품 및 슬러지 유량계 교체

·충남 보령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계측기기 납품/설치

·충북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계측제어설비 납품/설치

·경기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계측제어설비 납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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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8-1

회사명 (주)한국켄트메타스

대표 김장기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34-11(은산리 136-5)

연락처 

본사

TEL : 031-667-2522 
FAX : 031-667-2524
영업사무소

TEL : 031-749-9853 
FAX : 031-749-9911
홈페이지 

http://www.kent-meters.com
e-mail 
kent3@chol.com

| 회사소개 | 

누수율 0%에 도전한다!

(주)한국켄트메타스는 고감도의 수도미터를 생산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유량계 시장에 고품질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유수율제고 및 구역계량시 누

수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신기술인 소형 로터리피스톤 미

터에서부터, 대형 고감도 터빈형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정확도와 고성능 품

질은 타회사의 추종을 불허하며, 해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며 고객의 

인지도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터빈형미터의 감도범위를 높임으로서, 전국 상수도 공기업의 유

수율 제고에 공헌하고 있으며, 연결식 수도미터(부관붙임형) 또한 획기적

인 수도미터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세계 최고의 감도와 견고

성을 자랑하는 전자식 수도미터와 전자유량계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수도계량기 특허 제0305634호

수도계량기의 임펠러 지지장치 특허 제0305633호

압력조절발브를 구비한 수도계량기 제10-0570479호

실용

신안

계량기용 스트레이너 제129819호

계량기용 임펠러 제122148호

압력조절밸브를 구비한 수도계량기 제0206614호

저전력 다중감지 무선원격검침장치 제20-0388471호

의장

등록

수도계량기용 스트레이너 제0241364호

수도계량기용 압력조정밸브 제0279505호

계량기용 임펠러 제169024호

형식

인증

로터리피스토식 15~50MM

Helix 3000 40~300MM

Helix 4000 40~300MM

부관붙임형(연결식) 50~150MM

전자식 유량계및 수도미터 (Aqua Master S) 50~350MM

인증

및

등록

우수제품마크 (GQ) 인증 2007. 9월

ISO 9001, ISP 14001 획득 2008. 1월

KC인증 획득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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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PSM 로터리 피스톤 수도미터

·혁신적인 디자인

· 원형 피스톤을 작동시켜 그 회전수와 용적량과의 관계

로 통수량 측정

·우수한 정확도

· 회전수와 용적량과의 관계로 통수량을 측정하므로 기

차 발생률이 낮아서 최소 유량 측정범위가 매우 낮음 

· PSM은 펄스가 발생되어 유, 무선원격으로 활용이 가

능함

·15mm 〜 50mm까지 형식인증제품

HELIX4000(터빈형월트만식)수도미터

· 신소재로 개발되어 수 충격 시 소재의 탄력성으로 내

구성이 매우 강함

· 안정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저속 및 고속에 대처

능력이 뛰어남 

· 타 제품이 가지지 못한 복합펄스출력(1plus/10L,100L, 

1000L)있으므로 수용가용, 구역용, 산업용으로 매우 적

합함

·수평, 수직, 경사면 등 어느 각도에도 설치가 가능

·고배율 (80 〜 250배수)의 고배율 수도미터 임

·40mm 〜 300mm까지 형식인증제품

부관붙임(연결식) 수도미터

·광범위한 유량범위를 높은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함

·미세한 흐름까지 측정하여 유수율 증대

·±2%의 높은 정확도

· ±2%내의 높은 정확도가 전 유량범위에 걸쳐 유지 정

확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어떤 방향으로(수직으로)도 설치가 가능

· 작동원리 : 유량의 흐름이 작아지면 본관미터의 주 밸

브가 닫혀서 물의 역류를 막으며 오직측관의 소형미

터로만 물이 흐르게 되어 소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함

·50mm ~ 150mm 까지 형식인증제품

전자식 유량계 및 전자식 수도미터

·유량측정, 수압측정, 유속측정이 가능함(정방향, 역방향)

·탁월한 정밀도 ±0.25%(전원공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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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m 〜 350mm까지 형식인증제품

PRV(감압변)

·수압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하면 효과적임

· 고 수압에 의한 누수방지, 구역유량계, 가정용 급수계

량기 고장에 대한 예방으로 유수율 증대

·시간에 따른 PRV 제어

·알람과 원격측정법을 갖춘 데이터 입력

·유속에 따른 PRV 제어

·40mm 〜 400mm까지 사용.

무선원격 검침시스템(PDA, CDMA)

· 무선검침 방식으로 상수도 요금행정의 신속, 정확, 편

리성 및 유수율 향상 구현

· 수도미터의 원활한 검침과 상수도 수량관리 및 계획

급수

·PDA 검침 시스템 방식

·자동검침 시스템(CDMA) 방식

삽입형 전자식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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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Booth No. E-2-14

회사명 한서정밀계기(주)

대표 유순열

주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76번길 61

(풍무동)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소하동)광명테크노파크 E-1001~3

연락처 

TEL : 02-2083-1431-4   
FAX : 02-2083-143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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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제품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한서정밀계기(주)는 에너지 관리 원격검침 Total system업체로서, 새로운제

품 개발과 계량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

내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 계측기 전문 메이커로서 설계, 제조, 판매, 설치, 운영관리 등 모

든 영역에 대하여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더욱더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되는 

산업사회 속에 하루하루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 속에 한서

정밀계기(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수도계량기 상부캡 회전방지장치 특허, 수도계량기용 스트레이너 

특허, 수도계량기 상부캡회전방지장치 실용신안등록, 수도계량기 

보인체결 실용신안등록, 금속제가 내재된 합성수지제 수도미터기 

실용신안등록, KS제품인증, 환경표지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ISO9001, ISO14001, 기업부설연구소설립(광명소재), CLEAN사업장 

인정, 유.무선 원격검침용 디지털 수도미터/온수미터/적산열량계등

100여종의 형식승인 취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수도미터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원격식 수도미터

▶온수미터 ▶원격식 온수미터/난방유량계 ▶적산열량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세대용 감압밸브 ▶금형 주조.단조

▶동파예방용 수도미터 ▶급수용 게이트밸브 ▶전자기식수도미터

▶수전금구류(주방/샤워/세면기)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5대광역시 상하수도 사업소외 다수, 

LH공사, SH공사, 건설사(KCC건설 외 다수), 설비사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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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갑건식수도미터(역류방지)

디지털수도미터

산업용적산열량계(대형/소형)

디지털적산열량계/일체형적산열량계

복갑습식수도미터

단갑건식수도미터

전자기식수도미터

동파예방용수도미터

원격식수도미터

세대용감압밸브

무선디지털수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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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4-4

회사명 (주)한영계기

대표 강순이

주소 

본사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764

연락처 

본사

TEL : 041-751-1051   
FAX : 041-751-1050
홈페이지 

http://www.hanyoungkorea.co.kr 
e-mail 
hanyoung1050@hanmail.net

| 회사소개 | 

(주)한영계기는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전문생산업체로 끊임없는 개발

과 투자로 스테인리스 수도미터를 개발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

미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온력이 향상되고 지하 건수에 의한 보온재 상승

으로 인한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는 수도계량기보호통을 개발하

여 특허인증을 받아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전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개발하고 하자보수가 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부동전 신제품을 개발하여 민원 처리가 쉽도록 하

였으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

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수도미터 형식승인 15~200mm

- 수도미터KS 인증 15~50mm

- 수도미터, 부동전,수도계량기보호통 KC(수도법위생기준)인증

- 수도미터, 부동전,수도계량기보호통 ISO9001인증

-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환경표지사용 인증             

- 수도미터 특허 2건, 수도계량기보호통 특허 5건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수도미터 

- 스테인리스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15,20,25,32,40,50mm)

- 스테인리스 일반 수도미터 (15,20,25,32,40,50mm)

- 스테인리스 대형 고감도 수도미터 (80,100,150,200mm)

- 스테인리스 대형 디지털 수도미터 (40,50,80,100,150,200mm)

• 수도계량기보호통 (동파방지 보호통,혹한지방용보호통, 밭기반전용보호

통, 생활용수 전용 보호통, 감압밸브부착보호통, 대형 고감도 보호통) 

•부동전

•제수변 철개 및 제수변 보호통

➊ 친환경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하여 중금속 위해물질인 납 성분이 검출

되지 않는 수도법 위생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➋ 계수부 이물질 유입방지 수도미터 개발

-  계량기 내부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수도미터임.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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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내갑 보스부와 익차 조립체 사이의 밀착 면적을 

증가시켜 물속에 포함된 이물질이 계수량 장치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함.

-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적은 유량에서

도 정확한 계측이 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임.

-  계수부 이물질 유입으로 고장 및 불회에 의한 민원 

최소화.

➌ 수도계량기 보호통 제조 공법

-  보호통 성형이 부로아 공법에의한 제작품으로 보호

통 내부에 홈을 형성하여 보온재 상승커버를 고정시

켜 지하 건수에의한 보온재 상승을 방지하여 

-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고 동파방지 보온재 

제작으로 보호통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 하여 보온력

을 향상시켜 수도미터 동파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

통 몸체와 다리 발판 조립 시 피스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됨. 

➍ 부동전

-  부동전의 배관조립부와 내부 배관부가 분리되도록 

제작하여 부동전 하자 발생시 부동전 설치부의 콘크

리트를 제거 하고 땅을파야 부동전의 교체가 가능하

여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품

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내부 배관부만 교체 할 수 있

도록 고안하여 하자보수가 쉽도록 보완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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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6-1

회사명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대표 김학용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42-5 쌍용IT트윈타워 B동 608호

연락처 

TEL : 031-602-6593             
FAX : 031-602-659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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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개 | 

1991년 설립된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은 유수율 향상과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제고 사업, 관로시설 및 기술

진단, GIS를 통한 급·배수관망도 작성, 각종 상수도 설계 등의 용역사업과 

탐사장비판매 및 A/S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안정된 배·급수와 수자원의 절약 및 수도사업의 경영 수

지개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완벽한 급수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

한 상수도관망의 최적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회사연혁>

•2011.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

•2008.  일반측량업 등록

•2007.  기술혁신기업(INNO-BIZ) 획득

•2003.  ISO 9001 갱신

•2003.  공공측량업 등록

•2002.  벤처기업 인증

•20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1.  회사설립

<보유 실용실안 및 특허>

•2011.  상수도관 무단수 관내시 및 누수감지용 스마트볼

•2007.  기계식 수도미터 계량기용 비교유량측정 시스템   

•2005.  상수도 시설관리 시스템

•2000.  간이수압계

   - 외 다수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유수율제고 사업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블

록시스템 구축계획, 설계,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 사업용역을 실시.

➋ 상수도관망진단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통한 관망정비계획을 수립함으

로써, 누수를 최소화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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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상수도관망(최적) 유지관리

상수도관망분야 전문인력에 의한 아웃소싱

상수도시설물, 블록별 수량, 수압, 수질의 관리로 최상

의 급수상황 지속 유지

➍ GIS사업 및 지하 매설물도 작성

관망도의 정보화, 전산화를 위하여 GIS사업 및 관망도 

CAD화, 지하매설물 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실시

➎ 계측 장비 판매 및 A/S

-간이수압계 (HP-1, 국산)

국내 특허(특허 제0251282, 2000년)받은 간이식 수

압계로 수도꼭지 등에서 간단하게 수압측정이 가능

-단순청음봉 (JC-1010, 국산)

빠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누수탐사 장비

-비교유량측정장치 (HFC-2000P, 국산)

수도미터 비교유량측정장치로 기계식 유량계 data 

logging이 가능하며 수압측정이 가능한 복합식 계측

장비

-누수종합진단시스템 (ZoneScan 820, 스위스)

상수도 관로상의 제수변 등 노출된 다지점에 센서를 

설치하여 노이즈의 특성을 무선으로 다운받아 누수지

역을 자동 선별

-휴대용초음파유량계 (UFP20, 일본)

Clamp-on타입으로 설치가 간단하며, 정도가 높은 휴

대용 초음파유량계

-관로탐지기 (RD4000, 영국)

기존의 RD400시리즈 탐지기에 이은 RD4000시리즈 

탐지기는 21세기에 맞게 좀 더 세련되고 견고화된 케

이스, 사용이 편리한 판넬, 튼튼한 엑세서리 등 어떠

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

-제수변BOX탐지기 (M880B, 미국)

와이어메쉬 배제기능 등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제수

변BOX탐지기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12. 11. 01. 

   성남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2012. 10. 09. 

    수원시 『이의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012. 08. 06. 

   의정부시 『상수도 시설물조사 및 관망도 DB보완용역』

•2012. 06. 14. 

    대전광역시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유량관리 사업

용역』

•2012. 05. 29. 

   울릉군 『수도시설 운영정상화사업 누수탐사용역』

•2012. 05. 09. 

   고창군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용역』

•2012. 04. 25. 

   밀양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용역』

•2012. 04. 02. 

   청원군 『상수도관망 일반기술진단용역』

•2012. 04. 01. 

   성남시 『수정·중원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억』

•2012. 03. 21. 

   의정부시 『유수율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2012. 03. 05. 

   남양주시 『상수도 전문유지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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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6-1

회사명 현대주철산업(주)

대표 허병욱

주소 

본사·사업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82번길(귀전리 17-8)

공장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652번길 70(원산리 573-9)

연락처 

본사·사업부

TEL : 031-989-5771
FAX : 031-983-5770
공장

TEL : 031-989-5772
FAX : 031-989-9840
홈페이지 

hdciic.co.kr
e-mail 
hdciic@hanmail.net

| 회사소개 | 

현대주철산업(주) KP메카니칼 조인트형 압륜, KP 이형관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 상수도용 맨홀, 플랜지 단관, 신축 이탈 방지압륜(링 압착식),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 비닐관용 주철재 이탈 방지압륜 등 상수도 이형관을 생

산, 판매하는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주철산업(주)는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21세기의 과제인 자

연환경보호를 위해 오랜 경험과 각종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

전한 친생활 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최신설비를 갖추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여 정부 우수기업

에 선정되는 등 각종 산업관련 품질, 위생 인증으로 그 기술과 품질이 검증

된 우수한 기업입니다. 

현대주철산업(주)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과 합리적인 경영으로 품질향상 및 기술 혁신으로 최상의 제

품을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고객을 감동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개선을 최

우선시 하는 기업이 되며 보다 더 환경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S D4308,6021 등 2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특허 등록 48종 •실용신안등록 2종          

•벤처기업 확인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 ISO 9001:2008 & KS Q ISO 9001:2009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신축 이탈방지압륜(링압착식) •이탈방지압륜(슬라이딩 체결식)

•상수도용 이형관(KS D4308) •상수도용 맨홀 뚜껑(KS D6021)

•플랜지 단관 •보호통(FRP), 소화전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 비닐관용 주철재 이탈 방지압륜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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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KP 이형관(액폭시 수지분체도장)

•제품규격 : 80m/m ~ 800m/m

•제품형태 : 플랜지 소켓관, 플랜지관,이음관

 소켓곡관: 90°, 45°, 22½°, 11½°

 플랜지곡관: 90°, 45°, 22½°, 11½°

  소켓T형관, 소켓 플랜지 T형관, 플랜지 T형관

소켓(플랜지)편락관, 캡/마개플랜지, 소화전 단관(곡관)

드레인관, 소켓(플랜지)십자관, 나팔관, Y(U)형관, 제수밸브부관

➋ KP 메카니칼 죠인트용 압륜

•제품규격 : 80m/m ~ 800m/m

•제품용도 :  상수도용 KP주철관 및 KP 이형관을 연결하기 위한 부속

➌ 상수도 철개

•제품규격 : 648×250, 648×110, 766×150

•제품용도 :  지하의 수도관을 점검하거나  또는 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

들 수 있도록 만든 통로

➍  이탈방지압륜(슬라이딩체결식) : 국내최초 개발 신개념 이탈방지압륜

• 제품규격 / 용도: 80m/m ~ 1000m/m / 이탈방지 이음부속

•제품장점

-  경제성 : 이음부가 아닌 표준굴착으로 터파기,흙처리,모래채움 비용 절감

-  작업성 : KP고무링과 압착스파이크 조임 작업 동시실시 작업시간 단축

-  기능의 우수성 : 이탈방지 스파이크날 구조로 저지력 향상으로 고수압

에 특히 강함

-  안정성 및 효율성 : 지하매설물을 감한 최소작업 공간 확보로 효과적인 작업

➎  신축이탈방지압륜(링압착식)

• 제품규격 / 용도: 80m/m ~ 800m/m  / 이탈방지 이음부속

• 제품장점

-  신축성 : 압착스파이크 사이사이에 신축고무를 삽입 우수한 신축작용

-  경제성 : 별도의 압착스파이크 조임이 필요 없다.(비용절감)

-  관 접촉률 : 압착스파이크 구조가 링 모양으로 80%이상의 관 접촉률

-  작업성 : 압착스파이크 조임 작업이 없으므로 시간단축

-  다용도성 : 주철관 및 PVC관, 강관에도 사용가능

-  기능의 우수성 : 수밀을 위한 고무링의 가압작업과 이탈방지를 위한 스파

이크 조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  수밀성 : 압착스파이크 기능강호로 압력의 변화에도 탁월한 누수방지 효과

주철관용

PVC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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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휴마스

대표 전영관

주소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57 

(주)휴마스

연락처 

TEL : 042-864-2462            
FAX : 042-864-2463
홈페이지 

http://www.humas.co.kr
e-mail 
humas3@hanmail.net

| 회사소개 | 

(주)휴마스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신소재 및 환경

기술 관련 연구기관 출신 연구원들과 KAIST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

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입니다. 

(주)휴마스는 창립 초기부터 수질분석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수질분석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현재 수질분석에 이용되는 70여개 항목의 수질분석키트와 수질분석기, 휴

대용탁도계, 총대장균키트, 현장용 탁도센서 및 TN/TP, 대장균 On-Line 

Meter를 개발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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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한국기술제품인증(기술표준원)

•국산신기술제품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수제품 인증(조달청)

•CE인증(HS-R200, HS-1000, HS-2300, HS-3300)

•MC인증(HS-1000, HS-2300)中형식승인

•SUCCESS DESIGN 인증(디자인증흥원)

•ISO9001(AJA)

•A+우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질분석키트 / 먹는물 분석키트

• 수질오염물질을 미리제조된 분석키트를 이용하여 분석

• OD(Cr), COD(Mn), 총질소, 총인, 중금속류 등 분석

• Cl2(Free), Fe(T), Cu, NH(N), F, Cl, Zn, Mn, Al, NO3(N)

➋ 수질분석기

• 휴대용 수질분석기 (HS-1000 Series)

• COD/질소/인등 23항목측정, 자동충전기능 내장

• 먹는물분석 10항목측정 ( HS-1000DW)

• Lab 용 수질분석기 (모델명 : HS-2300Plus)

• 램프(LED type) 수명이 반 영구적 램프교체 불필요.

• 종합수질분석기 (모델명 : HS-3300)

• 분석키트 이용 및 UV/Visible Spectrophotometer겸용.

Booth No. E-2-13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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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Connection : (PC와 연결후 PC프로그램 사용시 

가능)

• COD/질소/인등, 중금속, 해수분석 가능 70항목 분석.

➌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모델명 : UV-3300)

• 파워풀한 PC프로그램 기본채용(Windows 사용자라면 

쉽게 사용)

➍ 휴대용 탁도계 (모델명 : Turby-1000)

• 측정범위 : 0~9.99, 10~99.9, 100~1000NTU

➎ 총대장균/대장균 정성분석키트 (모델명 : ColiTest)

• 24시간 이내에 총대장균/대장균을 동시에 분석가능.

• 분석방법 : 효소발색법.

• 검출한계 : 1CFU in a 100mL Sample

➏  침지형 탁도센서 Turby 2100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 용도 :  수돗물, 정수, 간이상수도, 처리수 등의 탁도

측정

• 원리 : 90。산란광 측정 (직광보정), Wiper자동세정

• 출력 : RS-232, 4~20mA, 0~5V

• 특성 : 측정 범위 0~5 NTU

➐  염소 연속자동측정기 CL-4000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

• DPD시약식으로 실시간 연속측정

• pH의 영향없이 분석 가능 Cl2(Free), Cl2(T)

➑ 인산(PO4) 연속자동측정기 PHOSPO-4000

• 최소 5분 1계측 측정

• 하수처리장 약품 투입 연동 계측 가능

➒ TN/TP-Online meter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 TN, TP, TN/TP 3가지 모델

• 시료의 자동 취수 및 자동분석

• 데이터의 자동전송 및 저장, 프린터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국내 :  지자체 하수처리장, 정수장, 기업체배출업소, 

대학교실험실, 연구소

•해외 : 일본(T&C),(JMS), 중국(제남우리) 및 덴마크, 

스리랑카, 태국, 페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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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PBIKOREA

대표 장정익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4-7번지13블록6로트

연락처 

TEL : 032-818-9627           
FAX : 032-818-9629
홈페이지 

www.palbokind.co.kr
www.palbokind.com
e-mail 
uldochang@naver.com

| 회사소개 | 

프라스틱 금형 및 사출성형 전문 제조 업체로써 겨울만 되면 수도동파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에 대하여 다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제조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영하

25도씨에서도 동파가 되지않고 고개및검침원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손쉽게 

검침을 할수 있도록 LED램프를 장착한 최첨단 수도미터기보호통 입니다.

또한 동파방지를 하기 위하여 수도미터기에 걸래 수건등을 넣어서 청결및 

물이 새면 동파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밀도발포수지

를 이용하여 수도미터기 관측이 용이 하도록 파이프를 장착하여 청결을 유

지 하도록 고안된 제품이며 좀더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좀 더 경쟁력있

는 제품을 만들어 고객 여러분께 공급해 드릴것을 약속 드리는 바 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1. 수도계량기보호통특허

2. KC인증

3. ISO-9001수도계량기보호통 인증획득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수도미터기보호통

• 영하25씨에서도 동파가 안되는 수도미터기 보호통

➋ 냉각팬

•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냉각용 팬

➌ 정수기 필터 부품

➍ 생활용품

Booth No. E-1-1

계측·계량·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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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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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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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2-1

광주광역시

시장 강운태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연락처 

TEL : 062-613-6011 
FAX : 062-613-6019
홈페이지 

http://water.gjcity.net

광주의 미래와 함께 상수도는 발전해 갑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는 1920년 제1수원지를 수원으로 1일 800톤의 소규모로 

시작한 이후 92년이 지난 오늘에는 1일 78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고 

동복호, 주암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거대한 상수도 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주관 전국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시 용연정수

장이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수돗물임을 입

증하였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완료

로 직접배수방식에서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장래 수요량 증가에 대

비하고 시내 전지역 균등수압유지로 공급체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빛의 도시 광주를 떠오르게 하고, 빛이 물에 투영된 모습이 맑고 깨끗한 느

낌을 주는 「빛여울 水」가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브랜드로 선정되어 2007년 

9월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병물 생산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품질의 올바른 평

가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비상급수와 공공기관에서 주재하는 주요행사나 

회의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센다이시로 지원,  2010년 우리시

에서 개최된 세계 光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세계 각 지역 및 전국에

서 오신 시민들에게 「빛여울 水」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빛여울 水」는 시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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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현황 | 

“정수장의 깨끗함을 수도꼭지까지...”

➊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

-  미래 수도량 대비 용연·지원정수장 통합 증설   

(Q=24만톤/일→30만톤/일)

- 노후 도수관로를 자연유하 도수터널로 대체하여 유지비 절검

- 정수장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 확보

➋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  관 종류에 따라 내구연한(20~30년)이 경과된 관 중 누수 등  

교체가 필요한 노후 관을 선별·교체

- 2012년말 현재 총사업량 665km 중 261km 교체 완료

- 2011년말 현재 유수율 : 84.10%

➌ 철저한 물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상수도 전 공정을 24시간 감시통제

-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사업장에 제공

- 실시간 수도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최적 운영에 만전

“시민만족의 상수도 행정 실시”

➊ 수질검사 현황 

➋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검사 

➌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통한 요금의 현실화 추진 

인구 가구 급수전
(전)

보급률
(%)

생산용량
(㎥/일)

1인 1일
급수량총수(명) 급수(명) 총수 급수

1,483,708 1,476,306 555,538 552,358 135,430 99.50 780,000 318

구분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사구분

원수 동복호 등 25개 지점 88개 항목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정수 정수장 등 4개 지점 182개 항목 주간, 월간, 분기, 반기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항목수 검사결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시내전역 

매월 230개소
대장균 등 
7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100%)

정수장별 노후지역
수질검사 결과

시내전역 
매월 8개소

철 등 
10개 항목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수질검사 결과

시내전역 분기별230개소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

도수터널건설공사 조감도

● 도수터널 건설공사 전경

● 광주광역시 정수장 전경

도수터널굴착 전경

용연정수장 전경

덕남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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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4-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장 김범일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6-3

연락처 

TEL : 053-670-2155  
FAX : 053-670-2149
홈페이지 

http://www.dgwater.go.kr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9월1일 대구시 상·하수도국에서 분

리하여 상수도의 전문화를 위해 설치된 시 산하의 외청 기관으로, 5개 정수

장에서 1일 164만톤의 수돗물 생산 시설을 갖추고 251만 시민에게 맑고깨

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 수질 정보공개 서비스,수

〔水〕운영 종합정보센터 구축,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 설치, 매곡·문산 

정수장에 오존 접촉 및 활성탄여과시설을 갖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

는 등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최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급수현황

➊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취수원 : 낙동강 감천 합류점 직상류(도개면 일선교 부근)

•계획취수량 : 95만㎥/일(대구 62, 구미 21, 기타 12)

- 공급지역 : 대구,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사업비/사업시행자 : 6,190억원(국비1,857, 수공4,333) / 국토해양부

•구미시 숙원사업 발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

•구미보 담수로 하천유량이 풍부해지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구미시와의 갈등 해소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➋ 강정보 담수화에 따른 수질관리 

• BOD는 ’08년 2.2mg/L, ’09년 2.7mg/L로 생활환경기준Ⅱ등급이었으

나, ’10년부터 Ⅰb등급(2mg/L이하)을 유지하고 있음

•클로로필-a 또한 사업시행전보다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음

•강정보 담수화에 따른 자체 수질조사 추진      

• 상류 유해물질 유입 시 물질의 종류 및 농도 등에 따른 위기대응 매

뉴얼 정비    

• 보 건설에 따른 상수원수 수질변화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제안

(’12. ’13)

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 매곡ㆍ문산 정수장 전오존처리 시설공사

- 사업규모 : 전오존 시설 75만㎥/일(매곡 58, 문산 17)

- 사업기간 : ’09. 8 ~ ’13. 12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1인 1일 
급수량

평균생산량(천㎡/일)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2,529 2,525 99.9% 299L (생활) 890 769 121

사업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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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33,000백만원(국비 23,100, 지방비 9,900)

2)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 시설공사

• 사업규모/사업기간 : 막여과시설 4만㎥/일 / ’10. 7 

~ ’13. 9

- 사업기간 : '11. 12 ~ '13. 9

- 사 업 비 : 20,400백만원(국비 14,280, 지방비 6,120)

➍ 신 개발지 상수도 공급

1)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사업개요

 - 규모 : 관부설 34.8km, 배수지(공업) 1개소

-  사업비/기간 : 6,887백만원(국비4,000,시비962,도

시 공사1,925) / ’09. 7~’12. 9

-  수돗물 공급량 : 생활용수 7,000㎥/일, 공업용수 

2,500㎥/일

•추진실적

- 관부설 완료 34.8㎞(간선도로 5.0, 단지내 29.8)

- ’12. 9월부터 수돗물 공급

2) 신서혁신도시

•사업개요

-  규모 : 관부설 3.1㎞, 가압장 1개소, 배수지(생활) 2

개소

- 사업비/기간 : 10,600백만원(국비) / ’08. 5~’12. 12

- 수돗물 공급량 : 생활용수 15,000㎥/일

•추진실적

-  가압장 및 배수지(생활) 설치, 관부설 3.1㎞(간선도

로 1.8, 단지내 1.3)

•향후계획

- ’13. 10월부터 수돗물 공급

3)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사업개요

- 규모 : 관부설 6.6㎞, 배수지(공업) 1개소

-  사업비/기간 : 8,250백만원(국비5,950 시비2,300) 

/ ’10. 3~’12. 12

-  수돗물 공급량 : 생활용수 35,000㎥/일, 공업용수 

3,500㎥/일

•추진실적

-  배수지설치 및 관부설 완료 6.6㎞(생활 2.2, 공업 

4.4)

•향후계획

- ’13. 7월부터 수돗물 공급

➎ 비산염색 산업단지 공업용수 노후 상수도관 개체

• ’11. 6월 지역경제동향 보고회 때 공단대표가 노후

관 개체 건의

• 공업용수의 안정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규  모 : 관경 200~500mm, 연장 8㎞

- 사업비/기간 : ’12~’14년 / 3,625백만원

- 수돗물 공급

•추진실적

- 2012년 노후관 개체 2.2㎞(사업비 1,165백만원)

•향후계획

- 노후관 개체 5.8㎞(사업비 2,460백만원) : ’13 ~ ’14

➏ “면”단위 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대상마을 : 4개면 28개 마을(2,503세대, 6,095명)

※  농어촌 “면” 단위 행정구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지역 중 

일부에 해당

•사업개요 : 관부설 83㎞, 가압장 28개소

• 사업기간/사업비 : ’08~’13 / 14,200백만원(국비 

11,360, 시비 2,840)

•추진실적 : 94.7%

- 24개 마을(배수관 78.7㎞, 가압장 26개소)

•향후계획

-  2013년 2개 마을(가창면 정대리, 가창면 삼산리) 상

수도공급

- 배수관부설 4.3km, 사업비 75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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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대표 권대용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연락처 

TEL : 053-605-8000 
FAX : 053-605-8059
홈페이지 

http://www.dgeic.or.kr

| 회사소개 | 

대구환경시설공단은 21세기 새로운 테마인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환경시대

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000년 7월 설립

된 환경기초시설 운영전문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7개 하수처리장, 2개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병합처리장, 슬러지고화처리시설, 침출수 전처리시설 등 총 13개 환

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선도공기업

으로써 태양광 발전, 소수력발전, 소화가스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을 비롯한 다방면의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창

출과 신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가는 등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역

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및 이로부터 생성된 탈수케이크

(특허번호 10-0793850)

- 소각로용 분리형 화격자(특허번호 10-0899025)

- 스컴 제거장치(특허번호 10-0979150)

- 차량용 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 및 분사방법(특허번호 10-0997652)

- 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를 구비한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특허번호 10-1014265)

- 수직형 교반장치(특허번호 10-0982690)

-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혼합연료탄 및 그 제조방법

(특허번호 10-1049048)

- 탈황용기 및 이를 이용한 다단식 건식 탈황장치(특허번호 10-1127570)

- 유체를 이용한 2중 실링장치(특허번호 10-1137543)

- 우수 유입 방지장치(특허번호 10-1137544)

- 물벼룩의 네오네이트 분리장치(특허번호 10-1216420)

·실용신안

- 소각로 화격자단 구조(특허번호 20-0444879)

사업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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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하수처리시설

구분 시설용량 처리공법

신천하수처리장 68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서부하수처리장 52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달서천하수처리장 40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북부하수처리장 17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안심하수처리장 4.7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지산하수처리장 3.4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달성하수처리장 2.3만㎥/일 표준활성슬러지법→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정

➋ 위생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처리시설

서부위생처리장 1,200㎘/일 전처리공법

달서천위생처리장 1,000㎘/일 전처리공법

침출수처리장 1,350㎥/일 전처리공법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장 200t/일 전처리공법

➌ 소각처리시설

성서쓰레기소각장 480t/일 스토커식

➍ 신·재생 에너지시설

신천하수처리장 내 780kw
태양광 발전

안심하수처리장 내 101kw

서부하수처리장 내 74kw 소수력 발전

성서쓰레기소각장 내
2,700kw 폐기물 소각열 발전

35.27G 폐기물 소각열 판매

➎ 슬러지 고화처리 설비

서부 고화처리장 270t/일 건조 후 고화처리

신천 고화처리장 165t/일 건조 후 고화처리

➏ 바이오 메탄가스 자원화시설

신천하수처리장 내 1,350kw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

북부하수처리장 내 26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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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구 갈마동 413)

연락처 

TEL : 042-715-6114 
FAX : 042-715-6921
홈페이지 

http://www.waterworks.daejeon.kr

| 회사소개 | 

대한민국 新 중심도시 대전, 수돗물도 전국으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34년 인구 34천명을 대상으로 시설용량 1

일 3,500톤의 판암정수장을 준공하면서 근대적인 상수도사업이 본격적으

로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신탄진정수장 준공으로 단일 취수원의 한

계를 극복하게 되었으며 송촌·월평·신탄진·회덕정수장 등 4개 정수장

에서 1일 135만톤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게 되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160개 항목의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

쳐 각 가정에 공급하는 대전의 수돗물은 수질안전성 국제공인(UL) 인증, 전

국 정수장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친환경브랜드대상 수상, KOLAS 

인증, 수돗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았고, 2013

년부터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고급화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

처리시설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전 시민에게 공

급한 후 남는 여유수량을 계룡시(‘94년)에 이어 2011년부터 세종시에도 수

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수탁관리 등을 통한 중부권 대표수도사업자로 자

리매김 하고 있다.

| 경영방침 | 

•경영기반 혁신   •명품 수돗물 생산   •정돈된 조직 운영

| 조직 및 인력 |

•기구 : 2부(경영·기술부)/10개사업소(정수3, 시설관리1, 연구1, 지역5)

•정원 : 343(일반 155, 연구11, 별정7, 기능170)

| 생산 및 급수시설 |

•총 135만톤/일(정수장4, 취수장2)

•2012년 생산량 : 일평균생산량 53만톤, 최대 59만톤

•상수도관 : 4,250km •배수지 36개소 39만톤

•가압장 : 50개소 •급수전 : 123.2천전, 1,511천명

사업자
홍보관

월평정수장 전경

신탄진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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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책 |

➊ 맑고 깨끗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

1) 대청호 상수원 관리

-  인공식물섬(15,700㎡), 인공습지(10,000㎡), 폭기시

설(42기) 운영

- 다항목 수질측정 장비 2대 추가 설치 / 총 4대 운영

- 조류증식 예방을 위한 선박용 황토살포선 제작 설치

2) 마을급수시설 관리 강화

- 마을급수시설 보안관리 감시장비 설치

- 무동력 액체염소 투입기 교체(10개소), 물탱크 청소

- 노후화된 마을 급수설비 개량

- 수질검사 시행 / 14개 항목(분기), 58개 항목(년)

➋ 고품질 명품수돗물 생산 공급

1) 중리취수장 취수환경 개선

- 취수펌프 기동판넬 개량, 취수장 에어챔버 밸브교체 

- 취수장 경비용 CCTV 교체

2) 체계적인 정수 수질관리

- 법정항목을 초과하는 수질검사 시행(160개 항목)

- 정수장 정수 수질을 0.5NTU 이하 유지

- 24시간 상수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운영

3) 정수시설개량 현대화

-  송촌정수장 응집·침전지 개량, 여과사유실방지벽 

설치 등

-  월평정수장 약품공급설비, 여과지 드레인 밸브 교체 등

-  신탄진정수장 염소투입배관 교체, 법면 배수로 정비 등

➌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체계 구축

1) 상수도시설물 관리수준 제고

- 시설물관리시스템 보완, 효율적 관망관리 추진

- 유량관리시스템(TM체제) 구축(12개소)

-  원수·정수·배수(잔류염소, PH, 탁도 등) 통합모

니터링

- GIS 1/2,500 관망도 제작

2) 관망관리 선진화로 유수율 제고

- 블록구축(12개소) 및 블록유량관리(블록 428㎞)

- 노후관 개량(19.6㎞) 및 노후관 교체(28.5㎞) 

3) 급수취약계층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지원(250개소)

-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113세대, 5.4㎞)

➍ 「It’s 水」 경쟁력 강화

1) 중부권 대표수도사업자 기반 조성 

- 세종시 상수도 수질 및 시설관리 수탁

- 세종시 및 계룡시 상수도 수탁경영 추진 

-  K-Water 도수관로와 대전시⇔세종시 배수관로 간 

상수도 비상연계 구축

2) 세종시 수돗물 공급

-  세종시 2단계 14㎥(일) 공급 추진 / 가압장 1, 관로개     

설 12.9㎞(ø=1,200㎜)

3) 정수장 가동율을 높여 경영합리화 도모 

-  권역 외 급수구역 확대, 세종시 2단계는 신탄진정

수장 수돗물 공급 

-  송촌 1단계 개량공사 계기, 정수장 급수구역 조정으

로 신탄진정수장 가동율 제고

➎ 합리적인 공기업 재정운영

1) 체계적인 세입자원 관리 

- 우수고객(다량수용가) 특별 관리(1,041전) 

- 사용량 변동이 큰 수용가 정밀조사 및 원인분석

-  요금계산 모니터링(계량기 고장, 이사정산, 세대분

할 등)

2) 정확한 부과·징수업무 추진

- 상·하반기 체납징수 경진대회 개최

- 상수도사용료 연체가산금 계산 방식 변경

- 상·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➏ 고객중심의 상수도 행정 구현

1)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견학프로그램 운영

-  정수장 개방 물 문화 체험행사 개최 

-  물 사랑학교 운영 및 수돗물 탐구교실 운영

-  「It’s 水」과학교실 및 「It's 水」시음행사 개최

2) 「It’s 水」홍보 강화, 시민 의식 개선

-  일간지, TV, 라디오, 교통매체 활용 홍보

-  모바일, 전광판 활용 홍보, 지역 축제 홍보관 운영

3) 「It’s 水」시범학교 운영

-  2개 학교 선정 시행 / 2010 ~ 2012년 7개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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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문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연락처 

TEL : 051-669-4314  
FAX : 051-669-4319
홈페이지 

http://water.busan.go.kr
e-mail 
yyw4@korea.kr

| 회사소개 | 

부산 상수도의 깨끗한 세상 만들기

푸른자연과 깨끗한 물, 부산상수도가 만들어갑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는 전국 최초의 상수도로 1894년 부산의 근대적 상수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에 집수제언(자연여과장치)을 구축하여 대청

동배수지를 통해 공용전 70개소에 급수를 시작하였고, 지리적으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수 9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 타 시도보다 원수수질이 나쁘며,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전국 최초로 

오존처리 및 입상활성탄 여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

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04 국제공인시험기관

2003, 2005 바이러스·원생동물 검사기관

200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2011 환경부 주관 정도관리 우수검사기관(이상 수질연구소)

2009 국제공인교정기관(계량기 검사센터)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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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으로 건전재정 확보

•상수도 행정 홍보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급수현황 |

사업자
홍보관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1인 1일 

급수량(ℓ)

1일 평균 생산량

계 생활 공업

3,573,533 3,571,946 99.9% 302 1,077,825 1,077,566 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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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상수도의 자랑 | 

➊ 전국 최초의 상수도

1894년 부산의 근대적 상수

도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

에 자연여과 장치를 설치하

여 대청동 배수지를통해 공

동 수도 70개소에 급수를 시작하였다.

➋ 고도정수처리시설

일반적인 정수처리로 제거

하기 곤란한 미량의 맛, 냄새

물질을 처리할 목적으로 오

존과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을 화명·명장·덕산정수장에 

설치하여 고도로 정수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

며, 1989년 2월 완공된 화명정수장의 오존처리시설은 전

국 최초의 시설이다.

➌  병에 넣은 수돗물 

   ‘순수365’공급

부산시는 수돗물의 우수성

을 알리기위해 1999년 전국 

최초로 고도로 정수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공급하고 

있다. 2005년에는 덕산정수장 내에 자체 생산시설을 만

들어 현재 공공 기관과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 시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➍  전국 최초 계량기 검사센

터 한국인정기구(KOLAS)

로 인정

부산 상수도 계량기 검사센

터는 2009년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최초로 상수도 유량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

수준임을 인정받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획득

했다. 상수도 유량계 검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였고 향후 다른 도시에 대한 대

외 교정을 확대해 경영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➎  전국 최고의 

    수질 연구기관 보유

수질연구소는 1991년 발족된, 

400여 종의 최첨단 수질분석

장비를 갖춘 전국 최고의 수질 연구·검사기관으로 부

산시민을 위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 관련 연구

를 하고 있다. 1998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

을 시작으로, 2004년 국제공인시험기관, 2003년과 2005

년 바이러스·원생동물 검사기관, 2007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년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환경부 주관 먹는물 분야 정도관

리 우수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공신력은 물

론 상수도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이 높다.

➏ 입상활성탄 재생 설비

덕산정수장에 전국 최초로 

하루 12㎥규모의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을 설치하여 2001

년 5월부터 가동함으로써 매년 20억 원 이상의 신탄구입 

경비를 줄여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있다.

➐ 블록시스템 구축

부산시는 급수 계통 등을 고려하여 정수장 계통의 대블록 

4개, 배수지와 가압장 계통의 중블록 64개, 급수전 1,000

전을 기준으로 한 소블록 469개로 부산 전역을 대상으

로 블록시스템을 2010년에 구축하였다. 이로써 시 전역

의 급수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➑  해수의 담수화 연구개발

사업 유치

부산시는 기장군 대변리 일

원 4만6천㎡에 1일 4만5천㎥

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베드를 건설하고 있다. 해수의 담수화 사업

은 규모면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단일 트레인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인 역삼투압 트레인(8MIGD, 1MIGD=4,546

톤/일)이 적용되는 핵심 플랜트사업이다. 대체 수원 확보

가 절실한 부산시는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하기위해 해수

의 담수화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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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안전하고 맛있는 물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1906년 8월에 미국인 콜브란과 영국인 보스트윅이 뚝도정수장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908년 9월 1일에 서울시민에게 최초로 수돗물을 공급한 지 

올해로 105년이 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 주요 선진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대표적 

경영지표인 유수율이 94%를 넘고 노후 수도관의 96%가 교체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의 163개 항목에 대해여 철저한 수질검사로 세계적 

권위의 공중보건 인증기관인 NSF 및 미국 최고의 제품 검증기관 UL로

부터 수질 안전성을 인증받고 있다.  특히, 2009.6월에 UN으로부터 수질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

한데 이어 2010년에 세계물협회(IWA)의 ‘글로벌 물산업혁신상’과 스트비

어워즈(Stevie Awards. Inc))로부터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국제비즈니스상’까지 수상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은 아리수의 품질뿐만 아니라 혁신적 경영성과에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 국무회의, 기타 공공기관은 물론 중국 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쓰촨성 지진 피해지역, 대만 태풍 피해지역, 아이티 지진 피해지역, 동일본

지진 피해 지역에도 음용수로 지원하는 등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로 진출하는 아리수!’를 

비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적된 우수한 기술의 해외 전파로 세계 물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생산능력 : 총 435만톤/일(정수장 6, 취수장 5)

·생 산 량 : 일평균 322만톤, 최대 358만톤

급수시설

·상수도관 : 13,801㎞

·배 수 지 : 101개소 238만톤

·가 압 장 : 196개소

·급 수 전 : 1,968천전(급수인구 10,478천명)

조직 및 인력

·조직 : 5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6정수센터, 1자재센터

·인력 : 정원 2,060명 / 현원 2,026명

사업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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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로 진출하는 아리수!

‘옥내급수 환경개선, 음용률 향상,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3대 목표로 4개 과제 추진’

➊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인프라 차질없는 구축

·물탱크 철거 및 위생관리 강화

-  소형 물탱크 3,600여개소 철거 및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강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정비 : ‘13년 27,000가구 지원

·냄새없는 수돗물 생산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 ‘14년까지 완료

-  소독냄새 저감을 위한 재염소 시설 설치, 대체소독제  

개발 등 추진

·노후 상수도관 교체 : ‘15년까지 완료 

➋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시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수질검사 실시

-  직결급수 전환 및 노후 옥내배관 교체 가구 연 3회  

수질검사 실시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활동

-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홍보에서 적극적·공격적 홍보 실시

- 관주도의 홍보에서 시민주도의 홍보 전환 추진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개선

-  시민평가단의 활동을 상수도사업 평가, 시책사업 홍보,  

시민인식개선 활동 3개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학교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

- 음수대 관리 점검 및 평가, 학교저수조 청소시기 조정

➌ 계절별·시기별 장애요인 선제적 대응

·동파 발생 최소화 추진

-  ‘14년까지 계량기 동파 3,000건 이내로 감소 추진

·조류발생 대응 사전조치 강화

- 취수원 및 한강상류 수질검사 강화, 조류경보예고제 운영

·상수도관 누수 대응능력 향상

-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강화, 신속한 누수복구

➍ 상수도사업의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

·수도사업 해외 진출 기반조성

-  해외진출 추진체계 구축,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해외 수도사업 입찰 참여 및 수주 확대

·상수도 연구원 혁신 추진

-  역할재정립을 위한 기능 조정 및 기구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국내·외 공동 협력체제 확보

·업무혁신을 통한 경영개선 추진

-  취·정수장 모터펌프 최적운영, 대형 수도계량기 디지털방

식 도입, 신기술 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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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맛있는 울산수돗물 안심하고 드십시오!

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에코폴리스 울산, 120만 울산시민의 생명수, 바로 울

산의 맑은 수돗물입니다. 건강한 삶, 웰빙 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의 수돗물

은 양적 보급보다 질적 향상 즉 안전한 물을 지나 보다 맛있는 물,  보다 쾌

적한 물을 요구하고 있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수돗물은 생명수라

는 슬로건 아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수돗물은 회야, 사연, 대곡, 대암 등 4개 댐의 원수와 일부 

낙동강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 하루 32만톤씩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률은 현재 9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수질은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고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해 앞으로 광역  상수원의 청정수원을 추가확보하고 완벽한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 정책목표 | 

울산 상수도 선진화 기반 구축

| 역점과제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수도 시설 선진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풍부한 공급

•기후 환경변화 대비 원·정수의 안정적 관리

•재정건전화 및 공기업 경쟁력 강화

•수돗물 신뢰 제고 및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

| 일반 현황 |  (‘12.12.31 현재)

총 인구 급수인구 급수량(천㎥/일)：322

세대수 : 422,177 세대수： 409,872 보급률(%)：97.5

인구수： 1,166,503 인구수： 1,137,252 유수율(%)：89.0

  인 1일급수량(ℓ)：283

| 시설 현황 |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개소：3 개소：15 개소：２2

규모：550천㎥/일 규 모：448천㎥/일 규 모：191천㎥

  관로(㎞)：2,777

사업자
홍보관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Water Korea  •  323

풍부한 상수원

-  유효저수용량 총 6,882만톤(회야댐 1,771 / 사연댐 1,951 / 대곡댐 2,780 

/ 대암댐 379)의 식수댐이 있어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양질

의 수돗물을 최소 6개월 동안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청정 수원을 확보

하고 있다.

댐상류 수원보호

-  회야·대곡댐 상류지역 모든 오·폐수는 정밀한 시스템에 의거 하수차

집관로를 통하도록하여 근원적으로 수원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 외 

오염원에 대하여는 인공습지(수초)를 통한 수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댐 주변 및 수중 환경정비, 불법어로행위 단속 및 유류 유출사고대비 대

응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수원 관

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  댐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초(인공습지)를 2003년부터 172,989㎡ 규

모로 조성하여 수질 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댐상류 원수 수질검사

-  상수원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위하여 댐상류 하

천수는 매월 2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댐내 지점별, 수심

별 3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된 최상의 수돗물

-  일반 정수처리 후 맛이나 냄새 유발물질, 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hential),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페놀, 벤젠, 톨루엔 및 각

종 농약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과학적인 정수

처리 시스템으로, 회야정수장 27만톤/일, 천상정수장 6만톤/일을 고도정

수 처리하고 있다.

오존 (O3)처리

-  오존의 강력한 산화(살균)력을 이용하여 수중의 미량 유기물질(맛, 냄새, 

트리할로메탄, 내분비 장애물질 등)과 무기물질(색도유발, 조류, 망간 등)

을 완전히 산화시키며, 또한 오존은 후속공정 생물활성탄 흡착제거에 효

율을 증대시키는 공정

엄격한 공정관리

-  원수유입부터 송수과정까지의 정수처리 전과정을 첨단 감시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기록·조정하고 있다.

대곡댐

천상정수장 전경

회야정수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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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연락처 

TEL : 032-720-2124, 
032-121 (상수도 민원)  

FAX : 032-720-2129
홈페이지 

http ://waterworksh.incheon.kr

| 소개 |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

리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여, 맛·냄새 유발물질 및 표준 정

수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의 제거를 통해 최고품질의 맛있

는 수돗물 생산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

·수돗물 생산의 과학화·선진화 추진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

·유수율 선진화 및 급수환경 개선

·시민들과 함께 미추홀 참물 신뢰 회복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

일반현황

·기구 : 3부(12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8수도사업소

·정원 : 814명(일반328, 별정2, 연구19, 기능319, 기타146)

·예산 : 266,050백만원

급수현황

총인구(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1인 1일 

급수량(ℓ)

2011 생산량(천㎥/일)

최대 평균

2,851 2,801 98.2% 343 1,061 963

시설현황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관로

5개소
2,223천㎥/일

7개소
2,163천㎥/일

23개소
495천㎥

68개소
167천㎥/일

5,798㎞

공촌정수장 전경

부평정수장 전경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민이 사랑하는 인천의 수돗물 「미추홀 참물」

사업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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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점사업 | 

➊ 실시간 수질정보시스템 구축

·정수장별 수질정보시스템을 구축

·24시간 연속 수질변화 감시

- 원수 8개항목, 정수 6개항목

·원·정수 수질검사 확대 시행

- 원수 : 법정 32개 항목 →  58개 항목

- 정수 : 법정 58개 항목 → 167개 항목

➋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맛·냄새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

·사업기간 : 2010년~2022년

·사 업 비 : 230,448백만원

·시설규모 : 1,471천㎥/일

(4개소 - 부평, 공촌, 남동, 수산정수장)

※부평정수장(2015년까지 우선 시행)

➌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정비 : 173억원, 48㎞(2013년)

·2013년 유수율 목표 : 90%

- 년간 700만톤의 물생산 절감

- 4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➍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시민불편 최소화

·연립주택, 취약계층 세대 등을 중점으로

- 계량기 보호통 보온조치 29,000건

- 불량 보호통 9,600개소 정비 완료

- 2회이상 동파발생 취약세대 인정검침

·디지털수도계량기 1,000개 시범설치

·동파방지용 계량기 20,000개 및 

동파방지 보호통 6,000개 확대 설치예정

➎ 저수능력 확충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44년 경과된 수봉1배수지를 2만톤 규모로 2013년 9월

까지 재건설 완료

· 검단지역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

만톤 규모의 검단2배수지를 2015년 완료예정으로 건설

➏ 미추홀 참물 음용률 향상, 신뢰도 제고

· 미추홀 참물과 시중 판매되는 생수와의 비교 시음 블라

인드 테스트를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 시민으로 선발된 물사랑 지킴이 206명을 활용한 찾아

가는 미추홀 참물 품질 인증제 시행

- 각 가정의 수도꼭지 7개항목 수질검사

· 미래의 주인공인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➐ 원수 구입비 등 비용 절감, 재정건전화 실현

·팔당 원수 장기사용에 따른 원수비 22억원 절감(2013년)

·풍납원수 사용량 증대에 따른 4억3천만원 절감 계획

· 공촌정수장내 지하수·우수를 원수로 활용하여 년간 7

천만원의 비용 절감

· 취·정수장의 심야시간대 가동 확대로 년간 1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예정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시음 테스트

수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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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김건호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락처 

TEL : 042-629-2804 
FAX : 042-629-2849
홈페이지 

http://www.kwater.or.kr
e-mail 
civilengin@kwater.or.kr

| 소개 | 

세계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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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K-water의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물로 인한 재난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걱

정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혜택을 넉넉하고 고르게 누리도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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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형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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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기본에 충실한 투명경영 강화

사업자
홍보관

물의 시대를 주도하는 녹색선도기업
post 국책사업, 5대 전략사업 집중 육성

기후변화 대비 물 공급기반 안정성 강화

선진 조직문화 구축

미래
지향

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기업
현장 밀착형 경영시스템 구축

재해사고 등 위기대응시스템 혁신

고객지역국민 등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현장
중시

Global 경쟁력을 지닌 물전문기업
국책사업 투자비 회수 등 재무건전성 강화

미래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본에 충실한 투명경영 강화

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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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물 관리와 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 및 재해 예방을 위한 16개의 다목적 댐 운영(5개 댐 건설중)

·수계별 통합 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50억 톤 규모의 물 공급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전국 7개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구축 및 연간 36억 톤 수돗물 공급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광역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운영관리

·전국 2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수탁 관리 및 15개 지자체 하수도 건설?운영

·시설 현대화, 유수율 제고, 수질관리,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종합 솔루션 제공

세계 물 서비스 시장 개척

·40여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수자원 사업 성공적 수행

- 완료사업 : 20개국 37개 사업 (이라크,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케냐 등)

- 수행 중 사업 : 15개국 18개 사업(태국, 캄보디아, 인도, 중국 등)

친환경 청청에너지 개발

·세계 최대 규모 시화호조력발전소 완공(발전시설용량 : 245MW)

· 청청 해양에너지 개발로 국가 에너지 자급도 향상, 대규모 해수유통을 통해 시화호 상

류 구역에서 갯벌 신규 생성

물의 시대를 주도하는 녹색선도기업
post 국책사업, 5대 전략사업 집중 육성

기후변화 대비 물 공급기반 안정성 강화

선진 조직문화 구축

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기업
현장 밀착형 경영시스템 구축

재해사고 등 위기대응시스템 혁신

고객지역국민 등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Global 경쟁력을 지닌 물전문기업
국책사업 투자비 회수 등 재무건전성 강화

미래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본에 충실한 투명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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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한국환경공단

대표 박승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연락처 

TEL : 032-590-4000  
FAX : 032-590-3229
홈페이지 

https://www.keco.or.kr
e-mail 
kecopr@keco.or.kr

| 회사소개 | 

1. 설립목적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

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국환경공단법 : 법률 제11446호)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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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계획)

2009. 2 「한국환경공단법」제정·공포

2009. 3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 발족(기관통합 이행)

2010. 1 한국환경공단 설립

2012. 5 「한국환경공단법」개정·공포(기후변화대응 추가 등 설립목적 재정립)

| 주요기능 | 

-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운영

- 탄소발생 최소화 등 에너지사업 추진 및 기술 개발

-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검사·분석, 유해성 시험·평가 관리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대응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개발·지원

| 조직현황 | 
 

인원(’13. 1. 10 기준)  (단위: 명)

※ 박사 72명, 기술사 95명, 석사 413명, 기사 1,849명 등 전문기술자격 보유

 (복수자격증 소지자 포함)

사업자
홍보관

구분 계 임원
일반직

별정직
사무·기술직 운영직

정원 1,916 7 1,672 232 5

현원 1,850 7 1,606 2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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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경영전략  | 

4대 전략목표, 12개 전략과제

미  션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비  전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핵심가치
경영방침

핵심가치 52만㎥/일가변공정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

전문성 속도경영 투명경영

전략목표 신사업 6천억원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등급 달성
Keco (박사급)

전문가 800명 양성

➊ 환경시설 고도화

 1-1. 환경모니터링 품질 제고

 1-2.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1-3. 환경에너지화 기반 확대

➌ 지속성장 기반 강화

 3-1.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3-2. 해외사업 진출 확대

 3-3. 환경컨설팅 확대

➋ 환경서비스 내실화

2-1.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

2-2. 생활환경 개선 확대

2-3. 환경오염 진단·분석 서비스 고도화

➍ 조직역량 극대화

4-1. 경영관리 선진화

4-2. 핵심인재 양성

4-3. 기관 브랜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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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스케이건설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지능형상수관망기술개발

케이샘

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NSF 코리아

R

시험·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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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6-1

회사명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단

대표 추광호

주소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공대 7호관 211호

연락처 

TEL : 053-950-7896 
FAX : 053-950-7897
홈페이지 

http://bluegold.knu.ac.kr
e-mail 
bluegold@knu.ac.kr

| 회사소개 |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단은 지식경제부, 대구광역시, 경상북

도가 지원하고 경북대학교가 총괄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산업 관련 기술혁신

과 클러스터화를 통해 대경권을 글로벌 녹색산업의 허브로 견인하고자 하

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세계 10대 물기업 배출 기반조성” 등 대구경북의 산

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국가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산학연관 연계협력

을 기반으로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공동연구, 정책연구, 기업지원, 네

트워킹 등을 통해 대경권을 물산업의 허브지역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단 사업성과품, 

➋ 사업단 참여기업 생산제품(멤브레인, 멤브레인 모듈 등)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공주 신관 하수처리장, 덕평랜드 오수처리장, 부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영천시 하수처리장 등에 적용

웅양정수장, 고성정수장, 카자흐스탄 하수처리장, 공주 신관하수처리장 등

의 설계지원에 smartM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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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1-1

회사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환경시스템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창원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연락처 

TEL : 051-510-2769  
FAX : 051-515-5347
홈페이지 

http://waterlab.icts21.com/
e-mail 
cwkim@pusan.ac.kr 
daniel@pusan.ac.kr

| 회사소개 | 

본 연구실은 권역 내 다수의 하수도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지난 20여년간 , 진단 및 제어 분야에 관련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듈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이노베이션 

사업 중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 (ERL)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

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의 선도 그룹 중 하나로써, 모

든 연구원들이 선진화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국내 특허 출원

10-2012-0016793, 하수처리장 공정 상태 진단에 따른 규칙기반 

제어 방법 및 시스템

국제 특허 출원

PCT/KR2011/004686, 하폐수 처리 공정의 규칙기반 실시간 제어 방법 및 

시스템

PCT/KR2011/004728, 하폐수 처리장의 공정진단 시스템 및 방법

PCT/KR2011/004734, 사전 예측 제어 기반 하?폐수 처리 방법

PCT/KR2012/001271, 하수처리장 공정 상태 진단에 따른 규칙기반 

제어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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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통합관리의 필요성 |

| 연구과제 목표 및 내용 |

- 연구기간: 2011년 5월~ 2014년(3년)

- 연구비: 4억 - 4억 - 5억(총 13억)

- 차세대 EI 사업, 목적원천과제. Environmental Research Lab(ERL) 지원 사업

방류수계의 효율적 수질관리 요구

·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방류수계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미흡 

·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역개념의 하수도정비계획 필요

효율적인 하수도운영관리 필요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중복투자의 비효율적 사례 발생 

·지자체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에 따른 방류수계 수질 오염의 악화 초래

제도적 불일치로 인한 연계 곤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환경관리계획의 계획 수립 단위의 불일치로 제도 수행 한계

관리자의 의사결정체계 한계성

·하수처리시설 관리자의 경험에 의한 시설의 운영관리

·순환식 근무자로 구성된 하수도 운영 기준 요구

·객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및 표준안 마련 필요

Data수집

DB구조 확립 및 전처리

모듈구조 도출

선진운영 기법 개발

진단모듈 개발

1. 최적 방류수계 수질 예측모듈 개발

2. 예측,진단모듈의 범용화

3. 최적 의사결정 항목 

분석 및 도출

4. 통합구조 도출

최종의사결정지원 모듈 개발

시스템의 프로토타임 

프로그램제작

시스템 검증 및 튜닝 프로토콜 개발

하수도 시설의 유기적인 모듈 기반 정보 추출을 통한 최적 하수도 통합관리

하수처리장

방류수계

2차년도 연구목표

최적방류수계 수질 유지를 위한

예측모듈 개발과 진단모듈과의 

통합 및 범용화

3차년도 연구목표

최종 의사결정지원모듈 개발 및

MIDAS 시스템 개발

1차년도 연구목표

통합 하수도관리 권역 선정 및 

선진운영기법 개발과 

최적 방류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진단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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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1-2

회사명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표 최광철, 조기행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동)

연락처 

TEL : 02-3700-7114  
FAX : 02-3700-8200
홈페이지 

http://www.skec.co.kr/

| 회사소개 | 

SK건설은 1977년 창립이래 Infra, 건축·주택, 플랜트 분야, 무선 이동 통신 

설비 등 u-Business 분야, 원자력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우수한 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SK건설은 ‘We Build the Great. Great Life, Great World’라는 미션과 같이 인

류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SK건설은 ‘세계 일류 도시개발 및 인프라 구축회

사’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고객관점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단순 EPC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한 복합 EPC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건설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토대로 창조적인 혁신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로 삶의 품격과 가치

를  높일 수 있는 고도의 기술 개발과 핵심 역량의 강화, Total Solution의 구

축을 통해 신뢰받는 Global Top Tier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Infra 사업부문 : 환경/상하수도/댐, 국내 및 해외 도로/교량, 철도, 지하철, 

터널, 지하공간, 항만, 산업단지/택지조성 등

•건축주택 사업부문 :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관공서, 상업시설 시공 등

• 화공플랜트 및 발전플랜트 사업부문 : Oil, Gas & Petrochemical 플랜트, 

석탄/복합화력 발전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산업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유무선 통신망 등 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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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자원 흐름에 따른 친환경 인프라 서비스 제공 

SK건설은 물 흐름에 근거하여 총 10개의 주요 수자원 

사업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고른 사업 추진을 통

해 친환경 수자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상수도 부문에서는 지방상수도 관망정비, 정수장 신

설 및 고도처리를, 하수도 부문에서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물순환시스템, 자연형 하천 등

의 친수환경조성으로 물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습

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해당 시설물의 시공 이후 사후 관리 및 서비스 분야

까지 SK건설만의 책임 있는 운영과 관리 (O&M)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➋ 지능형 상수도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의 진화

SK건설은 담수의 절대량 부족 현상 해결 및 유연한 수

자원 공급 실현으로 수자원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

화를 실현하고자 2011년 8월부터 ‘지능형 상수도 통합 

관리 시스템 설계/시공/운영’ 과제를 환경부, 서울시

와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서울시와 과제 협력구조 구축 기반을 바탕

으로 한 공동이행방식 참여 및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통합권역 및 유역 단위의 상·하수도 통

합 운영 등 국내 물 시장에서의 동반 진출 기회를 마

련하고 해외 거점 시장을 중심으로 개발된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화 상호협력 등을 통해 해외 물 시장 공

동사업 발굴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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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2-2

회사명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대표 노수홍

주소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1층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연락처 

TEL : 033-760-5564 
FAX : 033-760-5568
홈페이지 

http://ecost.yonsei.ac.kr
e-mail 
mirymbang@yonsei.ac.kr

| 회사소개 |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일류 환경기업을 육성하여 국

민의 질과 환경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ET-IT-NT를 융합한 막여과 정수처리기술과 통합상수도시

스템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시장 

선도형 정수막 분리 기술, 첨단지능형 최적정수처리 플랜트 기술, 수출시장 

맞춤형 상수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조하여 취수원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

과정 통합상수도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실적을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게 우리 사업단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맛, 냄새 및 신종오염물질을 처리하

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개척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사업단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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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사업 주관기관과 핵심세부과제 | 

과제분류 과제명 주관기관 핵심기술

개별

실용화

저에너지형 내오염성

정밀여과막 및 모듈 개발
웅진케미칼

- 고공극율 저에너지형 정밀여과막 개발

- 내오염성 정밀여과막 개발

- CFD활용을 통한 단위모듈 설계 및 대용량 모듈 제조기술 확보

- Test-bed 운영을 통한 최적 성능 인자 도출 및 신기술 

인증 획득

개별

실용화

고투과성/고강도

한외여과막 및 모듈 개발
제일모직

- 고투과성/고강도 저압 한외여과막 개발

- 저에너지 소모형 한외여과 모듈 개발

- CFD를 통한 fiber/module 및 카세트/rack 설계 최적화

- Test-bed 운영을 통한 최적 성능 인자 도출 및 신기술 

인증 획득

개별

실용화

고농도 배출수 처리용

분리막 및 모듈 개발
에코니티

- 고투과 고강도 배출수 처리용 중공사막 개발

- 막오염 저감형, 고집적, 저에너지 침지형 모듈 개발

- Test-bed 운영을 통한 고농도 배출수 처리용 막모듈 

운영기술 확보

개별

원천

차세대 정수용

분리막 및 모듈 개발
계명대학교

- 내오염성 신규 소재 분리막 개발

- MF용 융복합 나노섬유 분리막, 세라믹 기능성 분리막, 

항균성 그래핀 분리막 개발

- 신규 분리막 준 양산기술 확보

통합

실용화

CECs 대비 정수 공급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대림산업

- CECs 최적처리 막여과 AOP hybrid 고도정수 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전방법 확보

- 미량오염물질의 체계적 분석시스템 및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신종 오염물질 최적처리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개별

실용화

수질 맞춤형

정수처리 공정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 취수원별 수질/수량 특성 분석/평가 및 DB구축

- 지표수 처리용 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 이온물질 및 고경도 처리대상 정수처리시스템 개발

통합

실용화

지능형 정수 플랜트 

최적화 기술 개발
GS건설

- 공정모사기/고도제어기의 국산화

- 플랜트 3차원 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 국산화 및 선진화

- 고도정수 및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에코스마트 시스템 Test-bed 구축 및 운영실적 확보

개별

실용화

다목적

(저개발국, 재난대비, 분산화)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저개발국 맞춤형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개발

- 처리수질에 따른 공정 조합이 가능한 개별 공정의 모듈화 

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무동력패키지 최적 처리 공정 개발

- 저전력 분산형 패키지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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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회사명 GBEST

대표 최승일

주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세종로 2511 고

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108호

연락처 

TEL : 02-3290-3976 
FAX : 02-928-7430
홈페이지 

http://gbestcenter.org
e-mail 
eechoi@korea.ac.kr

| 회사소개 | 

차세대 지능형상수관망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GBEST)은 환경부의 ECO-

INNOVATION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된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사업입

니다. GBEST는 6개의 세부과제(GS건설, 삼천리, 수자원기술(주), LS산전, 

K-water, 서용엔지니어링)와 이들로부터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하

는 Test-Bed 구축/운영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총괄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분야에 IT기술(센서, IT 표준화)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미흡합니다. 특히, 관망(Pipe network)분야는 격차가 더욱 크므

로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Global Top 수준의 “차세대 상수관망 통합관

리 시스템 개발”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관망 센서는 현재 대부분이 수입제

품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가 더 필요하며, 신규오염물질 감지 센서

에 대한 연구도 추가 과제로 추진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고품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공정의 유지·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제성 확보와 IT 기술 

융합으로 해외 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원천기술 개발이 우리 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총괄과제 - 차세대 상수관망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➊ 지능형 상수관망 유지/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➋  10,000세대 이상의 대형 Test-Bed 요소기술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

시공·운영·평가기술 개발

➌ 관망수질관리를 위한 IT기반 및 공정조합형 플랜트표준화기술 개발

➍ 관망 내 신규미량오염물질 감지센서 개발

세부과제

·1세부 : 스마트 블록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개발

·2세부 : 종합적 상수관망 이상관리 시스템 및 최적수질관리기술 개발

·3세부 : 종합적 최적 관망관리 및 기술 개발

·4세부 : 상수관망 에너지 최적운영·회수 및 지능형 플랫폼 개발

·5세부 : 스마트미터 및 센서 네트워크 기반 상수관망 운영관리 최적화

·6세부 : 상수도 광망의 비상 시 재해대응 시스템 기술개발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SAWACO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성남정수장 Pilot Plant

Booth No. 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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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2-4

회사명 케이샘(주)

대표 황환국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동 119호

연락처 

TEL : 070-7727-6118 
FAX : 031-935-0309
e-mail 
scyoon80@naver.com

| 회사소개 | 

케이샘(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창업벤처로서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선

도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국내최초로 평면조사 방식의 첨단 IT기술을 접

목 한 하수관거용 탐사로봇을 개발하였으며, 고해상도의 하수관거 상태평

가기술을 바탕으로 하수관거 조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지하매설관로의 자산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제10-1092883호

·내외면 동시 탐사 분석 시스템, 제 10-0939529호 

·관로내면 탐사영상 분석/보고 프로그램, 2007-01-189-005464 

·상하수관로 LCC 분석 프로그램, 2009-01-123-007117  

·레이저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하수관의 내부 탐사장치, 

·10-2012-0011477(출원)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제3세대 하수관 조사 로봇 개발 및 판매

·하수관 상태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하수도 자산관리 기법 연구 용역

·상하수도 조사 및 관망진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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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GI 하수도 관리시스템내 자산관리기반 시스템 구현

파노라마
방식의

하수관거
상태평가

DB
연계

지자체
관리자를

위한

하수관
정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GIS기반
하수관거
상태평가

표준코드 제공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로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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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2-1

회사명 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

대표 박규홍

주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209동 804호

연락처 

TEL : 02-812-4284  
FAX : 02-812-4284
홈페이지 

http://www.usd-rc.re.kr
e-mail 
kpark@cau.ac.kr

| 회사소개 | 

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은 2020년 하수관거의 본격적 유지관리시대에 하

수관거 인프라의 자산관리기술 고도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배수시스템 

최적 구축 기술을 정립하여, 시민의 하수도 서비스 질 향상 및 최소 유지

관리비용으로 성능의 최대화(수명 최대화)실현 목표를 위하여 출범하였습

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  초기우수 오염저감 및 도심침수 방지를 위한 다기능 저류 시스템 및 저류

 방법, 특허출원 제10-2012-0025186호 (2012. 10)

-  오수관 연결용 전기융착이음관, 2012.12, 

 특허출원 제10-2010-0087290호 (2010.09.07)

-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등록 제10-1187998호 (2012.09.26) 

- 비굴착 보수기술, 특허출원 제10-2012-0083842호 (2012.07)

- 하수관거 조립식 기초, 특허등록 제10-1175907호 (2012.08)

- 비굴착 보수기술, 특허출원 제10-2012-0126177호 (2012.11)

-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하수관거용 프리캐스트 기초, 

 특허출원 제10-2012-0133261호 (2012.11)

- 오수관 연결용 전기융착이음관, 

 특허출원 제10-2012-0146249호 (2012.12) 

- 공기공급 및 SOB 매체를 이용한 악취 저감 장치 및 악취 저감 방법, 

 특허출원 제10-2012-0141733호(2012.12.07.)

- 철염필터를 이용한 악취 저감 장치 및 악취 저감 방법, 

 특허출원 제10-2012-0141489호(2012.12.06.)

- SOB 매체를 이용한 오수정화시설의 악취 저감 장치 및 악취 저감 방법,

 특허출원 제10-2012-0141486호(2012.12.06)

- 이동통신을 이용한 맨홀 내부의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및 모니터링 방법,

 특허출원제10-2012-0141490호(2012.12.06.)

- 지하수 분사에 의한 악취제어장치 및 악취 제어 방법 제10-2012-0141483호

 (2012.12.06.)

- 침전시설의 성능 평가방법 특허출원, 제10-2012-0102901호(2012.09)

- 하수관로 시스템의 침입수/유입수(I/I) 산정 프로그램 특허등록, 

 제C-2012-023024호(2012.12)

- 하수관로 시설물 조사 장치 및 방법 특허출원, 제10-2013-0004520호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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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PP전기 발포융착이음관

·저전압융착기

·레이저프로파일링

·플라즈마+wet scrubber 시스템을 이용한 물리/화학적 악취 저감 기술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12. 03. 16. KWH PIPE Ltd 전기발포융착이음관 D400용 판매

·2012. 05. 10. KWH PIPE Ltd 전기발포융착이음관 D800, D1000, D1200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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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1-4

회사명 하·폐수고도처리기술

 개발사업단

대표 김지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연락처 

TEL : 031-247-0846   
FAX : 031-249-9782
홈페이지 

http://www.bwtoptech.or.kr/
e-mail 
skylike007@naver.com

| 회사소개 |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는 동

시대의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특히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은 향후 녹색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가 될 것입

니다. 하·폐수처리분야에서도 선진국들은 이미 고도처리와 재이용, 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은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출범하였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처리기술을 

확보하여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깨끗한 대체수자원을 확

보하고 세계 물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

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단 과제는 1) 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

스템 구축, 2) 수처리 플랜트에서 에너지 자립율 제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3) 수처리 플랜트에서 IT 융·복합 기반 지능형 운전 및 운영관리 핵

심기술 개발 세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실증화 과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화를 촉진하

기위해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기술을 개발·검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단은 하·폐수재이용, 자원 순환과 지능형 운전 등과 같은 첨단처리기술개

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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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logy of Wastewater Treatment and Reu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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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1-6

회사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대표 송재빈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연락처 

TEL : 02-2102-2596
FAX : 02-855-1802
홈페이지 

http://www.kcl.re.kr
e-mail 
170wsm@kcl.re.kr

| 회사소개 | 

2010년 7월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

합ㆍ출범한 한국건샐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ㆍ인증기관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CL은 지난 반세기동안 축

적된 기술과 인력, 시험장비,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로 고객이 요구하는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CL은 안전,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재료 등 관련

분야의 시험ㆍ분석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까지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KCL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산품 안전성 검사와 각종 품질인증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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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정 |

가속내구성 시험기 X-ray 회절분석기 만능재료시험기 생분해도 시험기

가스유해성 시험기 GC-ECD/FID 저온충격강도시험기 정수성능 시험기

UV/Vis 분광 광도계 GC/MS 콘칼로리미터 광촉매성능평가시험기

FT-IR HPLC 대형/소형 챔버 수질 자동분석기

AA ICP 수은 분석기 탁도, 색도 측정기

IC ICP/MS TOC 분석기

지정기관 기관지정명 지정일(최초지정일)

기술표준원

물류표준설비 성능검사기관 ‘09-12-28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검사기관 ‘07-01-24

한국산업규격(KS) 지정심사기관 ‘09-05-04(’98-07-24)

한국인정기구
(KOLAS)

KOLAS 시험, 검사, 교정기관 ‘07-07-03

KOLAS 교육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09-04-29(’98-05-21)

국토해양부 품질검사전문기관 ‘08-11-14(’98-09-09)

환경부
실내공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검사 측정대행기관 ‘06-12-28

수도용 기자재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11-05-26

국립환경과학원

수처리제검사기관 ‘07-03-22

정수기성능검사기관 ‘08-07-29

폐기물분석전문기관 ‘05-09-27

한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08-07-08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 ‘11-12-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검사기관 ‘00-09-07

비임상시험관리기관(GLP) ‘06-11-06

조달청(품질관리단)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08-12-24(’03-03-05)

특허청 발명의 기술성평가기관 ‘07-02-06(’96-10-31)

ISTA CERTIFIED LABORATORY ‘91-12-00~’12-05-01

TUVRheinland(독일) TUV Rheinland 지정 유해물질 시험기관 ‘07-09-17

시험분야 주요시험품목

건설시험분야 토목ㆍ건설재료의 성능 평가

내후성분야 옥외폭로 및 실내촉진 시험/평가, 해양환경시험/평가, 열관류, 단열성능 

화재안전분야 방화문 화재 시험, 건축재료의 난연성, 소방방염물품의 방염성능 시험 

방수방식분야 도막ㆍ시트ㆍ시멘트계방수재, 방근재료 시험

완구기술분야 완구제품ㆍ재료의 물리적 시험, 방염성, 유해중금속 시험 등 

정밀화학분야 국제환경규제물질(RoHS,REACH,WEEE,PoHS,ELV ), 금속성분 시험 등 

환경ㆍ안전분야 먹는물ㆍ수질ㆍ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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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소개 |

| 주요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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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1-7

회사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 심윤수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9

연락처 

TEL : 031-428-3800
FAX : 031-428-7365
홈페이지 

http://www.ktc.re.kr
e-mail 
wang@ktc.re.kr

| 회사소개 | 

•설립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설립일자 : 2010. 07. 08

•설립목적 :  시험연구원은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석유화학, 녹색산업 등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

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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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시험인증사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환경부로부터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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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28-3829

  - 화학환경센터: 031-428-3800, 금속기계센터: 031-353-8054

| 주요 업무 소개 |

•화학시험 :  정밀화학시험 / 환경안전평가 / 환경규제물질분석 / 화장품품질검사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용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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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평가 :  신뢰성인증 / 성능특성측정 및 신뢰성평가 / 환경시험 / 내구성시험 / 물성시험 / 수명 및 고장률평

가시험

•대전력 시험 :  저압보호기기류(차단기, 퓨즈 등) 단락시험 및 평가 / 중전기기의 검사 / 성능평가 및 형식시험 / 부하

개폐시험 / 단락시험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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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서 발급시험의뢰 시험상담·접수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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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1-5

회사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대표 남궁 민

주소 

152-7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동)

연락처 

TEL : 031-500-0471   
FAX : 031-500-0478
홈페이지 

www.ktl.re.kr
e-mail 
leejt@ktl.re.kr

| 회사소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FIC)로 설립된 이래 

지난 45여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 획득지원에 주력하면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안전성검사와 전자파시험을 통해 전자제품의 유해성을 제거하

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설비에 대한 기술감리, 계측기의 교정, 환경기술평가, 의료기기

검사 등 다양한 시험평가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KTL은 3G휴대폰을 비롯하여 LED조명기기, RFID, 신재생에너지평가,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제품 등의 시험인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1. 기관전경(구로), (안산)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Water Korea  •  353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KTL)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 관련 법령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주요 내용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http://www.kctap.or.kr 참조)

•위생안전기준 

-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 주요 내용 : 일반항목 13종, 유해금속 11종, 유해유기화합물  20종에 대한 허용 한계치 규정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 관련 법령 : 수도법 제14조 제6항 -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지정 번호 : 제 4 호 - 지정 일자 : 2012년 5월 25일

•위생안전기준 검사업무 담당부서

- 기간산업본부 재료기술센터

- 담당자 : 이준태 책임연구원, 

 (031-500-0471, leejt@ktl.re.kr)

 현경호 연구원 

 (031-500-0475, powerco12@ktl.re.kr)

•시험평가비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1. 중소기업 상품화 기술개선 사업

- 종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지원

- 자세한 내용은 http://tis.ktl.re.kr 참조

2. KTL 기술지원회원제

- 회원가입을 통한 시험수수료 할인 제도

-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 부서(031-500-0330)에 문의

3. 연구장비 공동이용 사업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연구장비 이용금액의  

60~ 7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http://www.sanhak.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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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Booth No. R-2-5

회사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

대표 조기성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8-2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741)

연락처 

TEL : 053-384-1910 
FAX : 053-384-1915
홈페이지 

http://www.ktr.or.kr
e-mail 
jager@ktr.or.kr

| 회사소개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ㆍ인증ㆍ기술컨설팅 기관입니

다. KTR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기업에게는 기술

개발, 품질향상,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Global Top 5 시험인증기관’이라는 비

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23개국 82개 기관과 사업네트워

크를 구축해 유럽 CE, 러시아 GOST-R, 미국 FCCㆍNSFㆍ에너지스타, 일

본 JISㆍPSE, 국제전기기기기구 IECEE-CB, UN CDM 등 해외인증을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제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국가간의 화학물질 등록, 제품인증 등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유럽 CE, 러시아 GOST-R, 미국 FCCㆍNSFㆍ에너지스타, 일본 JISㆍPSE, 

국제전기기기기구 IECEE-CB, UN CDM 등 다수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시험, 검사, 기술요역, 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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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사업단

회사명 NSF 코리아(유)

대표 한국지사장 이소영

주소 

한국법인 NSF Korea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49번지 

세나빌딩 

연락처 

TEL : 02-511-8410             
FAX : 02-511-8305
홈페이지 

http://www.nsf.org/info/korea
e-mail 
korea@nsf.org

| 회사소개 | 

NSF 인터내셔널은 위생 안전 요구사항표준화를 목적으로 1944년 미시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에서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미국위생안전기

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NSF 인터내셔널은 제품의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 인증하는 자격을 갖춘 독립 인증 기관으

로 성장하였으며, NSF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미주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 제조업체, 유통업체, 규제기관의 인정을 받는 NSF 마크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소개 |

NSF 글로벌 워터 사업부(NSF Global Water Division)는 수도관, 밸브, 플라

스틱, 코팅의 소재, 수처리 화학제, 정수기, 필터 카트리지와 이음관 등 부품, 

수영장 설비 등을 비롯해 음용수와 접촉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NSF는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에 대한 유

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음용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먹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소재 및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 국

가 표준 개발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음용

수 제품에 대한 자체 자문 프로그램을 NSF의 표준규격으로 대체하기에 이

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 관련 법률에서는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 사

용되는 배관 및 수도 부품의 NSF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실적 |

보건 및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NSF는 식품, 수자

원 안전 및 실내 환경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입니다. 1,200명 이상의 미생물학자, 독성학자, 화학자, 엔지니어, 환

경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NSF는 16만 5천 평방피트 규모

의 최신 시험시설을 통해 전세계 150여 국가에서 생산되는 200,000개 이상

의 제품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ooth No.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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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UBM MALAYSIA

수도경영연구소/세계병물전시

제일모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프랑스 폴루텍

피코그램

한국샘물협회

환경부위탁기관 환경보전협회

효림산업

효성/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LG전자

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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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8-1

회사명 도레이첨단소재(주)

대표 이영관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3-1

연락처 

TEL : 02-3279-1450  
FAX : 02-3279-1015
홈페이지 

http://www.torayamk.com
e-mail 
tyryu@torayamk.com

| 회사소개 | 

도레이첨단소재는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도레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필

름, IT소재, 생분해시트, 탄소섬유, 수처리, 부직포, 폴리에스터 원사, 수지 

등 우리 일상 생활에서부터 산업의 전분야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를 공급하

는 화학소재기업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창조하는 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기업 이념 

아래 다양한 소재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자 끝없는 열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R&D 투자,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을 가진 

메이커로 견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의 확대 및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한편 저탄소 녹

색 성장의 일환으로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에 노력함으로써 국가 경제

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언제나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중공사막 모듈(TORAYFILⓇ)

- KWWA 단체표준표시인증 획득, 금호산업과 환경부 신기술인증 획득

•MBR용 평막 모듈(MEMBRAYⓇ)

- 금호산업과 환경부 신기술인증 획득

※ 국내 수처리 관련 인증 부문만 기재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중공사막 모듈(TORAYFILⓇ)

-  중공사막모듈은 도레이의 첨단고분자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정밀여과

막(MF)과 한외여과막(UF)모듈입니다. 제거성능, 내구성 및 투수성 향상을 

위해 독자적으로 막소재 및 형태를 개발 하였습니다.

•MBR용 평막 모듈(MEMBRAYⓇ)

-  MBR용 평막 모듈은 막분리활성오니법(Membrane Bio Reactor)용으로 개

발된 침지형 막모듈입니다. 도레이의 고분자 기술로 뛰어난 제법 성능, 내

구성, 투수성을 실현하였습니다.

•역삼투막(RO) 모듈(ROMEMBRAⓇ)

-  역삼투막(RO) 모듈은 도레이의 고분자 기술을 바탕으로 고투과성, 내염

소성이 강화된 제품입니다.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Water Korea  •  361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중공사막 모듈(TORAYFILⓇ)

공주정수장(30,000m3/일), 임실정수장(7,000m3/일), 

성남정수장(50,000m3/일)

MBR용 평막 모듈(MEMBRAYⓇ)

익산폐수처리장(5,500m3/일), 

김해하수처리장(15,000m3/일)

역삼투막(RO) 모듈(ROMEMBRAⓇ)

국내 대기업 S사, L사, H사 등 다수 공급

※ 국내(기업 납품 실적 및 5,000m3/일 이하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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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1-2

회사명 UBM MALAYSIA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주)

주소 

UBM MALAYSIA

A-8-1, LEVEL 8, HAMPSHIRE 

PLACE OFFICE

157 HAMPSHIRE, 1 JALAN MAYANG 

SARI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주)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 8층

연락처 

UBM MALAYSIA

TEL : 603 21768788
FAX : 603 21648786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주)

TEL : 02-6715-5400 
FAX : 02-432-5885
홈페이지 

http://www.vietwater.com
e-mail 
UBM MALAYSIA

Vietwater-my@ubm.com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주)

Jina.Kim@ubm.com 

| 회사소개 | 

영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UBM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UBM Asia 

는 본사인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등에 자

회사를 둔 UBM China 를 비롯한 지사들을 두고 있으며, 18개 산업 분야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UBM Asia 는 민간 기업으로는 아시아 최대의 전문 무역 전시회 주최사로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50여 차례의 무역 전시

회 및 24개의 출판물, 16개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백만 명 이상의 

참가 업체, 참관객, 국제 회의 대표단, 광고 업체 및 구독자들에게 양질의 비

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VIETWATER 2013 EXPO & FORUM

VIETNAM’S NO. 1 WATER & WASTEWATER INDUSTRY SHOW

DATE: 16-18 OCTOBER 2013

VENUE: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RE (SECC), HO CHI 

MINH CITY, VIETNAM

베트남의 상하수도 및 산업용 급배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베트남 정부의 최

우선 정책으로써 전폭적인 자금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기간산

업입니다. 2013년 베트남의 상하수도 및 급배수 산업 관련 시장 규모는 전

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한 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

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은행을 비롯해 일본,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

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한 성공적 개최 속에 5회째를 맞는 국제 물산업 전시회인 

VIETWATER 2013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RE 에서 개최됩니다. 베트남 

주요 기업과 정부 기관들의 관심과 더불어 실질적인 바이어들이 방문해 심

도있는 성과과 기대되는 VIETWATER 2013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베트

남의 상하수도 및 산업용 급배수 시장을 한눈에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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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2-2

회사명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

대표 김길복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506호

연락처 

TEL : 031-705-5522

FAX : 031-705-6388
홈페이지 

http://www.kwwi.co.kr
e-mail 
kgb5522@hanmail.net

| 회사소개 |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사업 경영관련 전문연구기관

으로 국내 수도사업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

략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수도사업의 양적 질적 고도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해지는 국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환경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

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환경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의 물산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전국 100여개 지자체 상하수도요금 산정용역 수행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 원가 산정 및 자산재평가 용역 수행

•전국 지자체 수도사업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수행

•수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수행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연구 경력 |

1. 일반 학술용역(중앙정부부처 등)

2011년 

·서울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

· 지방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 재원마련 및 공급단가 산정용역-한국환

경공단

·경기도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변경협약 검토용역

·수도요금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 환경부

·2010년도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성과평가 용역 

·경기도 광주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변경협약 검토용역 

·대전광역시 급수공사비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도통합 운영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지에스건설(주)

·영월군 상수도 위탁타당성 검토 용역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정선군 상수도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 용역

·태백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용역

·한국상하수도협회 지방하수도 재정확충 방안연구

·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상하수도 통합형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용역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대응 방안 연구-경기개발연구원

·김포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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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광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간 비상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수립용역 중 설치, 운영관리 및 협력체계구축방안  

- (주)한국종합기술, 한국수자원공사

·분산형 정수처리 설계기술 개발 및 Prototype 제작 - (주)포스코건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업용수도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수자원공사

·국내외 사업환경을 고려한 지방상수도사업 사업모델 다각화 방안 연구 - 수자원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업종단순화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 

·고양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진단 연구용역 

·대규모 청정지하저수지 개발 기획연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금호산업(주)

·강원도 고성군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관리 타당성검토용역

·광명시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 (주)도화엔지니어링

·봉화군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동두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약변경 타당성검토용역

·소규모 수도시설 용역관리 타당성검토용역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총 투자비 및 운영비 사용 적정성 검토용역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중 조직진단/경영개선/재정분석 - (주)한국종합기술

2.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및 감사

2002년 김천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경제성 분석

2003년 마산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경제성 분석 

2005년 성남시 수진역 환승주차장 투자사업비 회수기간산정용역

2006년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중 유수율 경제성분석 부분용역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경영분석 연구용역

2007년 성남시 영생사업소 수수료산정 용역

2008년 제주특별차지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하수도총괄원가분석)(삼안)

2009년 개별수처리 원가산정 및 통합공급시설 투자/운영 재무모델적정성 검토(자문)-수자원공사

 용인시 하수도위탁운영 자문의견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조정기준(안)-한국수자원공사

2010년 산업용수사업 재무분석 기준 수립 및 표준재무모델 수립(자문)-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위탁제도 개선(자문)-한국수자원공사

2011년 상수도 관망진단Too(Dr.pipe)의 비즈니스모델 수립 (자문)-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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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8-1

회사명 (주)제일모직

대표 박종우

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32-2 

제일모직

연락처 

TEL : 031-596-4185  
FAX : 031-596-3764
홈페이지 

www.cii.samsung.com
e-mail 
j.ehim@samsung.com

| 회사소개 | 

1954년 9월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이래로 끊임없는 기업변신을 

시도했다. 설립 초기의 직물생산을 바탕으로 1970년대 패션산업, 1980년대 

케미칼 사업, 1990년대 전자재료사업에 이어 2010년 새롭게 수처리 멤브

레인 사업을 시작하며 약 10년을 주기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무도장 내스크래치 수지, 모니터용 PCM-base 수지, 냉장고용 Sheet ABS, 

휴대폰용 Polycarbonate 등의 월드베스트 제품으로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전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한 수처리 분야에서는 그 간의 품질관리 경험과 연구

개발 및 현장 실험을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고품질의 

처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제일모직 멤브레인 사업팀은 멤브레인 소재 개발에서 수처리공정 설계 

및 컨설팅, 설치/시운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서비스까지 Total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의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관리

함으로써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인증명 : 단체표준 표시인증(KWWA-11-006) 

인증날짜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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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침지식 및 가압식 멤브레인, 엔지니어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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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2-3

회사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오재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연락처 

TEL : 064-780-3400

FAX : 064-784-5020
홈페이지 

http:// www.jpdc.co.kr
e-mail 
nobuyang@jpdc.co.kr

| 회사소개 |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입니다.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와 한라수사업, 감귤가공 및 음료사업, 제주맥주사업, 

주택 및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시판 이후 국내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온 ‘제주삼다수’

는 해외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며 수출 1조원 시대의 꿈을 만들어 나가

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규란업의 발전을 위해 감귤주스와 감귤농축

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택매입임대, 탐라영재관 운영 등을 통해 각종 공

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1. 제주삼다수 

- 환경부 선정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인증획득(2011)

-  미국 FDA 수질검사 합격, NSF 품질인증, 일본 후생노동성 수질검사 합

격, 영국BRC 인증획득

-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6년연속 1위 

(2007~2012)

-  브랜드스탁 선정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스타’ 7년연속 음료부문 1위

(2006~2012)

- 산업정책연구원 선정 ‘수퍼브랜드’ 생수부문 5년연속 1위(2008~2012) 

-  KMAC 선정 ‘대한민국 1% 가치 브랜드(K-BPI)’ 생수부문 6년연속 1위 

(2007~2012)

-  글로벌경영위원회 선정 ‘글로벌브랜드 역량지수(GBCI)’ 6년연속 1위 

(2007~2012)

- ISO9001 인증획득(2012), ISO22000(2012), ISO9001 인증 획득

2. 한라수

- 지식경제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인증획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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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제주삼다수, 한라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하 420m의 화산암반수

를 하루 2,100톤 씩 취수하여 고품질의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와 한라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제주삼다수는 1998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먹는샘물 

PET 시장점유율 1위, 고객 만족도 1위, 브랜드파워 1위

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입니다. 

-  한라수는 해외 수출과 국내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2012년 새롭게 개발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호텔, 레스

토랑, 국제회의 등을 위한 테이블워터이며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위해 레드닷어워드 피터젝 회장이 디자인 고

문을, 신영복(한),칸타이 킁(중),오기노탄세츠(일) 캘리

그래피 대가들이 라벨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2010 서울 G20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먹는샘물 공식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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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1-3

Pollutec 2013 프랑스 국제 환경 전시회

주소 

Pollutec 

Reed Expositions France

52-54 quai de Dion-Bouton

CS 80001

92806 Puteaux Cedex

FRANCE

주한 프랑스 국제 전시협회

(Promosalons Kore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8층

연락처 

Pollutec 

TEL : +33 (0)1 47 56 21 16 
FAX : +33 (0)1 47 56 21 10
주한 프랑스 국제 전시협회

(Promosalons Korea)

TEL : 02-564-9833 
FAX : 02-539-7664
홈페이지 

http://www.pollutec.com
e-mail 
주한 프랑스 국제 전시협회

(Promosalons Korea)

korea@promosalons.com

| 회사소개 | 

환경 분야 최고의 장비와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이는 프랑스 국제 환경 전

시회 Pollutec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

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250여 건의 다양한 컨

퍼런스와 토론회,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정하는 분야별 그랑프리상, 비즈니

스 미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경 전분야의 다양한 솔루션과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 Products | 

전시회 개요

- 박람회명: Pollutec Horizons 2013 프랑스 국제 환경 전시회

- 기간: 2013. 12. 03-06

- 장소: 프랑스 파리-노르 빌뺑뜨 국제 전시장

- 개최 주기: 매년 (프랑스 리옹과 격년 개최)

- 전시 규모: 50,000 m²

- 참가업체(2011년 기준): 1,500개사 (외국업체 35%)

 방문객: 90개국 35,000여명

-  전시분야: 국가관, 리스크 관리 및 예방, 토양, 물, 분석/측정/모니터링, 공

기, 자원 최적화, 쓰레기, 에너지와 기후변화, Buy&Care, 재활용과 자원 

개발, 물 재사용 및 절약, 유체 관리 및 네트워크 

- 주최: Reed Ex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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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1-1

회사명 주식회사 피코그램

대표 최석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213

연락처 

TEL : 032-678-5114 (310) 
FAX : 032-678-9222
홈페이지 

http:// www.picogram.com
e-mail 
sales@picogram.co.kr

| 회사소개 | 

Invisible World Picogram Technology

2000년 각종 기능성 필터 제조를 시작으로 환경관련 소재 및 부품을 상

용화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결과 언더싱크(UTS)형 정수기를 미

국, 중국, 유럽 등 30여개국에 수출하였고, 특히 미국의 프리미엄 할인점인 

COSTCO에 약 20만대를 판매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수기 톱 브랜드 업체에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OEM방식으

로 공급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정수 필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더 많

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2012.12 500만불 수출의 탑 포상

201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2.05 우수그린비즈 인증

2009.12 NSF/ANSI Standard 058 

INNO-BIZ, ISO1004, ISO 9001 인증(QEC), 벤처기업 인증 

정수용 필터 장치 제2008-0018103 호

커넥터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교체되는 정수용 필터 제 2005-0024622 호

바이패스 기능을 구비한 정수필터용 커넥터 제 2008-0074443 호

필터하우징의 호환성이 가능한 정수 필터 제 2010-0012960 호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 원터치 PnP 필터 (Turn & Push)

- PnP single-head 정수 시스템

- Puri-5 정수 시스템 (Filtration & RO system)

- 상업용 정수 시스템 (Filtration & RO system)

- 정수기 부품

➊ 상업용 정수 시스템

Picogram Food Service Cartridge (대용량 필터 시스템)

NSF에서 인증 받은 안전한 정수시스템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수 능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테리아 및 유해 물질 등을 제거하여 음료, 커피

의 맛과 향을 향상시킨다. 원하는 정수 품질에 따라 1~3단 선택이 가능

하여 커피전문점, 패스트 푸드점, 식당 등 대용량 정수기가 필요한 곳 어

디에나 사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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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PnP 필터 시스템(가정용)

PnP (Plug & Play) 필터 시스템이란 별도의 도구없이 

소비자가 필터를 건전지를 갈아 끼우듯이 간편하게 교

체할 수 있는 셀프 교체형(DIY)정수기이다.

누구가 필터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출장비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물탱크가 없는 수도 직결식 정수 

방식으로, 정수된 물을 바로 사용하여 안심할 수 있다. 

➌ 누수 차단 밸브

정수기 (언더싱크, 카운터 탑) 또는 수처리 제품의 내

부에서 누수 발생시 별도의 동력원 없이 원수 공급을 

차단하여 누수의 위험을 막아주는 밸브이다. 

간편한 구조로 설계되어 누구나 손쉽게 설치, 또는 카

트리지 교환이 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

하다.

| 국내외 주요 거래처 및 납품실적 | 

-  (주)동양/매직과 업무 협약을 통해 2009년 6월 제2공

장 설립

정수필터 월 30만개 이상 자동화 생산 설비시스템 구축

-  2012년 3월 중국 조영 그룹과 조영피코그램 정수과학

기술유한회사 설립 

-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빌트인 정수기 7,000세대 이

상 설치

-  미국 Watts社를 통해 약 20만대 이상 미국 COSTCO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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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2-1

회사명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

대표 한순철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240-4

연락처 

TEL : 02-564-3844

FAX : 02-562-9807
홈페이지 

http://nmwater.or.kr
e-mail 
miwater@hanmail.net

| 회사소개 | 

먹는샘물의 품질개발을 통해 먹는샘물 영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먹는샘물증명표지 제조자 지정기관

먹는샘물 품질관리 교육 지정기관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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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1-4

회사명 환경보전협회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빌딩 6층

연락처 

TEL : 02-3407-1540~3 
FAX : 02-3407-1598 
홈페이지 

www.epa.or.kr
e-mail 
envex@epa.or.kr

| 설립근거 & 목적 |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의거 1978년 10월6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을 전

개함으로써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산업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직구성 | 

•조직 •임원현황 : 총 17인

- 본 회 : 2본부 6처 2센터 17과 - 회장 (손경식/대한상의회장)

- 지역협회 : 11개 지역협회,  - 사무총장 (장규신)

  1처 3과 1센터 또는 팀 •직원현황 : 총 158명

 •회원현황 : 총 7,880개사

| 주요사업 |

•대국민 홍보사업 •기업지원사업

- 환경의 날 기념식 주관 - 기업체 현장 환경기술 지도

- 후수환경도서 공모 인증사업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환경정보 제공

-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사업 - 환경정보지 격월 제공

- 한강 수중정화 활동 - 환경정책 세미나 및 법규 설명회 개최

- 생물자원 그림그리기 대회 등 - 우수 환경산업 현장 시찰

 - 기업지원 상담 전문자문위원 운영

•교육사업

- 시민환경교육(환경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에코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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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환

경보전활동 지원

-  자제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사

업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검증 센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대기환경측정 이동차량

환경기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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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13 06.11(화) ~ 06.14(금)

■ 장    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 홀

■ 규    모 : 310업체 780부스  ※2012년 : 306업체 740부스(국내:232업체, 해외:78업체)

■ 주    최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 주    관 : 환경보전협회

■ 후    원 :  환경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전시분야 

■ 전시회 특징

- 3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환경전시회

- 환경분야 국내 최대 계약 및 추진 예정액 달성(2012년 2,11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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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기술 분야

구분 세부아이템

수질 하·폐수처리, 멤브레인, 하천정화, 정수처리, 축산폐수처리, 수질관련장치, 설계·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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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아이템

그린자동차 산업 Hybrid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LPG·LPI·LPDI자동차 등

태양광 및 태양열 Solar cell, Module,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및 관련제품·기술

풍력 풍력발전시스템, 해상풍력발전

수소 수소제조, 저장, 운반 및 충전 인프라

소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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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질 잔사유 가스화

관련기관 CDM산업, CO2저감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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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ooth No. S-8-1

회사명 효림산업(주)

대표 김종태

주소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9-13

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1

연락처 

본사

TEL : 031-781-6061~8  
FAX : 031-781-6076
천안공장

TEL : 041-583-7051
FAX : 041-583-7288
아산공장

TEL : 041-541-2290~4
FAX : 041-541-2295
홈페이지 

http://www.hyorim.co.kr
e-mail 
admin@hyorim.co.kr

| 회사소개 | 

지난 25여년 동안 국내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정수장에 수처리 

설비를, 발전소에 취수설비와 폐수처리 설비를 턴키 베이스로 혹은 단품으

로 설계. 납품/시공함으로써 정상의 위치를 다져왔습니다.

보다 완벽한 제품과 공정을 위하여 설계. 개발을 전담하는 자체 기술 연구

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등 정보화 시스템의 도입으

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설비 및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로 환경업체에서 가장 많은 제작 

설비를 갖추고 자체 제작의 비중을 최대화 하고 있기에, 고객 여러분은 품

질 만족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유수의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림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

입니다. 

오늘날 환경적 요구사항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력은 탁

월한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까다로운 현장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ASME “U” Stamp,  ASME “PP” Stamp, ASME “S” Stamp

·ISO 14001, ISO 9001, OHSAS 18001

·공급업체 등록증 7종 ·유자격 공급자 등록증 8종

·기자재 공급자 등록증 ·특허등록 32종

·실용신안등록 11종 

·막모듈 단체표준 표시 인증(상하수도 협회)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상하수도 분야

- LABIRINS 경사판 침전장치 - 여과지 하부집수 시설

- 막여과 시스템 - 저동력 응집,침전 장치

- 비금속 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 스컴 스키머

- 장방형,원형 흡입식 2차 침전시설

·쓰레기 투입설비

-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투입설비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투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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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분야

- 순수처리 설비 - 해수담수화 설비

- 발전폐수처리설비 - 탈황/탈질 폐수처리설비

- 취수 설비 - 수문 설비

➊ UltrasourceⓇ 

· UtrasourceⓇ는 한외여과막 (UF Membrane)을 이용하

여 정수 및 미생물까지 제거하여주는 소형화 및 자동

화된 장치입니다.

· UltrasourceⓇ장치는 3~10㎥/h 까지 모듈의 수량별로 

4가지 용량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표준 생산품으로 운전 및 유지관리의 모든 

장점을 단일화시킨 일체형으로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적용범위 : 마을 상수도(50~500㎥/일) 

도서, 산간지역 / 병원 위생 용수

➋ Ecoskid™

· Ecoskid™는 비교적 유입수의 수질이 안정적이고 탁

도가 낮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장치의 공정이 간편하고 

관리자가 쉽게 점검 할 수 있고 소비전력 및 관리비가 

매우 경제적입니다.

· 모든 장치가 규격화되어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고 소

요 공간도 매우 적습니다.

·적용범위 : 중, 소형 정수장(200~10,000㎥/일) 

 기존 시설 증설, 개량, 신설

 지하수 / 저탁도 표류수 / 복류수

➌ SKID

· SKID 장치는 다양한 수질의 유입원수를 막여과공정을 

통하여 일정한 수질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공정

과 병행 처리 또는 막 단독공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원수 수질 조건에 따라 최적 운전조건 설정을 통한 자

동 운전이 가능합니다.

· 적용범위 : 중,대형 정수장(3,000~10,000m3/일 이상) 

   기존 시설 증설, 개량, 신설, 고도정수처리

➍ 핀(Fin) 부착형 라비린스 경사판

· 중력 작용만을 이용하여 플록(Floc)을 침전시키는 기존

의 방식과 달리 중력뿐만 아니라 경사판에 부착된 핀

(Fin)에 의한 유체항력, 관성력에 의해 플록을 동적으로 

분리하는 고효율 경사판 침전장치입니다. 

· 적용범위 : 정수처리(약품침전지, 막여과 전처리), 하수

처리(초기우수설비, 2차 침전지), 고도처리(총인설비), 

폐수처리(침전설비)

1. 강릉시 정동진 정수장

(400m3/일 2006.11 준공)

2. 양평군 양동정수장

  (1,000m3/일 2005 준공)

3. 양평군 양평정수장

(10,000m3/일 2011.12 준공)

4. 서울시 뚝도정수장

(700,000m3/일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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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효성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대표 이상운/임남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방배빌딩

연락처 

TEL : 02-707-7000 / 02-707-5800
FAX : 02-707-7799 / 02-707-5940
홈페이지 

http://www.hyosung.com 
http://www.heec.co.kr
e-mail 
moonch@hyosung.com

| 회사소개 | 

(주)효성

창립 이래 4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무역,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성

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개 생산 및 판매거점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고의 기술과 가치, 최상의 서비스

로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자재료, 첨단소재 사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

자와 독자기술개발은 효성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효성은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

제보다 풍요롭고 더 깨끗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수처리, 폐기물 정화 및 리

싸이클, 이산화탄소 저감 등 친환경 산업을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요소로 

생각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1978년부터 환경사업에 참여하여 수처리, 폐기물처리,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 설계,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여 각 분야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축

적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일본 환경분야의 선도업체

인 EBARA사와의 합작을 통한 연구, 개발 및 기술도입으로 효율적이고 특

화된 첨단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환경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세계적 환경엔지니어링 회사로 도약하고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

1.  수처리용 중공사막(10-1050591, 10-1139145, 10-1175866, 10-1206656, 

10-1213851, 10-1226357, 10-1226400)

2. 역삼투막(10-1114668, 1143935)

3.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 (10-1231295)

4. 침지형 평막 모듈(10-1130463)

•인증

1. 수도용 막모듈 인증(KWWA-11-002)

•환경신기술

1.  고플럭스 운전이 가능한 혼화·응집이 포함된 침지식 정밀여과막 정수처

리기술(신기술인증 제380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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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환경신기술

1.  PTFE 재질 분리막에 의한 플럭스 향상과 고농도 활성

슬러지를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시설(신기술인증 제286

호, 기술검증 제123호, 2009.09.28)

2  고플럭스 운전이 가능한 혼화·응집이 포함된 침지식 

정밀여과막 정수처리기술(신기술인증 제380호, 2012. 

10.22)

3.  혐기조·완충조·호환조·호기조로 구성된 하수처리

공정에서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한 호환조의 폭기/비

폭기 주기의 제어 기술(HUB-N II Process)(신기술인증 

제181호, 기술검증 제94호, 2006.09.28)

4.  로프형 접촉재(BCplus)를 이용한 하수의 고도처리기

술(HUB-N Process)(신기술인증 제115호, 2005.01.13)

5.  UV전처리와 연계된 인-라인 관형정밀여과장치(MF)

를 이용한 간이정수처리기술(신기술인증 제105호, 기

술검증 제69호, 2004.11.18)

|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취급제품

1.  하·폐수처리: HUB-N III Process, HP-MBR, 산업폐수

처리, 하수재이용

2.  정수처리: 에너지절감형 침지식 분리막 정수처리기술, 

Ceramic Membrane, 정수고도처리(AOP+GAC, 이단

복합여과장치), 유공블럭 하부집수장치

3. 소화가스/매립가스 소화발전

4.  폐기물소각: 유동상 소각로(TIF), 가스화 용융로(TIFG), 

스토커소각로, 내부순환형 유동상 보일러(ICFB)

5.  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슬러지 탄화, 슬러지 고화, 슬

러지 건조

6. 대기오염 방지: 집진, 탈황, 탈질 설비

7. 신규사업: CDM, ESCO, 슬러지 가스화, CCS 등

주요 제품

1. 에너지절감형 침지식 분리막

2. 에너지절감형 분리막을 적용한 침지식 정수처리기술

3. 효성의 가압식 분리막 모듈

4. HP-MBR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주요 공사 실적

1. 하수: 구미, 성남, 마산/창원, 제주 하수처리시설 외 24건

2.  정수: 거제 연초정수장(세라믹막), 양평정수장(가압식

막) 외 26건

3. 폐수: 부산장림피혁 폐수처리시설 외 23건

4.  용수 및 냉각수처리: POSCO 4열연 폐수처리시설 외 

23건

5. 먹는샘물: 제주, 연천 먹는샘물

6. 해양심층수: 강원, 울릉 해양심층수

7. 소화가스 발전: 제주하수 열병합 발전 외 4건

8. 폐기물 소각: 인천국제공항 소각시설 외 8건

9. 슬러지 탄화: 김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외 3건

10.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무주진안 MBT 외 1건

에너지 절감형 침지식 막모듈 하폐수 처리 공법(HP-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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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LG전자

대표 구본준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23

연락처 

TEL : 02-3777-1114  
홈페이지 

www.lge.com

| 회사소개 | 

LG전자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을 멤브레인 제조공정에 적용해 국내외 

최대 평막 생산 공정을 구축하였으며, TIPS제조공법을 통해 내구성, 내화

학성, 막회복율이 극대화된 중공사막 생산공정 및 모듈조립공정을 구축하

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Hitachi와 함께 설립한 EPC 전문 회사 LG-Hitachi 

Water solutions와 다양한 수처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획득 현황 | 

특허등록

•내부여과스크린을 포함하는 하수고도처리 시스템 제0969220호

•하수고도처리 시스템용 탈인장치 제0989051호

상하수도협회 막인증

•50㎡ 중공사막, 75㎡ 중공사막

환경부

•G-MBR 하수처리공법 신기술인증 제322호

•G-MBR 하수처리공법 기술검증 제145호

기술검증서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하수고도고처리시스템용  

탈인장치

특허증

내부여과 스크린을 포함하는 

하수고도처리 시스템

상하수도협회 막인증서

(50㎡ 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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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➊ 중공사막

•내오염성 향상을 위한 모듈 설계 최적화

   (Fiber Packing Density 최적화)

• 수리학적 분석을 통한 Baffle 구조 설계를 통한 모

듈 유량 균일화

•물리세척(Aeration & Drain 등)의 선택적용 가능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KWWA F106) 단체표준 표

시인증 획득(’12. 05)

➋ 평막

• 자체 Resin Coating 기술로 공극률/친수성, 高 투

수성 구현(Contact angle 58.3도 이하, PES, 순수

Flux 4,375LMH)

•공정최적화를 통한 Pore Size 균일도 극대화

• NMP 융제를 활용한 친환경 맴브레인 생산 공정 구축

• NIPS공법이 적용된 제조 공정(독자적인 coating기

술로 평막 두께 200㎛ 균일성 확보)

|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평막

•하/폐수처리시설 (MBR)

  - 진부 하수처리장  [2,000㎥/d]  (’11.12)

  - 강원랜드(정선)  폐수처리  [500㎥/d]  (’11.11)

  - LG전자 창원1공장 폐수처리  [500㎥/d]  (’11.9)

  - LG이노텍(청주공장) 폐수처리  [4,000㎥/d]  (’11.3)

  - 평창 대하 하수처리장  [1,200㎥/d]  (’11.3)

  - 대우해양조선 오수처리 [1,200㎥/d]  (’10.9)

  - LG생활건강(청주공장) 폐수처리  [200㎥/d]  (’10.12)

중공사막

•공업용수 (RO전처리)

　- LG Display 파주 [5,000㎥/d] (설치예정)

•Pilot Plant

　- 대전 회덕정수장 [50㎥/일] (’09~’10년)

　- 의정부 가능정수장 [100㎥/일,2계열] (’11~현재)

　- 수공 시흥정수장  [330㎥/일,2계열] (제작 중)

Baffle 구조 및 CFD

멤브레인 표면 전자현미경 사진

(FE-SEM 10KV, X5000)

공경분포도(Micro Flow Porometer)

중공사 제품 모습 및 개념도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인증업체 현황

회사명	 Asahi-KASEI	Chemicals	Co.,	Ltd.

회사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One	IFC	22층)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Microza	UNA-620A,	Microza	UHS-620A)

주생산품	 수처리용	멤브레인

연락처	 02-6137-9820

이메일	 yoo.jb@om.asahi-kasei.co.jp

홈페이지	 http://www.asahi-kasei.co.jp/membrane/microza/

회사명	 지멘스	주식회사

회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3	풍산빌딩	9층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S10V,	L20V)

주생산품	 Activated	Carbon/Aeration/Biological	Treatment	등

연락처	 02-3450-7509

이메일	 hongil.lee@siemens.com

홈페이지	 http://www.siemens.com/water

회사명	 제일모직주식회사

회사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32-2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S-100)

주생산품	 UF/MF	막모듈	및	카세트

연락처	 031-596-3772

이메일	 joonsik.hong@samsung.com

홈페이지 http://www.cii.samsung.com

회사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경산공장

회사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345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Cleanfil-S20H,	Cleanfil-S30V)

주생산품	 정수기용	막모듈

연락처	 053-850-8408

이메일	 jaehyup@kolon.com

홈페이지	 http://www.kolonindustries.com

회사명	 AQUASOURCE

회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효림산업(주)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L-PSF/PS300)

주생산품	 -

연락처	 010-4502-7721

이메일	 parksk@hyorim.co.kr

홈페이지	 http://www.degremont-technologies.com/

회사명	 에치투엘(주)

회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3-26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HIFIM-75)

주생산품	 수처리용	멤브레인

연락처	 031-445-8990

이메일	 blue8990@chol.com

홈페이지	 http://www.h2l.co.kr/

회사명	 메타워터(주)서울주재원사무소

회사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305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세라믹막)

주생산품	 세라믹막여과	시스템/오존발생기/고속여과	시스템	등

연락처	 02-3276-3366

이메일	 arum@metawater.co.kr/jsbae@metawater.co.kr

홈페이지	 http://www.metawater.co.jp

회사명	 TORAY(주)

회사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	LG마포빌딩	10층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HFU-2020)

주생산품	 	수처용	모듈(RO,	NF,	MBR),	탄소섬유,	IT	소재,	섬유,	플라스틱	

및	화학	제품	등

연락처	 02-3279-1450

이메일	 tyryu@torayamk.com

홈페이지	 www.toray.co.jp

회사명	 웅진케미칼(주)

회사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3층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수도용	나노여과	막모듈

주생산품	 정수기	필터,	직물,	원면	및	원사

연락처	 02-3279-7359

이메일	 cglee@wjchemical.co.kr

홈페이지	 http://www.wjchemical.co.kr

회사명	 주식회사	효성

회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

인증제품	 침지형	중공사막(HSF-BS25)

주생산품	 화학섬유,	수지,	변압기,	ATM

연락처	 031-428-1480

이메일	 limsh1966@hyosung.com

홈페이지	 www.hyosung.com

수도용 막모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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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LG전자(주)	창원1공장

회사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391-2번지	외	3필지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HFP-05A,	HFP-07A)

주생산품	 MF침지식평막,	냉장고,	세탁기

연락처	 055-260-3855

이메일	 rio.kim@lge.com

홈페이지	 www.lg.com

회사명	 (주)시노펙스

회사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56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Hisep	8050)

주생산품	 터치스크린,	포장재

연락처	 054-289-4041

이메일	 khkim@synopex.com

홈페이지	 www.synopex.com

회사명	 신일밸브산업(주)

회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4-3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	밸브

주생산품	 GS밸브/세대별	감압밸브/수도용	앵글밸브등

연락처	 031-495-3698

이메일	 master@shinilvalve.com

홈페이지	 http://shinilvalve.com

회사명	 신진정공(주)

회사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6-6(남동공단	58B	7L)		

인증제품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주생산품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수도용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수도용	신축가동관	등

연락처	 본사/공장	:	032-822-2590~6,서울영업부	:	02-332-6311~4	

이메일	 sjsrs@chol.com

홈페이지	 http://www.shinjinvalve.co.kr

회사명	 (주)신흥밸브

회사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516-1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세대별	수도용	감압밸브,	물용	자동공기	배출	밸브	등

연락처	 031-996-2501

이메일	 9962501@naver.com

홈페이지	 www.shvalve21.co.kr

회사명	 (주)애강그린텍

회사주소	 본사: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369-1

	 공장:	경남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658

인증제품	 수도용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Pb양볼밸브,	AGT카타,	그린연결구	등

연락처	 02)2060-6302,	055)328-6246

이메일	 akgreentech@bill36524.com

홈페이지	 www.akgreentech.co.kr

회사명	 영동금속(주)

회사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	10번길	22

	 (경서동	363-201	16블록	15로트)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청동밸브,	볼밸브,	감압밸브,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등

연락처	 Tel.	032-561-7900/fax.	032-561-5773

이메일	 yd7900@nate.com

홈페이지	 www.yd-metal.co.kr

수도용 막모듈 관련 밸브

신일밸브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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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태원테크

회사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번길	6-19(구산동	121-1)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역류방지밸브

연락처	 Tel.	032-529-1970/	Fax.	032-529-1971

이메일	 tae0208@empal.com

홈페이지	 -

회사명	 건일브론즈밸브

회사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6-3	시화공단	3다204

인증제품	 청동밸브,	볼밸브

주생산품	 Activated	Carbon/Aeration/Biological	Treatment	등

연락처	 031-499-0606

이메일	 pkh2525@naver.com

홈페이지	 http://www.kunilvalve.com/

회사명	 ㈜태양테크

회사주소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22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볼밸브,	핸드스트레이너,	싱크	수전세트,	온냉수	분배기

연락처	 032-814-1321

이메일	 yk33058@hanmail.net

홈페이지	 www.tyvv.co.kr

회사명	 (주)대덕엔지니어링

회사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3-3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엘보,	소켓,	베어소켓,	티이,	레듀서,	캡,	수전엘보,	수전소켓,	

수전티이,	아답타소켓,	아답타엘보,	라리카티	등

연락처	 031-998-9892

이메일	 daedeokeng@naver.com

홈페이지	 http://www.daedeokeng.co.kr

회사명	 (주)에이제이에스

회사주소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번지	469-812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강관	연결용	관	이음쇠/강관	연결용	조인트	관	이음쇠/강관	

연결용	조인트/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연락처	 031-882-4379

이메일	 dspcghh@hanmail.net

홈페이지	 www.ajs.co.kr

회사명	 한미실업(주)

회사주소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303번지

인증제품	 하수도용	강판보강	PE	나선형관

	 하수도용	강판보강	PE	나선형관	연결구

주생산품	 PCF관,	고강도전선관,	복합고무호스

연락처	 052-262-6336~40

이메일	 hanmipipe@naver.com

홈페이지	 www.hanmipipe.com

회사명	 (주)	다성테크

회사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255-1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SP-JOINT,	SP압착공구

연락처	 031-633-1117

이메일	 jjcbd@hanmail.net

홈페이지	 www.spjoint.com

회사명	 (주)	서원기술

회사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ELBOW,SOCKET,TEE외	주문생산품

연락처	 Tel.	031-322-1271~4/Fax.	031-322-1276

이메일	 drpjoint@naver.com

홈페이지	 http://www.srjoint.co.kr

밸브 관 및 이음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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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위더스

회사주소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514-6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연락처	 043-836-9410

이메일	 lms4850@hanmail.net

홈페이지	 www.weduss.com

회사명	 한국종합철관(주)

회사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130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주생산품	 상수도	도복장	강관,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말뚝

연락처	 041-523-5011

이메일	 ennpro@hotmail.com

홈페이지	 www.kisp.co.kr

회사명	 (주)한국화이바

회사주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81

인증제품	 하수도용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맨홀

주생산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파이프,	연결구,	이음관

연락처	 055-960-3273~9

이메일	 fortal7625@hanmail.net

	 pipe96@hfiber.com

홈페이지	 http://pipe.fiber-x.com

회사명	 서우실업(주)

회사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9번길	30	(남촌동.	3블럭	5롯트)

인증제품	 수도계량기보호통

주생산품	 	이탈방지압륜,	제수밸브	보호통

연락처	 032-821-6401~4

이메일	 seowoo@seo-woo.co.kr

홈페이지	 http://www.서우실업.kr

회사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회사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12

인증제품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

주생산품	 상수용	GRP	배관,	배수	및	하수용	GRP	배관

연락처	 054-469-3337

이메일	 sgch97@kolon.com

홈페이지	 http://www.kolonindustries.com

회사명	 (주)한국폴리텍

회사주소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산	73-1

인증제품	 하수도용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맨홀

주생산품	 GRP	관,	RRC	맨홀

연락처	 033-731-8031

이메일	 rrc@rrcpipe.co.kr

홈페이지	 www.rrcpipe.co.kr

관 및 이음쇠 맨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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