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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성원이앤씨 A-6-7 삼정디씨피 C-1-3 서울테크 C-8-1 대영파워펌프

A-1-2 엔카본 A-8-1 한국화이바 C-1-4 청원산업 C-8-2 신정기공

A-1-3 동도기공 A-8-2 미라이후손관거 C-1-5 한국주조 C-8-3 세계주철

A-1-4 와이디아이 A-10-1 PPI 평화 C-1-6 대영주물 C-10-1 안국밸브

A-1-5 진진산업 A-10-2 위스코 C-1-7 영동금속 C-10-1 안국인더스트리

A-2-1 하이스텐 A-10-3 신안주철 C-1-8 동아기공 C-10-2 신진정공

A-2-2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A-12-1 금강 C-2-1 에너토크 C-12-1 에치케이씨

A-2-3 픽슨 A-12-1 청우테크 C-2-2 제우스이엔지 C-16-1 삼진정밀

A-2-4 현대하이스코 A-12-2 고비 C-2-3 뉴토크코리아 D-1-1 PURE TECHNOLOGIES LTD

A-2-5 이에프코리아 A-16-1 한국주철관공업 C-2-4 하지공업 D-1-2 AMIAD WATER SYSTEMS

A-2-6 케이제이씨 B-1-1 삼정에스비티 C-2-5 모나스펌프 D-1-3 ALLIED BIOCHEM(SHENYANG) CO., LTD.

A-2-7 정우카프링 B-1-2 티오켐 C-2-6 건일브론즈밸브 D-1-4 하수관로유지관리 협의회

A-2-8 정원주철 B-1-3 그린계기 C-2-7 은하 D-1-5 케이디

A-3-1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B-1-4 켐씨텍 C-2-8 천세산업 D-1-6 비젼개발

A-4-1 진원개발 B-1-5 원진 C-2-9 성일엔지니어링 D-1-7 워터크린시스템

A-4-2 신이피엔씨 B-1-6 그린폴리머 C-2-10 우성밸브 D-1-8 케이티엠지주식회사

A-4-3 성호철관 B-1-7 에스제이금속 C-3-1 플로우테크 D-1-9 디씨테크

A-4-4 부덕실업 B-1-8 워텍 C-3-2 W & P 코리아 D-1-10 부경엔지니어링

A-6-1 코팅코리아 B-1-9 바이오특수 C-3-3 에스엠테크 D-1-11 코리아 슬롯 

A-6-2 신우산업 B-1-10 DS ENG C-3-4 마이즈텍 D-1-12 자연과학산업

A-6-3 국일INNTOT B-2-1 은우산업 C-4-1 대풍건설 D-1-13 신진기술

A-6-4 신흥콘크리트 B-2-2 동원기업 C-4-2 서광공업 D-1-14 신평산업 

A-6-4 대원인더스트리얼 B-2-3 복주 C-4-3 동양밸브 D-1-15 우앤이

A-6-4 일도산업 B-4-1 문창 C-4-4 지텍이엔지 D-2-1 오에치케이

A-6-4 CONSEAL B-4-2 트리렉스 C-4-5 두크 D-2-2 이오렉스

A-6-5 고리 C-1-1 폴리텍 C-4-6 조흥밸브앤파이프 D-2-3 삼강산업

A-6-6 뉴보텍 C-1-2 신평주철 C-6-1 바램 D-2-4 한국우시오

D-2-5 삼보과학 D-12-1 이엠테크 E-2-16 한국유체기술 F-1-3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D-2-6 창우엔바이로 E-1-1 평원개발 E-2-17 수로텍 F-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D-2-7 디지털워터 E-1-2 이지테크 E-3-1 썬텍엔지니어링 F-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D-2-8 효림산업 E-1-3 레오테크 E-3-2 다올이엔지 F-1-6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D-2-9 앤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 E-1-4 피비아이코리아 E-3-2 동서라인텍교역 F-1-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D-2-10 에이알케이 E-1-5 주원 E-3-3 휴마스 F-2-1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D-2-11 아록이엔지 E-1-6 기술과환경 E-3-4 경성제닉스 F-6-1 차세대지능형상수관망기술개발연구단

D-2-12 파코크린 E-1-7 네커스 E-4-1 삼성계기공업 G-6-1 한국환경공단

D-3-1 맑은물연구소 E-1-8 한국파나메트릭스 E-4-2 코리아씰즈 G-6-2 한국수자원공사

D-3-2 코리아인바이텍 E-1-9 가암테크 E-4-2 나코엔지니어링 G-14-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D-3-3 고려산업 E-1-10 유비콤 E-4-2 에닉스 G-14-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D-3-4 한국마이옥스 E-2-1 니브스코리아 E-4-3 대덕기술 G-14-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D-4-1 진행워터웨이 E-2-2 수인테크 E-4-3 신우산업주식회사 G-14-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D-4-2 웹솔루스 E-2-3 이에이치솔루션 E-4-4 대한계기정밀 G-14-1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D-4-3 센텍 E-2-4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E-4-5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G-14-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D-4-4 젠트로 E-2-5 청수계기 E-4-5 HNP 테크 G-14-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D-4-5 일성 E-2-6 디에스워터 E-4-6 하크코리아 H-1-1 환경보전협회

D-4-6 아큐스 E-2-7 엠앤에스워터 E-4-7 리테크 H-1-2 Water Expo China 2014

D-6-1 아이에스테크놀로지 E-2-8 웨스글로벌 E-4-8 동문이엔티 H-1-3 베를린 상하수도 박람회

D-6-2 수자원기술 E-2-9 탑전자산업 E-4-9 한영계기 H-1-4 2014 베트남 국제 물산업 전시회

D-6-3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E-2-10 자인테크놀로지 E-6-1 서용엔지니어링 H-2-1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D-8-1 로얄정공 E-2-11 신한정밀 E-6-2 씨엠엔텍 H-2-2 유니세프

D-8-2 이화에코시스템 E-2-12 제이엠이엔비 E-8-1 한국켄트메타스 H-2-3 PM홍보관

D-8-3 티앤씨 코리아 E-2-13 비엘프로세스 E-8-1 한국빅텍 H-2-4 한국수도경영연구소

D-8-4 리플래시기술 E-2-14 대한센서 F-1-1 한국환경수도연구원 H-4-1 협회홍보관

D-12-1 유천엔바이로 E-2-15 윈텍 F-1-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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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액츄에이터,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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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기타 (홍보부스 등)

※편의상 (주), 주식회사 생략.



| 2014 WATER KOREA Floor plan

A-1-1 SUNGWON E&C A-6-7 SAMJUNG DCP C-1-3 SEOUL TECH C-8-1 DAEYOUNG POWER PUMP CO.,LTD

A-1-2 NCARBON Co.,Ltd A-8-1 HANKUK FIBER.CO.,LTD. C-1-4 Chung Won Industrial C-8-2 SHIN JEUNG MACH. CO., LTD.

A-1-3 DONGDO ENGINEERING Co., Ltd. A-8-2 MIRAIHUSONKWANGER CO.,LTD. C-1-5 HANGUGJUJO CO.,LTD C-8-3 SEGYE CAST IRON CO.,LTD.

A-1-4 YDI A-10-1 PYUNGWHA PIPE INDUSTRY INC C-1-6 DAEYOUNG CASTING CO.LTD C-10-1 ANKUK INDUSTRY CO.,LTD.

A-1-5 JinJin A-10-2 WISTCO C-1-7 Young Dong Metal Co.,Ltd C-10-1 ANKUK VALVE CO.,LTD.

A-2-1 HI-STEN CO., LTD. A-10-3 Shinan cast iron co.,LTD, C-1-8 Dong-A Machinery Co., Ltd. C-10-2 SHIN JIN PRECISION IND. 
CO., LTD

A-2-2 KOREA RESIN PIPE COOPERATION A-12-1 KumKang co.,Ltd C-2-1 ENERTORK LTD. C-12-1 HKC Co., Ltd.

A-2-3 FIXON INC A-12-1 ChungWooTech co.,ltd. C-2-2 ZEUSENG CO.,LTD. C-16-1 SAMJIN PRECISION CO.,LTD

A-2-4 HYUNDAI HYSCO A-12-2 GoBee Co., Ltd. C-2-3 NEWTORK KOREA CO., LTD. D-1-1 PURE TECHNOLOGIES LTD

A-2-5 EF KOREA CO.,LTD A-16-1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C-2-4 HAJIE INDUSTRIAL.,LTD D-1-2 AMIAD WATER SYSTEMS

A-2-6 koreajoint.co.,ltd B-1-1 samjung SBT Co., Ltd C-2-5 MONAS PUMP CO.,LTD. D-1-3 ALLIED BIOCHEM
(SHENYANG) CO.,LTD.

A-2-7 JEONG WOO COUPLING CO., LTD. B-1-2 Tiochem Corp. C-2-6 KUNIL BRONZE VALVE D-1-4 Counsil for Sewer 
Maintenance Contractors

A-2-7 JUNG WON CAST IRON B-1-3 Green Instrument Co., Ltd. C-2-7 EUNHA MACHINERY 
INDUSTRIAL CO.,LTD(EMICO) D-1-5 K.D Commerce Co., Ltd

A-3-1 KCRCIC B-1-4 CHEMCTECH Co., Ltd. C-2-8 Cheonsei IND. Co., Ltd. D-1-6 VISION DEVELOPMENT CO.,LTD.

A-4-1 JINWON DEVELOPMENT CO., LTD. B-1-5 WONJIN Co, Ltd. C-2-9 sungileng D-1-7 water clean system

A-4-2 SIN-E P&C B-1-6 green polymer C-2-10 WOOSUNG VALVE CO., LTD. D-1-8 KTMG.  Co,.kr

A-4-3 SEONGHO CSP CO., LTD B-1-7 SJ METAL 
INTERNATIONAL CORP. C-3-1 FLOWTECH CO., LTD. D-1-9 DCTECH (Design 

Construction Technology)

A-4-4 B&D INDUSTRIAL CO.,LTD B-1-8 watech.co.,ltd. C-3-2 W & P KOREA D-1-10 BUKYOUNG 
ENGINEERING CO.,LTD

A-6-1 Coating Korea Co.,Ltd. B-1-9 Bio Special C-3-3 SM TECH CO.,LTD. D-1-11 KOREA SLOT CO., LTD.

A-6-2 SHINWOO IND. CO., LTD. B-1-10 DS ENG CO.,LTD C-3-4 MY`S Tech D-1-12 JA YEON SCIENCE 
INDUSTRY CO.LTD

A-6-3 KUKIL INNTOT CO.,LTD. B-2-1 EUNWOO INDUSTRY C-4-1 Daepoong Co. D-1-13 SIN JIN CORPORATION

A-6-4 SHINHEUNG CONCRETE CO., LTd B-2-2 DONGWON INDUSTRY CO.,LTD. C-4-2 SEOKWANG MFG. CO., LTD. D-1-14 SIN PYEONG INDUSTRY INC.

A-6-4 DAEWON INDUSTRIAL CO.,LTD. B-2-3 BOKJU CO.,LTD. C-4-3 DONG YANG VALVE CO.,LTD D-1-15 wooandlee Co., Ltd.

A-6-4 ILDO TRADING B-4-1 Moon Chang CO.,Ltd. C-4-4 G-TECH.ENG.CO.,LTD D-2-1 OHK CO., LTD

A-6-4 CONCRETE SEALANTS INC B-4-2 TRIREX C-4-5 DOOCH D-2-2 IOREX Co.,Ltd.

A-6-5 goleepipe C-1-1 POLYTEC CO.,LTD C-4-6 Cho Heung Valve&Pipe D-2-3 SAMKANG INDUSTRIAL, CO.

A-6-6 NUVOTEC Co.,Ltd. C-1-2 SHIN PYEONG Cast-Iron CO.LTD C-6-1 BALEM Co., Ltd. D-2-4 USHIO KOREA, INC.

D-2-5 SAM BO SCIENTIFIC CO.,LTD D-12-1 EMTECH E-2-16 Korea Fluid Technology 
Co., Ltd. F-1-3 R&D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of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D-2-6 chang woo enviro E-1-1 PYUNGWON 
DEVELOPMENT Co.,Ltd E-2-17 Surotech Co., Ltd F-1-4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D-2-7 DIGITAL WATER CO., LTD. E-1-2 EG TECH E-3-1 SUNTECH ENGINEERING 
Co., Ltd. F-1-5 Korea Testing Laboratory

D-2-8 HYORIM INDUSTRIES INC. E-1-3 Leotek co.,Ltd E-3-2 Da All Eng,Co,Ltd F-1-6 Pusan Nationational 
University

D-2-9 NSF Korea LLC E-1-4 PBIKOREA ,CO,LTD E-3-2 DS LINETECH Co., Ltd. F-1-7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D-2-10 ARK CO.,Ltd. E-1-5 JOOWON INDUSTRIAL 
CO., LTD. E-3-3 HUMAS CO.,LTD F-2-1 Center for Eco-Smart 

Waterworks System

D-2-11 AROK ENG CO., LTD E-1-6 Technology & Environment 
Corp. E-3-4 KYUNG SUNG JENIX CO.,LTD. F-6-1 GBEST

D-2-12 Pacco Clean Co., Ltd, E-1-7 Neckers Co., Ltd. E-4-1 SAMSUNG MEASURING CO. G-6-1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D-3-1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E-1-8 PANA KOREA CO., LTD. E-4-2 Koreaseals G-6-2 K-water

D-3-2 KOREA ENVI - TECH CO.,LTD. E-1-9 GAAM Tech Co.,Ltd E-4-2 Nacoeng G-14-1 Seoul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3-3 KOREA INDUSTRIAL CO.,LTD. E-1-10 Youbicom E-4-2 ANIX® ZHEJIANG ANIX 
VALVE CO. LTD G-14-1 Busa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3-4 HANKOOK MIOX CO., LTD E-2-1 NIVUS Korea Co., Ltd. E-4-3 Daedeok hi-tech G-14-1 Daegu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4-1 JINHAENG WATERWAY 
CO., LTD. E-2-2 SUINTECH CO.,LTD. E-4-3 SHINWOO Industrial Co., Ltd. G-14-1 Inch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4-2 WEBSOLUS E-2-3 EH Solution Co., LTD. E-4-4 DAE HAN METER TECH 
CO., LTD. G-14-1 Gwangju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4-3 SCENTEC E-2-4 SWAN Analytical KOREA 
Co., Ltd E-4-5 Hanil Network Engineering G-14-1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4-4 GENTRO CO.,LTD E-2-5 CHUNGSOO METER E-4-5 HNP Tech co. G-14-1 Ulsa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4-5 IL SUNG E-2-6 DSwater E-4-6 Hach Korea H-1-1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D-4-6 AQUS Inc. E-2-7 Measurement And Solution 
Water Co., Ltd. E-4-7 LETECH Co., Ltd. H-1-2 Water Expo China 2014

D-6-1 IS Technologies Co.,Ltd. E-2-8 WESS GLOBAL E-4-8 DONG MOON ENT CO., LTD H-1-3 WASSER BERLIN 
INTERNATIONAL 2015

D-6-2 Water Resources Engineering 
Corporation E-2-9 TAP Electronics Co., Ltd. E-4-9 HAN YOUNG INSTRUMENT 

CO,. LTD H-1-4 Vietwater Expo & Forum 2014

D-6-3 Schneider Electric Korea E-2-10 Jain Technology Co., Ltd. E-6-1 SEOYONG ENGINEERING 
CO., LTD. H-2-1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7th World Water Forum

D-8-1 ROYAL PRECISION IND. 
CO., LTD. E-2-11 SHINHAN PRECISION CO.LTD E-6-2 CMENTECH.CO.,LTD H-2-2 Unicef

D-8-2 EWHA ECO SYSTEM CO., LTD. E-2-12 JM ENB E-8-1 KENT METERS KOREA 
CO,. LTD. H-2-3 Water Industry Project Management 

Course(Ministry of Envirnment)

D-8-3 T&C Korea Co.,Ltd E-2-13 BL Process Co.,Ltd. E-8-1 HANGUK BIG TECHNOLOGY H-2-4 Korea Waterworks-
Management Institute

D-8-4 REFRESH SYSTEM E-2-14 DAEHANSENSOR CO.,LTD F-1-1 KEWI H-4-1 KOREA WATER AND WASTERWATER 
WORKS ASSOCIATION

D-12-1 YUCHEON ENVIRO E-2-15 WinTEC F-1-2 Korea Testing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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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충격수도관 시장점유율 1위!

조달청 우수제품 구매실적 1위!

대한민국 동종업계 최초 미국 NSF 인증 획득!

비교할 水없는 기술, (주)고리의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고

리는 건강한 미래를 여는 가치경영을 지향하며, 고객(정부와 국

민)이 주신 사랑에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민건강의 최선을 지

키는 친환경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내충격수도관(HI-3P)

3중벽구조로 충격성이 KS규격보다 1.5배 강하며, 1만시간의 장

기내수압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50년이상 사용에 대한 신뢰성

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동종업계 최초로 미국 NSF 61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적 상수도관으로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연간 단가

계약 물품입니다.

내충격하수관(HI-VAN)

 3중벽구조로 뛰어난 내충격강도와 수도관에 비교되는 인장강

도, 우수한 통수능력과 완벽한 수밀성, 외압강도에 강하고, 시공

성이 탁월한 경제적인 배관재입니다.

소방배관

CPVC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기존의 백강관보다 경제성, 내구

성, 비부식성, 인장성, 자기소화성이 뛰어나고, 유속계수가 150으

로 화재시 스프링쿨러 헤드 단말 방수량(80L/min)에 충족하며, 건

축물에 미치는 중량이 가볍고 영구적으로 비부식성을 지닌 소화

력이 탁월한 소방용 배관자재입니다.

The market share of impact resistant water pipe 
in Korea No.1! Buying record of excellent quality 
products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No.1! 
The first acquisition of USA NSF certification in 
the plastic pipe industry in Korea.

Matchless technology, Technical development 
of Golee will not be stopped. Golee aims value 
management for healthy future and will be the 
first eco friendly company by never e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deep love of our 
customers(People & Government).

Main Product & Technology 
Impact resistant water pipe(HI-3P)
Golee's 3 Layer impact resistant PVC water pipe 
is 1.5 times stronger than KS(Korean Industrial 
Standard) in impact resistance. It passed test of 
long-term water pressure for over 10,000 hours. 
It is eco friendly water pipe and  had the first 
acquisition of USA NSF 61 certification in the 

plastic pipe industry in Korea. It is an annual unit 
price contract product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as an excellent quality product.

Impact resistant sewage pipe(HI-VAN)
It is 3 Layer structure with excellent impact 
resistance, tensile strength, water flow, water 
tightness, external pressure. It is economical pipe 
with excellent installation.

Fire fighting pipe
CPVC Synthetic resin pipe for fire-fighting is much 
excellent than white steel pipe in economics, 
durability, non-corrosiveness, tensility, self-
extinguishing. Its coefficient of flow velocity is 150, 
and discharge amount of sprinkler end-terminal 
is 80L/Min. It is light, permanent, incorrodible 
f i re- f ight ing p ipe mater ia l  w i th  exce l lent 
extinguishment ability. 

관로탐사용 내충격 수도관 GIS-3P

3중벽구조 내충격 하수관 HI-VAN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CPVC관

삼중구조 내충격성 PVC수도관 HI-3P 내충격 이음부속 HI-VAN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CPVC이음관

수도용 내충격성 ABS이음관 HI-3R

덕타일 이음관 HI-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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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2-2

(주)고비 | GoBee Co., Ltd

President 신진욱 | Jin-Uk, Sin
Add. 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55 | 1033-55, Yedeok-ro, Godeok-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2-338-8888   Fax. 041-338-8889   

Web. www.ab3p.com   E-mail. gobee.info@gmail.com  

당사는 21년전 내충격 수도관(HI-3P)을 처음 개발한 연구팀이 

다시 모여 합성 수지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편수부 이탈 및 파

손 문제를 해결한 AB-SYSTEM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2006년 말레이시아 현지 ME-PLAS 공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AB - 3P, AB - DF(주철부속)를 상용화 했으며, 기존 

합성수지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개발을 지속

해서 드디어 2012년 AB - 3P+, AB - 6P+를 개발 상용화 하

였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월등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뛰어난 시공성

을 가진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항상 당사는 누수율 

“ZERO”에 도전하는 회사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우수제품(2013192, 2013193): 항균 3중벽 내충격 수도관,  

 항균 3중벽 내충격 하수관

•  성능인증(제 27-290호, 제 27-291호): 3중벽 내충격 수도 

 관, 3중벽 내충격 하수관

•  KS M 3404(제 13-0183호), KS M 3401(제 13-0214호): 수 

 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34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 

 닐관 KS M3404

•  KC 위생안전기준 인증서(KCW-2013-0162): 수도용경질폴 

 리염화비닐관 KS M3401 / 2013년 5월 16일

•  ISO9001(AQ-13F121): 경질폴리염화비닐관 (수도관, 하수관)  

 설계 및 제조

주요 제품 및 기술 

주요제품

•  AB-SYSTEM(AB-3P, AB-3P+, AB-6P+, AB-3PS, AB- 

 3P+S, AB-6P+S, AB-6F) 직관, 편수칼라관, GIS관 외

제품의 성능 및 특징

•  3중벽/6중벽 편수관: 3중벽 및 6중벽 구조로 편수부 내외부  

 충격에 강하고 내진성을 향상시킴

•  편수부 2중 구조(D.S.S(Dual Sealing System)): 지진내구성  

 강화/결합강도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누수방지 효과가 뛰어남

•  패킹과 스토퍼: 스토퍼와 직관부 홈의 결합으로 동파 및 수충 

 압에 강함/누수 안정성 및 이탈 성능을 월등히 향상

•  물이 닿는 모든 부분에 항균기능 적용(99.9%): 패킹과 스토퍼 

 에도 항균기능 첨가/제올라이트계 무기항균제 적용으로 반영 

 구적 항균효과 발생

•  뛰어난 편수부 결합강도: 단순 편수 결합만으로 DCIP를 뛰어 

 넘는 결합강도 확보 / AB-6P+ 결합강도 평균 39.7㎏/㎠  

 (DCIP 메카니컬 방식 평균 35.6㎏/㎠)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충북개발공사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00 mm 편수관  

 214본 납품 외 다수

•  삼진건설, 윈윈건설, 현대합성, 공덕산업, 광일종합건설, 부강건 

 설 등 다수의 제품 납품

Our company was made by People who making 
High impact resistance pipe(HI-3P) for the first 
time, about 21 years ago, gathered again, we 
developed the “AB-SYSTEM” that solve damaging 
and breaking away bell mouth problems.
In 2006, We listened opinions of fields and rolled 
AB-3P and AB-DF(Ductile iron part) in ME-PLAS 
plants, Malaysia. we developed and deployed 
“AB-3P+” and “AB-6P+” for solving chronic 
problems that existing synthesized plastic pipes 
have. 
We make and sell products have the excellent 
quality, cheap prices, good construct ability, and 
Challenge the “Zero %” rate of leakage. 

Certificate & Patent
•  Excellent Product. (2013192, 2013193): High  
 Impact resistant, Anti-Bacteria 3 Layer water  
 Pipe. High Impact resistant, Anti-Bacteria 3  
 Layer drain pipe.
•  Certification of ability. (# 27-290, 27-291): High  
 Impact resistant, 3-layer pipe, High Impact  
 resistant, 3-layer drain pipe.
•  KS M 3404 (# 13-0183), KS M 3401 (#13-0214):    
 Rigid polyvinyl Chloride for water pipe. KS M  
 3401, Rigid polyvinyl Chloride for normal use.  
 KS M 3401
•  KC certification of hygiene safety standard. 
 (KCW-2013-0162): Rigid polyvinyl Chloride for  
 water pipe. KS M 3401 / 16, May, 2013
•  ISO9001(AQ-13F121): Design and production  
 of Rigid polyvinyl Chloride pipe (water pipe, drain  
 pipe) 

Main Product & Technology 
Main product
•  AB-SYSTEM(AB-3P, AB-3P+,AB_6P+, AB- 
 3PS, AB-3P+S, AB-6P+S, AB-6F) Straight pipe,  
 colored Bell mouth Joint pipe, GIS Pipe etc.

Features and performances of the Product 
•  3-Layer/6-Layer bell mouth pipe: These pipes  
 have structures of 3-Layer/6-Layer. They have  
 high impact resistance and enhanced aseismicity.
•  Dual structure in bell mouth(D.S.S.(Dual Sealing  
 System): Enhanced aseismicity/excellent anti- 
 leaking effect and innovative bond strength
•  Packing and stopper: bonding between stopper  
 and furrow in straight pipe can resist high water  
 hammer effect and breaking by f reeze./ 
 Enhanced leaking stability and anti-breaking away.
•  Applied antimicrobial agent at surfaces that  
 water reached(99.9%): Also packing and  
 stopper applied./Applied zeolite group inorganic  
 agent provide semi-permanent anti-bacterial  
 effect.

Performance
•  delivered 300mm rigid polyvinyl Chloride for  
 water pipe 214 ea. in chungbuk development  
 corp, and more. 
•  We also deliver samjin construction, winwin  
 construction, Hyundai construction, kongduk  
 industry, kwangil total construction, bukang  
 construction. 

편수부 2중 구조(D.S.S(Dual Sealing System)) 패킹과 스토퍼

3중벽 구조 6중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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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3

(주)국일INNTOT | KUKIL INNTOT CO.,LTD

President 이종철 | Jong-Cheol, Lee 
Add. 울산 울주군 웅촌면 탑걸길 17 | 17, Tapgeol-gil, Ungchon-myeon, 
Ulju-gun, Ulsan, Korea   Tel. 052-228-7574   Fax. 052-228-7550  

Web. www.kukil.com   E-mail. khkang@kukil.com 

1982년 국일 가스켓 공업사로 시작한 국일인토트는 가스켓과 

커플링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래지향적 

경영,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지향적 경영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통한 고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제

품을 생산하여, 창업이후 현재까지 눈부신 고속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국일인토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R&D투자와 

품질의식 제고로 환경기술 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 성장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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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우수제품인증 획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00여건의 산업재산권 보유.

주요 제품 및 기술 

1. LS 환봉 연결구

LS 환봉 연결구는 오,폐수 및 우수용으로 사용되는 PE 이중벽

관, 복층벽관, 충진벽관 및 유리섬유복합관등 하수관 연결시 사

용됩니다. LS 환봉 연결구는 케이스 및 볼트가 스테인레스 재질

로 내구성,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2. BTL 환봉분리형 연결구

BTL 환봉분리형 연결구는 LS 환봉 연결구와 같은 용도로 사용

되며 T자형태의 볼트와 분리형 바(BAR)를 적용하여 하나의 공

구로 시공이 가능해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3. LS 분기구

LS 분기구는 하수 본관과 분기관을 연결하는 제품으로 하수의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및 빗물 등 유입수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LS 분기구는 자체 경사면에 따른 내

부 수밀구조를 적용한 특허 제품으로 다양한 관종에 적용이 가

능합니다. 

4. 보수용 클램프

보수용 클램프는 상수도, 공업·농업 송수관, 오일관으로 사용

되는 강관, 주철관 등 파이프의 누수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보수용 클램프는 수밀부가 벌집 밀폐 구조로 되어있어 우수한 

수밀 성능을 가지며, 누수 부위의 별도 가공 없이 시공이 가능

해 긴급 수리 시에 용이합니다. 

5. 중압용 커플링

중압용 커플링은 용접이음, 후렌지이음, 유니온이음, 홈조인트

이음 등을 대체한 신공법으로써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며 파

이프 끝단을 가공할 필요가 없는 최신연결기법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전국 임대형 민자사업(BTL) 현장

• 전국 지자체 및 관공서 납품 

Kukil INNTOT Co. Ltd., originally established as kukil 
Gasket Industry in 1982, specializes in producing 
gaskets and couplings. Under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future-oriented management, human 
respect management, and customer-oriented 
management, it manufactures high quality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through rich experience and 
advanced technology, and has enjoyed rapid growth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future, Kukil INNTOT 
will continue R&D investment and increasing quality 
awareness in order to grow as a global leader in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Certificate & Patent
•  ISO9001/14001, Korea Plastic Standard,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K-mark,  
 New Environment Technology, Goverment  
 Excellent Product.
•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retention  
 of 100 conditions for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Trademarks. 

Main Product & Technology 
1. LS round bar connector
LS round bar connector is used to connect 
sewage and wastewater with PE double wall 
structure pipes, multiple wall structure pipe, filled 
wall structure pipe and fiber glass combination 
pipe which are used for wastewater. LS round bar 
connector casings and bolts are made of stainless 
steel, guaranteeing durability, rust-resistance and 
abrasion resistance 

2. BTL round bar separate connector
The BTL round bar separate connector has the 
same use as the LS round bar connector. It 

applies a T-shaped bolt and separating bar, and 
has superior workability since installment can be 
completed with a single tool.

3. LS Branch Sphere
LS Branch Sphere is a product that connects the 
main sewer pipe with the branch pipe. it prevents 
both soil pollution caused by sewage leak and 
overload caused by in-flowing underwater or 
rainwater. LS Branch Sphere is a patented 
product that applies an internal watertight 
structure with a built-in inclined plane, and can be 
applied to many types of pipes.  

4. repair clamp
The repair clamp is used for leak prevention in 
pipes such as steel or cast-iron pipes. These 
pipes are found in water supply facilities as well 
as water pipes or oil pipes for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urposes. The repair clamp has 
superior water tight qualities since the watertight 
gate has a honeycomb sealed structure allowing 
easy and quick emergency leak repair without any 
extra process.

5. Medium pressure coupling
Medium pressure coupling is the new which 
replaces the existing joint way(welding, flange, 
union and groove joint.etc.) and is the newest 
connection method which does not need to 
process the end of pipe. 

Performance
•  Build-Transfer-Lease(BTL) construction site  
 nationwide
•  Delivery of whole country municipalities and  
 national government offices

4. 보수용 클램프1. LS 환봉 연결구 / 2. BTL 환봉분리형 연결구 3. LS 분기구 5. 중압용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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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2-1

(주)금강/(주)청우테크 | KUMKANG CO.,LTD./ChungWooTech Co.,LTD.

President 박현숙/박우철 | Hyun-Suk, Park/Woo-Chul,Park
Add.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39번길 20 | 20, Saneop-ro 39beon-gil, 
Jeongchon-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743-2327   
Fax. 055-741-2326   Web. www.ststank.com   E-mail. ststank@naver.com  

㈜금강은 가장 위생적이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20여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 세계 최고의 스테인리스 물탱크와 

스테인리스 라이닝, SPOL-PIPE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

체입니다.

모든 생산품들은 국내의 기술인증 기관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았으며 KS, KC 인증을 비롯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우수제

품 지정을 받았으며 SPOL-PIPE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제품(NEP)인증”을 받았으며 한국

수자원공사의 “2012년도 수도기술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

다. 또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주관한 “2012년도 스테인리스스틸 

우수상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을 받

았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조달우수제품인증

• KS

• K마크성능인증

• 건마크

• 이노비즈

• ISO9001

• NEP인증

• KC위생안전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SPOL-PIPE는 스테인리스 박판을 조관한 후, 외부를 폴리에틸 

 렌으로 피복한 복합파이프로서 기존 수도용 PE파이프와 스테 

 인리스 파이프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스테 

 인리스의 위생성과 폴리에틸렌의 시공편의성 등을 가진 혁신 

 적 기술의 제품입니다.

•  또한, 롤 파이프 시공 및 현장에서 자유로운 벤딩이 가능하므 

 로 이음부속을 최소화하여 시공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 

 으며, 매설 시 전기 및 미생물로 인한 부식 가능성이 없는 최 

 적의 급수환경을 제공합니다.

•  SPOL-PIPE는 위생성, 시공편의성, 경제성,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세계 유일의 파이프입니다.

•  ㈜금강의 원통형 스테인리스 배수지와 물탱크는 완벽한 구조 

 해석을 통하여 견고함은 기본, 수질 개선과 수명연장까지 가 

 능한 제품으로 정체수에 의한 사수(死水) 발생을 방지해 주고  

 이물질 침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사형 도류벽과 기상부 부식 

 을 방지해주는 정화기둥이 설되어 있어 최적의 수질환경을 구 

 현 할 수 있습니다.

•  “SPOL-PIPE”와 “원통형 스테인리스 물탱크”는 ㈜금강의 주 

 력 제품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 

 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전국의 상수도 공사 현장

KUMKANG Co. has made Stainless Water 
Tank and SPOL Pipe for clean water-supply 
environments since 1998. Our innovat ion 
products is Based on patented technology, more 
than 20. And the excellence of our products is 
authenticated by national orgnization, such as 
Public Procurement Servic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and Korea Testing 
Laboratory. 

Certificate & Patent
•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certification
• K-Mark performance certification
• KC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ion
• KS • Geon Mark
• INNOBIZ • ISO9001 
• NEP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Introduce our products (SPOL Pipe)
SPOL Pipe provide advanced concept and 
technologies. It is manufactured with Stainless 
steel(inner) and Polyethylene(outer). This pipe is 
light and does not being rust. Most of all, SPOL 
Pipe is windable pipe enable installation faster 
and convenient.

We are sure that, SPOL Pipe is the one products 
can provide hyginene for clean water, convenience 
for installation, and low cost for installation

Introduce our products (Stainless water tank) 
KUMKANG Stainless steel Water Tank is made 
with stainless 304, 444 or 329 for provides 
hygienic water-supply environments. And it have 
lots of training wall. The training wall enables 
prevent dead water. By so doing, Kumkang water 
tank is able to supply more clean water.
Above all, KUMKANG Stainless Water Tank is 
solid products why it is go through structural 
analysis system for safety

Performance
Waterworks construction sites national

스폴파이프 스테인리스 배수지

▲ 스폴파이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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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6

(주)뉴보텍 | NUVOTEC Co., Ltd.

President 한거희 | Geo-Hee, Han
Add.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 42-6, Taejanggongdan-gil, Wonju-si, 
Gangwon-do   Tel. 02-475-8811   Fax. 02-485-0808   

Web. www.nuvotec.co.kr   E-mail. nuvotec8811@hanmail.net  

환경과 미래를 생각합니다.“IMAGINE OUR NEXT GENERATION”

㈜뉴보텍은 기존 콘크리트(흄관)과 주철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1996년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하여 

이후 국내 배관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 TOTAL 

SERVICE”를 목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메가 소형맨홀, 메가 오수받이는 버리는 물과 관련된 하수

분야의 다양한 신제품을 바탕으로 선진화 된 하수관거 시스템

을 선보이며, 환경보존이라는 국가정책의 시류에 발 맞추어 왔

습니다.

또한 일본 세키스이 화학공업과 기술제휴를 체결, 세키스이 뉴

보텍을 설립하여 고품질의 상수관인 ESLON NV 파이프를 생산

하는 한편, 기존의 환경배관 사업분야에서 한층 더 나아가 건설

환경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우수저류조 - RAIN STATION과 비굴

착 노후관거 갱생공법인 H-SPR공법을 도입하는 등 친 환경 라

이프 라인 컴퍼니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

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고강성PVC 이중벽관, 수도관-HIVP)

• NET(제307호 레인스테이션 / 제356호 비굴착 갱생기술)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PVC DC, ESLON, HI-VG, Mega오수받

이, RAIN STATION)

• 성능인증(ESLON NV 수도관, 소형맨홀, 오수받이, RAIN STATION)

• K마크인증서 (PVC DC, ESLON, HI-VG, Mega오수받이)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녹색기술인증(빗물저장시설)

주요 제품 및 기술 

국내최초 공중합 PVC관(ESLON NV 수도관)

• PVC수지와 내충격보강재의 나노화학결합

• 기존제품의 2배 이상의 내충격 성능 발휘

• 차별화된 확관 가공기술로 완벽한 누수요인 제거

하수관

• 별도의 소켓이 필요없는 관대 관 연결의 원터치 시공으로 수밀성 증대

• 본체의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결부위 취약성 극복

빗물관리시스템(RAINSTATION)

• 경량플라스틱으로 시공성이 월등함

• 경사재 적용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 반영구적인 장기 내구성

비굴착상하수도전체보수공법
(하트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공법)

• 땅을 파지 않는 비굴착 기계화 시공 가능

• 신관보다 더욱 강한 관으로 갱생

• 곡관과 장거리 시공에도 대응가능

• 제관과 몰탈 주입이 동시 가능(시공성 향상)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상하수도관

•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 등 국내 관급 조달시장 및 사급 상 

 하수도 시장

빗물관리시스템(RAIN STATION)

•  전북 완산, 완주 일원 빗물저류조

•  파주운정 A13BL 아파트 침투식 빗물 저류조

•  고령문화체육복지관 및 대가야문화관광파크

•  대구 신서혁신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빗물이용시설

•  동춘2구역(인천) 빗물이용시설

•  인천 포스코 그린빌딩 우수 저류조 외

비굴착상하수도전체보수공법
(하트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  파주 상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서산 해미 공군 OOOO부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순창 경천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신촌 로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하수암거 개선공사 외

HI-VP PVCDCHIVG

Piping material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 
that manufacturing and sales 
•  High intensity PVC double-wall courrugated pipe  
 (KS M 3600-1)
•  Impact-resistant hard vinyl chloride pipe for  
 water way, ESLON NV pipe & HI-VP(KS M 3401)
•  Impact-resistant hard vinyl chloride pipe for  
 drainage, HI-VG

Environmental construction field
•  Rejuvenate of Deteriorate Drainage “H-SPR  
 method”
•  Rain water storage·infiltration & re-use system  
 “Rain station”

Certificate & Patent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PVC DC Pipe,  
 ESLON NV Pipe
•  NET (New Exce l l en t  Techno logy ) :  RA IN  
 STATION, H-SPR
• INNO-BIZ(Innovation Business)
•  Certif icate of Excellent Product: PVC DC,  
 ESLON, HI-VG, MEGA Sewerage Chamber,  
 Small Size Manhole, RAIN STATION
•  K-Mark Certificate(Performance): PVC DC,  
 ESLON NV, HIVG Pipe, Mega Sewerage Chamber
• KC(Korea Certificate): HI-VP
• Green Certificate: RAIN ST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Features of NUVOTEC High Intensity 
PVC Double Wall Corrugated Pipe
•  The Highest Intensity on Outer-Press among  
 Malleable Pipe in Korea
•  Guaranteed Complete Water-Tightness
•  Suitable Product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  Semi-Permanent Life Span
•  Chemical Resistant
•  Superior Hydraulic Feature
•  Easy and Economical Installation

ESLON pipe for waterway
•  Amazing new material, “HI-G Resin”
•  More than two-times greater impact resistance  
 and about four-times greater adhesiveness

rain Station
•   To solve this environmental problem which is  
 floods or a shortage of water or Glovalwarming,  
 our system (CrossWave, RainStation) is useful.  
 Our system stored rainwater underground is  
 able to control flow volume into sewers and  
 rivers and to reuse the rainwater. 

H-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   Renovation of Lifeline System – Rejuvenate of  
 Deteriorated Drainage
•  Outl ine of technology to rejuvenate main  
 infrastructure pipes
• Flow performance after rejuvenation

Performance
PIPE & fittings 
•   Government Procurement Maket
•   Delivery of a number of construction sites

rAIN STATION
•   Jeollabuk-do Wansan-gu, Wanju-gun
•   VEOLIA Water Environment laboratory
•   Paju-si Unjeong-dong A13BL APT
•   Daegu Sinseo Innovation City Korea Industrial 
•   Dongchun2 Area(Incheon)
•   POSCO Green Building(Incheon)

H-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   Sangji District, Paju-si
•   air force troop, Haemi-myeon, Seosan
•   Gyeongcheon District, Sunchang-gun
•   Sinchon rotary, Sinchon, Seoul

Rain station 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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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4

대원인더스트리얼(주) | DAEWON INDUSTRIAL CO.,LTD.

President 허근태 | Geun-Tae, Heo      
Add.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206-33 | 206-33, Oncheon-ro,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454-4111   Fax. 031-457-7108   

Web. www.dwplug.com   E-mail. dw@dwplu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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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하여 국내 및 세계의 어디에서도 사용가

능며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개발, 제조, 세계 최고의   제품을 

목표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거검사기기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환경보존, 녹색성장에 더욱 발전된 제품 과 혁신 

경영으로 소비자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 제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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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STING EQUIPMENT -  (TEST BAND, SMOKE TEST, VACUUM  

 TEST, AIR - LOCK TEST)

• SMALL HANDLE GRIPPER PLUGS 

• 특허진행: INTERCHANGE BY-PASS PLUGS

• HALDLE TYPE COMPACT HYDRAULIC TEST PLUG 

인증 및 획득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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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맨홀블록용 고무링 디자인등록

제품 및 공법소개 

Multi Type Pipe Plugs (다기능 수밀기기)

• 다기능 수밀기기종류: 밀폐형,공기방출형,By-pass형 3종

• 한가지 size로 여러관 (최대8관)을 사용 가능.

•  맨홀이 작고 관경이 큰 현장에서도 사용가능까지 모든 치수의  

 배수관차단 및 물주입, 물우회용으로 사용 가능.

• 여러관 수밀시험시 구간이동 및 보관이 용이함.

RUBBER PACKERS (보수용 PACKER)

• 하수관 굴착 및 비굴착보수시 사용

• 보수공법별 구경, 길이 및 고무두께 조절가능

•  우수한고무재질 과 작업시 양측면 체파지사용 안전하고 완벽     

 한 보수공사 가능

Handle Type Compact Hydraulic Test Plug 

(핸들식 소형 고수압용 기기)

•  소형타입으로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높은(압력)고수압 테스 

 트(상,하수관)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허진행: Multi By-pass pipe 교체용

•  기존의 물우회용기기는 한가지의 Pipe 만으로 물을 우회하는방 

 식이었으나 본개발품은 물의 량에따라 By-Pass Pipe의 교체가  

 손쉽게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TESTING EQUIPMENT 

(AIR LOCK TEST & VACUUM TEST)

•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경간과 이음부의 접합 및 크랙 

 결함등을 검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맨홀 

 의 경우 파손등을 우려하여 공기압시험에서 제외한다.

•  부압시험은 본관 및 맨홀의 침입시험(물, 공기의 맨홀로 역입) 

 으로 맨홀에 부공기압시험을 하여 시간과 물을 절약 할 수 있 

 는 아주 경제적인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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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3

동도기공(주) | DONGDO ENGINEERING Co., Ltd.

President 권태주 | Tae-Ju, Kwon
Ad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 e-Biz center 1차 1205호 | 1205, Urim e-Biz center I, 
28, Digital-ro 33-gil, Guro-gu, Seoul, Korea    Tel. 02-2108-2480   Fax. 02-2108-2484   

Web. www.dongdoeng.co.kr   E-mail. welcome@dongdoeng.co.kr

동도기공(주)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방

지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수도사업자의 노력에 부응하고

자, 녹슬고 파손된 노후관을 새로운 관으로 신관화하는 갱생사

업을 30여 년 시행하고 있는 노후상수도관 갱생 전문회사 입니

다. 당사는, 안전한 수질과 안정된 품질의 경제적인 갱생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내특허 17건, 미국특허 1건 외에 다

수의 실용신안과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

장관으로 부터 신기술 인증 제273호와 검증 제119호를 동시에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에 개발

된 “노후상수도관의 PE라이너를 이용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PPR공법)”은 현재까지 151건(연장 129km)의 시공실적을 갖

고 있으며, 수도사업자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 및 기술획득 현황

•  1978 상수도 노후관 갱생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장비 개발

•  1987 한국과학기술원과 협력으로 수도관 Epoxy수지  

  Coating기 국산화

•  1996 미국 Kay International Co.,Ltd.  상하수도 비굴착 갱생 

  공법 기술 도입

•  1997 건설신기술 지정(제88호) “노후수도관에 대한 PE관  

  라이닝 갱생공법”

•  2002 건설신기술 지정(제354호) “대구경 노후수도관 및  

  T형관 비굴착 PE라이닝 갱생공법(PPR)”

•  2006 발명특허 등록 제10-0606188호 “노후수도관의  

  비굴착 PE라이닝 갱생공법”

•  2008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과제 “변형관 삽입에  

  의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법 (2005~2008)” 개발완료

•  2009 환경신기술인증(제273호) “상.하수도관에 PE라이너 

  를 삽입하는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  2009 환경신기술검증(제119호) “상.하수도관에 PE라이너 

  를 삽입하는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  2014 국내특허 17건, 미국 특허 1건 외에 다수의 실용신안 

  과 의장권을 보유

주요 제품 및 기술 특장점 

PPR공법
•  수질 위해물질 또는 위해 의심물질의 사용이 없어 안전한  

 수질 확보

• 현장 경화과정이 없어 균질·균일한 라이너 품질 확보 

• 액상물질의 현장 반입이 없어 어떠한 현장 조건에서도 시공이  

 가능

• 분기부 등에서 완전한 수밀성 확보 가능

•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

주요공사 및 실적(2013년 12월 현재)

151건 연장 129km

•  관경: 600mm 이하 74km, 700~900mm 51km, 

 1000mm 이상 4km

•  발주처: 특별시 25km, 광역시 36km, 시.군 47km, 공사 21km

•  주요공사: 한강대교 현수 상수도관 정비공사,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갱생공사 등

We, Dongdo Engineering Co., Ltd., have been 
concentrating all our efforts on keeping pace with 
the object  of the waterworks authorities who are 
eager for a safe and clean water supply and for 
preventing water loss due to leaky and corroded 
pipes and joints for more than 30 years, are one 
of leading water pipeline rehabilitation companies 
in Korea. As a result of our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a cost-effective rehabilitation techniques 
ensuring a safe and stable water quality, we 
now have seventeen domestic patents, one in 
the United States and a number of utility model 
patents and design rights, and, in recent years, 
get a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o.273 and 
ETV(Excellent Technology Verification) No.119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we developed  “The polyethylene pipe 
rehabilitation by using an entire non-excavation 
repair method of construction” in 1997 and have 
installed 151 cases (extending 129km) and get a 
good reputation from a waterworks authorities.

Technology acquisition
•  1978 Development of a cement mortar-lining  
  equipment
•  1987 Localization of epoxy resin coating  
  machine
•  1996 Technology adoption on the PE pipe  
  rehabilitation method from United States
•  1997  Designation of a NET No.88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2002  Designation of a NET No.354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2006  Registration of a domestic patent on the  

  PE pipe rehabilitation(No.10-0606188)

•  2008  Completion of the next-generation core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2005~2008)

•  2009  Designation of a NET No.273 and ETV  

  No.119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2014  Hold seventeen domestic patent rights,  

  one United States patent right

Main Product & Technology 

Distinguishment of PPr 

•  Suspected hazardous substances or materials  

 are not used while a PPR installation. 

•  PPR ensures uniform quality liner because there  

 is no on-site hardening process. 

•  PPR is workable in any difficult conditions as  

 there is no liquid materials brought on-site.

•  PPR ensures a complete water-tightness.

•  PPR is an easy method to maintain.

Performance

151 cases(length 129km)

•  P ipe diameter:  less than 600mm 74km,   

 700~900mm 51km, over 1000mm 4km

•  Client: Seoul 25km, Metropolitan cities 36km,   

 Cities 47km, K-water 21km

•  Main construction: Han River Bridge suspension  

 water pipe rehabilitation, Ulsan industrial water  

 pipe rehabilitation

세정 후                   갱생관 스크레파 세정

갱생 후                                  

PE라이너 삽입               

개발실

증기 가열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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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8-2

(주)미라이후손관거 | MIRAIHUSONKWANGER Co., Ltd

President 장호윤 | Ho-Youn, Jang
Add. 충남 금산군 금성면 용천로 575 | 575, Yongcheon-ro, Geumseong-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751-3100   Fax. 041-751-2787   

Web. www.husonmirai.co.kr   E-mail. marinewh@hanmail.net

1990년 창업이래 지금까지 폐사는 각 배관자재 분야에서 소비

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당사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우수한 하수관 및 이형관

자재를 생산 “깨끗한자연환경을우리후손에게”란목표로전직원이 

하나로 뭉쳐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친환경적인 신소재원재료의 

개발과 기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우수한 파이프를 개발하여 

열악한 국내 하수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고품질로 반영구적

인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하수관의 표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

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1세기 새천년

의 시작과 더불어 하수관거의 건설은 HUSON 상. 하수관거시스

템과 함께 더 큰 편리함과 경쟁력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기술획득 현황

•  내충격용 수도용 PVC관(KS M 3401)

•  일반용 PVC관(KS M 3404)

•  내충격용 하수도용 PVC관(KPPS M 306)

•  PVC 오수받이(KPPS M 303)

•  정부조달 우수제품

 (수도용 PVC관, 하수도용 PVC관, PVC오수받이)

•  특허기술

 - 유체파이프 및 이음관용 폴리염화비닐 수지 조성물

  - 파이프 접속용 조인트

  - 내충격 관체용 벨 클립식 체결구 외 10건

주요 제품 및 기술 특장점 

SILANE내충격 하수관거 시스템의 특징

•  복합 신소재원료로 생산되어 기존의 내충격PVC관보다 인장 

 강도 압축하중이 월등한 제품으로 내후성이우수하며충격에강 

 하며깨지지않습니다.

•  SPtype 접합방식이므로 시공이 아주 간편하며선형변경시 재 

 시공이 가능하며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도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  아주다양한종류와고기능성이형관이생산되므로복잡한배수설 

 비공사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  관의내면이아주매끄러워유속이빨라지므로관내의퇴적이 없습니다.

•  배수설비에 연결된 점검구 및 오수받이는 중량이 가벼워 터파 

 기 후 즉시시공이 가능하고 높이는현장조건에 맞게 높이를 조 

 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SILANE내충격수도관의 특징

•  기존의 염화비닐수도관에 SILANE기술이 가미되어기존내충격 

 수도관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경제적입니다. SILANE내충격수도관은 강관  

 및 주철관에 비해 경량이어서 운반 및 시공이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관의 내면이 아주 미끄러워 물 때(SCALE)가 끼지 않아맑은물  

 공급에 최적의 관입니다

•  SILANE기술의 제조 폴리염화비닐수지조성물 방법으로생산되 

 어 내화학성과 내부식성이 뛰어나 해안매립지 해 수지대 화산 

 지대 쓰레기매립장 등 전식우려지역에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  관내면이 특히 치밀하고 평활하여 유해물이 끼지않고냄새가  

 나지않아 가장 위생적입니다

•  밀림방지 고무링이 있어 관 삽입연결시고무링에 접히는현상 

 이 없습니다

주요공사 및 실적(2013년 12월 현재)

•  한강수계 3-1, 3-2, 3-3, 3-4공구 (수도관, 하수관, 오수받이외)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하수처리장 재처리수 2단계 (수도관)

•  파주시 파평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관, 오수받이외)

•  대구광역시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관, 오수받이외)

•  원주시 태장동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관, 오수받이외)

•  여수시 백야도 식수원개발공사 (수도관)

•  창원시 용강용전리 배수관매설공사 (수도관)

Founded in 1990, our company has been doing 
its best to meet consumer needs in piping 
materials. With a goal, “To Secure our Children's 
World and the Environment,” we are producing 
every product for clean and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utmost sincerity of all of our employees 
united into one.
W i th  a  constant  e f fo r t  fo r  research and 
development, we are developing environmentally 
f r iend ly  new mater ia ls  and p ipes tak ing 
functional i ty and economic eff iciency into 
consideration to produce semi-permanent 
p roduc ts  o f  h i gh  qua l i t y  f o r  i nnova t i ve 
improvement  o f  domest i c  wate r  supp ly 
environment.
We promise  you more  conven ience and 
competitiveness with our HUSON water&sewage 
pipe system.

Technology acquisition
•  Hard vinyl chloride pipe for water supply 
 (KS M 3401)
•  Hard vinyl chloride pipe for general use 
 (KS M 3404)
•  Shock-resistant hard vinyl chloride pipe for  
 sewage(KPPS M 306)
•  Hard vinyl chloride sewage gutter (KPPS M303)
•  PATENT
 - Polyvinylchloride resin compositon for pipe and joint
 - JOINT FOR PIPE CONNECTION
 -  A Bell-Clip Type Sattlement Equipment For  

 Durable Pipe except 10 matter

Main Product &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The Silane Crash-Worthy 
Pvc Sewage Pipe System 
•  Made of advanced materials flavored the product  
 has better tensile strength and compression load  
 than the conventional crashworthy PVC pipes,  
 and is excellent in weather resistance and strong  
 against impact, and does not break.
•  With Screw Pipe type, it is easy to install and  
 reinstallation is possible when pipe line change  
 needed. it also excels in applying to the areas  
 with underground water.
•  The slippery inner surface of the pipe makes  
 water flows fast and is not soiled with scale.
•  It can be installed in complex drainage facilities  
 without difficulty since various types of high- 
 technique pipes are produced.
•  Inspection hole and house-inlet are lightweight,  

 making it possible to install right after digging.  
 height is adjustable according to various  
 construction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The Silane Crash-Worthy 
Pvc Water Pipe 
•  Made of new material flavored with SILANE  
 technology, the product has tensile strength and  
 compress i on  l oad  f a r  be t t e r  t han  t he  
 conventional shock-resistant water pipe, and  
 is excellent in weather resistance and strong  
 against impact, and does not break.
•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crashworthy  
 water pipe have been greatly improved with  
 SILANEtechnology added to the conventional  
 vinyl chloride water pipe.
•  It is economical as it is easy to install. The nano  
 crashworthy water pipe is lightweight compared  
 with steel pipe or cast iron pipe, so it is easy to carry  
 and install, and its low price makes it economical.
•  The slippery inner surface of the pipe is not soiled  
 with scale, so it is most suitable for supplying  
 clean water.
•  Made by nanotechnology (polyvinyl chloride resin  
 composition), it excels in chemical resistance and  
 corrosion resistance, so it is good to be applied to  
 the areas with fear of electrolytic corrosion such as  
 the polder, sea water area, volcanic area and landfill.
•  The inner surface is particularly dense and smooth,  
 so it is not soiled with harmful substances, and  
 since it does not smell, it is very sanitary.
•  As it is provided with a rubber ring for prevention  
 of being pushed, the pipe does not get folded  
 by the rubber ring during pipe insertion and  
 connection.

Performance
•  Hangang the hydrosphere 3-1, 3-2, 3-3, 3-4aream  
 aintenance of sewage pipes construction
•  Incheon free economic zone songdo sewage  
 treatment plant reprocessing facilities 2 stages
•  Daegu northern dra in area sewer repair  
 construction 
•  Ta e j a n g - d o n g ,  Wo n j u - s i  s e w e r  re p a i r  
 construction 
•  Yeosu-si drinking water source development  
 construction 
•  yonggangYongjeon-ri Changwon-si  water pipe l 
 aying construction 

내충격 PVC 수도관 편수칼라관/직관 내충격 PVC 오수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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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튼조인트직관 이형관

PIPe A-4-4

부덕실업주식회사 | B&D INDUSTRIAL CO.,LTD.

President 김원택 | Won-Taek, Kim
Add.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03 | #223-203, Suknam-dong, Seo-gu, Inchon-si, Korea   
Tel. 032-574-3361-4   Fax. 032-574-3365   

Web. www.bd.or.kr   E-mail. vvb3361@chollian.net

당사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급수장치 전문업체로서 

단수를 하지 않고 분기가 가능한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 

B2342) 및 부단수 천공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

써 상수도업계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EM)과 주름마디스테인리

스강관용 새들붙이분수전(슬립인조인트식-EM)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급수관용 자재로서 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등 품질

의 우수성이 뛰어나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으로는 지열식 수도미터박스(계량기 동파방지용),옥

외부동급수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시공이 편하고 수질에 최적합

한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라인드강관 및 이형

관을 개발하는 등 항상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상

수도문화를 창조하는 급수장치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KS B 2342)   

•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슬립인-EM) 

•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EM)  

• 조달우수제품(제2002034호)

• 조달청 우수제품(제 2002035호)      

• 성능인증(TPSS관 제27-251호) 

• 조달청 우수제품(TPSS관 2012162)    

• ISO 9001,14001 인증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이형관(KS D3578,KS D 3607)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 (표준형, 슬립인조인트형, PE관 직결형)

상수도 주배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시 사용하는 새들붙이분수

전. 모든 관종(주철관,강관,PVC 등)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서 종류는 표준형(KS)과 주름관을 직결 할 수있는 슬립인조인

트형 그리고 PE관 직결형이 있으며 분수전 재질은 청동과 스테

인리스주강품등 선택이 가능함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일정한 압력으로 주름부를 액압

성형하여 열처리 한 제품으로서 주름부를 자유자재로 구부릴수 

있어 시공이 간편하고 연결 부위를 최소화하여 누수를 사전에 

방지함

지열식 수도미터박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수도미터박스로서 주로 옥외용으로 사용

되며 외기 온도에 상관없이 박스내온도는 항상 영상을 유지하

여 동파가 없으며 겉뚜껑은 구상흑연주철품으로서 5톤의 정하

중에도 견디도록 설계 되었음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라인드강관 

및 이형관

관은 이중강관구조로서 내관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을 방지

하고 수질에 최적합 하고 외관은 강관에 폴리에틸렌피복을 하

여 강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구조이다. 타이튼조인트 이음방식

으로 시공이 간단하며 신축, 굽힘성이 우수하여 지반침하 및 진

동에 대응함. 특히 곡관부는 이탈방지클램프 체결로 이탈저지

가 완벽한 것이 특징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및 건설회사 등 다수

We, B&D INDUSTRIAL CO.,LTD., are specialized 
in water supply equipment manufacturer since 
1982. We are the first developer and distributer 
in Korea  for the “Snap tap with Saddle for Water 
Works (KSB 2342) for water supply” & “Perforation 
Tool” which are able to diverging work without 
stopping to water, So we have good reputation as 
an epoch-making products from our customer in 
water supply facilities industry. 
Specially, We also collecting attention from water 
supply facilities industry by outstanding quality 
such as economic feasibility, construct ability, 
maintenance for “Corrugated Stainless Steel 
Pipe for City Water System(Slip-in Joint-EM)"and 
“Corrugated Stainless Steel Tubes for Water 
Works(EM)” Also, we have the other products line 
such as “Geothermal Watermeter Box” for freeze 
protection,”Anti-Frozen Hydrant for outdoor” In 
recent, we developed “Tyton Joint polyethylene 
coated Stainless lined Steel PIPE” & “Deformed 
Fittings”. We are growing to Major company in 
Water Supply Facilities Industry Company by 
developing new products to supply convenience 
and creating new paradigm. 

Certificate & Patent
• Snap tap with Saddle for Water Works 
 (KS B 2342) 
• Snap tap with Saddle for Water Works 
 (Slip-in Joint - EM) 
•  Corrugated Stainless Steel Tubes for Water  
 Works (EM)
• PPS Excellent product (No. 2002034)
• PPS Excellent product (No. 2002035)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TPSS PIPE - No. 27-251)
• PPS excellent product (TPSS PIPE -2012162)
• ISO 9001,14001 certification 

• Fitting of Coated steel pipes for water works
 (KS D3578,KS D 3607) 

Main Product & Technology 
Snap tap with Saddle for Water Works
•  Type: Standard(KS), Direct connecting corrugated  
 Stainless Steel Tubes (Slip-in Joint), Direct  
 connecting PE pipe
•  Diverging main pipe to water supply pipe
•  Material: Bronze, stainless cast steel
•  Appling to All kind of pipe (Cast-iron Pipe, Steel  
 Pipe, PVC etc)

Corrugated Stainless Steel Tubes 

for Water Works 
•  Corrugated part in Stainless pipe made by hydro- 
 forming and heat treatment.
•  bendable. easy & convenient work, minimizing  
 connecting part, preventing  water leak

Geothermal Watermeter Box for outdoor 
•  Anti-frozen by using Geothermal Heat
•  Material of Cover: Cast nodular iron
•  Static load(Max): 5ton

Tyton Joint polyethylene coated Stainless 
lined Steel PIPE” & “Deformed Fittings 
•  Structure: dual structure by inner & outer pipe
•  Inner pipe: corrosion-protective by stainless  
 material, good at water quality
•  Outer pipe: polyethylen coated,
•  Connecting style: tyton joint
•  Feature: anti-corrosion, vivration & ground  
 subsidence, easy & convenient work, perfect  
 separation prevention by clamp

Performance
The office of waterworks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Local government, Major Construction 
Company. etc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수도용 새들붙이분수전(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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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7

(주)삼정디씨피 | SAMJUNG DCP Co., Ltd.

President 이문승 | Moon-Seung, Lee 
Add.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 21, Seoheunggongdan 1-gil, 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063-540-1400   Fax. 063-542-9586   

Web. www.dcpi.co.kr   E-mail. dcp365@hanmail.net  

21세기를 개척하는 친환경 PVC 파이프 전문기업

삼정DCP는 PVC 상,하수관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현재 21세

기 최고의 친환경 물 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정DCP의 주요 제품으로는 내충격 PVC 수도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 및 PVC 오수받이, PVC 소형맨홀, 내충격 PVC 하수

관, 관련 이음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정DCP의 모든 임직원들은 인간 중심의 생각과 자연환경 보

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 편리하

고 안전한 상,하수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조달청 자가품질 보증업체 지정

• ISO 9001 인증

• INNO-BIZ 기업

• 벤처기업 

•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7종) 

• KS M 3401 외 2종

• 우수단체표준 인증(5종)

• K-마크 인증

• 특허 50여건 보유 등 

주요 제품 및 기술 

내충격 PVC 수도관 <조달청 우수제품>

• 규격: 직관 16~400mm/편수칼라관 50 ~400mm

•  내충격 수도관(HIVP)으로 충격에 강하며 인장강도가 뛰어납니 

 다. 또한 경량으로 운반과 시공이 편리하며, 내부식성과 내약 

 품성이 우수한 내충격 PVC 수도관입니다. 

내충격 PVC 하수관 <조달청 우수제품>

• 규격: 직관 75~300mm/편수칼라관 100~300mm/

          SP형관 100~200mm

•  뛰어난 외압 강도를 가진 하수관(HIVG2)으로 타관에 비해 경 

 량으로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며, 내부식성과 내약품성이 우 

 수한 PVC 하수관입니다.

고강성 PVC 이중벽관 <조달청 우수제품>

• 규격: 직관 100~600mm/편수칼라관 100~600mm

•  이탈방지 소켓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소켓연결  

 방식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PVC 재질을 사용하여 외압강도  

 등의 물성이 우수한 이중벽관입니다.

PVC 오수받이 <조달청 우수제품>

• 규격: 300Ø(가변내장형), 300Ø(가변외장형)

•  트랩 내장형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역류방지 플랩을 적용하였 

 으며, PVC 재질로 내화학적 특성 및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PVC 소형맨홀 

• 규격: 300Ø(2구/4구)

•  PVC 재질로 내화학적 특성 및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음관 및 관련 자재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각 지자체 및 건설관련 공기업 외 다수 건설사 

SAMJUNG DCP produce the High Impact PVC 
water pipe, High Impact PVC sewerage pipe, 
High Impact PVC double wall corrugated pipe, 
PVC inspection chamber, Pipe fitting, PVC related 
products & etc.
We will be a forerunner in developing the superior 
quality of sewerage and water pipes with the deep 
understanding and open-mind for the human life 
and environment in 21st century. We will do our 
best to make SAMJUNG DCP pipes with the 
belief “The best efforts for the best quality”.

Certificate & Patent
•  Manufacturer’s Quality Assurance Progra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Quality management system(ISO 9001:2008)
•  Authorization of Venture Business.
•  Korea Certification mark(Sanitation Safety)
•  Excellent product(7 kinds of)
•  INNO-BIZ enterprise 
•  KS M 3401(addition, 2 kinds of)
•  Excellent group standard product confirmation 
 (5 kinds of)
•  K-Mark (PVC inspection chamber)
•  Patents over 50 cases

Main Product & Technology 
High Impact PVC Water Pipe
•  Specifications: 
 Straigh 16~400mm/collar 50 ~400mm
•  High impact strength
•  Strong against the external/internal pressure
•  Never rust and corrode. 

High Impact PVC Sewerage Pipe
•  Specifications: Straight 75~300mm/
 collar 100~300mm/SP type 100~300mm
•  High intensity on outer impact and load
•  Lightweight: Easy installation & Economical  
 advantages

High Strength PVC Double Wall Corrugated Pipe
•  Specifications: 
 Straight 100~600mm/collar 100~600mm
•  Enhanced Construction Ability: Using the socket  
 connection system
•  Lightweight: Easy installation & Economical  
 advantages
•  High intensity on outer pressure, excellent  
 resistant to acid/alkalis

PVC Inspection Chamber
•  Specifications:
 300Ø(Inner S-Trap), 300Ø(Semi-Outer U-Trap)

•  S-trap provides an excellent barrier to stop  
 sewer odor
•  The Flap can prevent flowing backward of sewage 
•  Shaft can be cut to required length

PVC Small-Sized Manhole
•  Specifications: 300Ø(2Line), 300Ø(4Line)

•  PVC never rust and  corrode.

Fitting and PVC related products.

Performa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nvironment 
Water Management Offi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Various Municipalities etc.

이중벽관(직관) 수도관(직관) 하수관(직관) 하수관(칼라관)이중벽관(편수칼라관) 수도관(편수칼라관) 하수관(SP형관)

오수받이(가변내장형) 오수받이(가변외장형) 소형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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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이앤씨 | SungWon E&C

President 김성진 | Seong-Jin, Kim
Add.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오퍼스1 250호 | #205 OPUS1, 611-26, Guro 2-dong, 
Guro-gu, Seoul, Korea   Tel. 02-6406-8993   E-mail. tuch77@naver.com

(주)성원이앤씨는 하수관내부를 비굴착 부분보수하는 업체로서 

국내 유일의 연성관 변형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앞

으로도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개선을 통해 더욱 노력하여 한

발 앞서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연성관 변형복원장비(특허10-0924364호)

•  하수관 부분보수장비(특허10-0723806호)

주요 제품 및 기술 

연성관의 변형이 발생시 변형복원 장비가 이상부위까지 투입하

여 유압 장치를 이용하여 변형된 부분을 원래상태로 복원하고 

보강재를 사용해서 추가 변형이 가지안도록 보강해준다.

연성관변형복원기구 1 연성관변형복원기구 2

PIPe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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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4-3

당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100여년의 사용실적이 있는 파형

강관 제작 기술을 1992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였고, 10년 

전부터 파형강관의 부식성, 강도, 수밀성, 조도계수 등을 보완한 

수지파형강관(3층피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수지파형강관(3층피복)은 금속표면과 접착수지와의 접착력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체에폭시를 중간의 코팅 매개체로 

이용하는 피복방법이며 하수배관재의 요구사항인 강도, 수밀성, 

경제성, 내구성, 조도계수, 연약지반 적응력 등을 100% 만족하

는 하수관입니다. 당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

늘도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적기에 제작 

공급하고 시공의 질을 높이며 기술을 지도하여 시공의 안정성

을 도모하고 항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거

듭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우수제품 인정(조달청) • 환경신기술 인증(환경부)

• KS, ISO 9001 인증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신자재 인증(한국토지주택공사) • 녹색기술 인증(환경부)     

• 건설신기술 지정(건설교통부)    • 특허등록 20종          

• 이노비즈 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ASTM 표준규격 제정(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 1042/A  

1042M - 04

주요 제품 및 기술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의 개요

•  파형강관에 에폭시를 코팅(1층)하고 그 위에 접착수지(2층) 및  

 PE(3층)를 연속으로 피복한 후 원형으로 거멀접기하여 관을 

 형성하고 관 양단부에 플랜지를 가공하여 결속밴드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  

제품의 특징

• 외압강도가 강하다

• 내약품성, 내구성이 뛰어나다

• 음극박리저항성이 뛰어나다

• 시공성 및 수밀성이 우수하다

• 내면이 평활하여 조도계수가 우수하다(n = 0.01)

• 부등침하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주요공사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부산신항만, 새만금산업단지, 석문국가

산업단지, 판교신도시, 고양관광문화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김포한강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산테크노벨리 등

납품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공항공사, 도시공

사, 해양항만청, 각 지자체.

We have more than 100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waveform results 
in the use of steel pipe production technology 
introduced in 1992 was the first time in Korea, 10 
years ago, the waveform of steel pipe corrosion 
resistance, strength, tightness, roughness of 
the resin and the polyethylene corrugated steel 
pipe(3-layer cotting) are produced.
polyethylene corrugated steel pipe(3-layer cotting) 
and the adhesive resin and the metal surface to 
maximize the adhesive force can satisfy epoxy 
powder coating medium to the middle of the 
sewer piping and the coating method utilizing 
a requirement of strength, the watertightness, 
affordability, durability, roughness, soft ground 
adaptability of sewer and 100% satisfied.
As of today, to be reborn as Xixi corporate quality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will 
accelerate the timely supply of construction 
quality, increase production techniques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construction map and 
always strive to prevent pollution enterprises will 
be reborn.

Certificate & Patent
• Excellent product    
• new materials    
• Innobiz  
• MaineBiz
• Constructionof new technologies  
• Environmental technology
• Performance Certification    
• KS, ISO 9001
• Green Technology            
• 20 kinds of patented
•  ASTM standard sestablished  
 ASTM A 1042 / A 1042M - 04

Main Product & Technology 
3-layers Cotting polyethylene 
corrugated steel pipe Summary
Waveform pipe with epoxy coating (ground 
floor) and adhesive resin on top (2nd floor) and 
PE (3 levels) in a row on both sides of the cloth, 
and then create a circular flange is machined to 
connect the way using cable ties

Product Features
• the intensity is strong external pressure
• chemical resistance, and durability are good
• cathode stripping resistance is good
• good workability and water tightness
•  the inner surface roughness can be smoothed  
 (n = 0.01)
• may be adaptable for differential settlement

Performance
Major construction
Sejong City, the national innovative city, Busan 
New Port,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 
Seongmu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Pangyo 
New Town, cats Tourism and Culture Complex, 
Songdo complex internationalization, river city of 
Gimpo,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luding 
Asan Techno Valley

Delivery Performanc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rural construction, airport 
construction, urban construction,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ach municipality

㈜성호철관 | SEONGHO CSP CO., LTD

President 송재관 | Jae-Gwan, Song 
Add. 전북 익산시 석암로 1길 126 | 126, Seogam-ro 1-gil, Iksan-si, Jeollabuk-do, Kore
Tel. 063-835-3528   Fax. 063-835-3528  

Web. www.seongho.co.kr   E-mail. sh04668@chol.com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 형상 접합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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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안주철 | Shinan cast iron co.,LTD, 

President 이진우/이상훈 | Jin-u, Lee/Sang-Hoon, Lee
Add.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345-2 | 345-2 Beophwa-ri,Yongsan-myeon,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Tel. 043-743-1097   Fax. 043-743-
1098   

Web. www.shinanpipe.co.kr   E-mail. shinan1090@hanmail.net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품질이 앞서가는 회사 (주)신안주철입니다”

(주)신안주철은 2001년 창립하여 10년간 한결 같이 전임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우수한 상하수도용 주철관만을 제조하면서 “공

익을 먼저 생각하며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며 깨끗한 물

은 건강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신기술개

발과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신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타일 주철관(상하수도용 주철관), 주철이형관의 KS 인증

을 획득하였고, ISO9001  상하수도용 주철관 및 주철이형관을 영

국표준협회(BSI)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기술연구진의 노력으로 

“멀티 주철관 연결장치”를 특허를 받은 신뢰 깊은 기업입니다.

신안주철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02년 03월: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및 KS D 4308 덕타 

 일 주철 이형관 KS 인증

•  2002년 04월: KS D 4317 덕타일 주철 이형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KS 인증

•  2006년 11월: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및 KS D 4308 덕 

 타일 주철 이형관 KS 인증 (DN900~DN1000)

•  2009년 08월: KS D  4323 하수관용 덕타일주철관 KS 인증

•  2010년 01월: ISO 9001(2008) 인증획득

•  2011년 05월: KC 마크인증(수도법위생안전기준)

주요 제품 및 기술 

덕타일 주철관

원심력에 의하여 제조된 관으로 열처리를 통하여 관의 연신율

을 향상시켜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의 깨짐을 방지하여 지하 매

설시 하중에 잘 견디며 내진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관입니다. 

덕타일 주철 이형관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주철용에 적절한  양질의 선철 또는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리를 한 다음 조직

이 균일하고 가공이 쉬워지는 특징을 가진 제품입니다.

제품의 종류에는 플랜지 소켓관, 플랜지관, 이음관, 소켓곡관, 

소켓플랜지 T형관 등이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은 80~1 000mm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내면 도장 방법으로는 시멘트몰탈 라이

닝 및 에폭시 수지분체도장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면 시멘트 몰

탈 라이닝 시멘트와 세골제의 질량비율은 1 : 3.5이하 하며 라

이닝의 압축강도는 50MPa 이상의 제품입니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은 주철관 내면을 고온에서 예열시킨 주철

관에 에폭시 분체도료를 분사시켜 주철관 내면에 도장하는 방법

으로 우수한 부착성과 기계적인 성질을 갖는 도장방법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전국지방자치단체

•  kwater

•  세종시 건설

•  내포신도시 건설

•  경북 도청 이전 건설 등

Shinan’s ductile cast iron pipe which enables 
clean delivery of clean water is one of the safest 
and most reliable water pipes available in the 
world.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ompany shall offer the best 
quality products to its clients.
Remembering the original intention as an expert 
manufacturer of ductile cast iron pipes, Shinan 
Cast Iron Company Limited value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better products, 
the Company shall strive to contribute to the more 
bountiful and convenient world. 

Certificate & Patent
•  Mar. 2002: Obtained the K.S License approval  
 for ductile cast iron pipes (KS D 4311) and  
 ductile cast iron fittings. ( KS D 4308)
•  Apr. 2002: Obtained the K.S License approval  
 for powder Coating for interior of ductile cast  
 iron fitting.(KS D 4317)
•  Nov. 2006: Obtained the K.S License approval  
 for ductile cast iron pipes (KS D 4311) and  
 ductile cast iron fittings. ( KS D 4308).
•  Aug. 2009: Obtained the K.S License approval  
 ductile iron pipes for swage applications(KS D  
 4323)
•  Jan. 2010: Obtained ISO 9001(2008) certificate.
•  May. 2011: Obtained  KC Mark (waterworks  
 Law: criteria of sanit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Epoxy-Powder Coating for Interior of Ductile Cast 
Iron and fitting
The ductile cast iron pipes are one of safest and 
the reliable pipes currently available in the world.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ompany shall offer the best 
quality products th its clients.

Socket Type
1. Kp mechanical Joint
2. Tyton Joint

Performance
•  local government
•  kwater
•  Sejong City of Construction
•  Naepo  new city of construction
•  Moves to new place Kyungpook province  
 Construction

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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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산업(주) | SHINWOO IND. CO., LTD.

President 김홍기 | Hong-Gi, Kim
Add. 인천시 서구 당하동 834-4 | 834-4, Dangha-dong, Seo-gu, Incheon, Korea   
Tel. 032-564-3355   Fax. 032-564-5522   

Web. www.since1968.co.kr   E-mail. danypark0108@hanmail.net

꿈과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 
그 비전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우산업(주)이 창립한지 40여년을 맞이하여 21세기에 들

어섰습니다. 산업, 소재, 기술의 형태가 눈부시게 변화한 지난 

반세기를 우리는 정직함을 기반으로 오로지 합성수지 파이프의 

선구자로 좋은 배관의 생산·보급에 전념함으로써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를 얻으며 국가산업 발전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인간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술 혁신들이 땅과 바

다와 하늘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환경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공업시설, 집단주거시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오물과 공해물질들이 자연과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첨단제품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추구하는 더 행

복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위해 더 좋은 배관재를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40년간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오직 정

직함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21세기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전선관, 첨단산업의 기초인 광케이블 보호관 및 하수관

까지 합성수지관의 선구자의 소명을 다해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보다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쌓아가며 아름다운 강산, 

건강한 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선구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

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2013. 11 조달우수제품 선정. 내충격하수관 및 PVC이중벽 

  관 (지정번호 2013203)

• 2013. 08 역류방지구를 구비한 유로분리형 오수받이 특허  

  획득 (특허 제 1296212호)

• 2012. 12 벤처기업인증(제20120108653호)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제R6071-3405호)

• 2012. 08 항균 내충격 수도관 우수제품지정

  (특허 제 10-1034495호)

• 2011. 05 항균성 합성수지 조성물과 이것으로 이루어진 합 

  성수자관(특허 제 1034495호)

• 2011. 03  KS표시 인증.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

  형 폴리염화비닐(PVC)이음관

• 2010. 04 확관 일체형 PVC이중벽관 조달우수제품 선정

  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 조달우수제품 선정

• 2010. 03 합성수지이중벽 평활관 및 그 제조방법 특허 획 

  득 (제0871645호)

• 2010. 02  멀티오수받이 성능인증 획득

• 2009. 10 조달우수제품 선정. 고강성PVC이중벽관(확관 일체형)

• 2009. 08 소켓을 갖는 이중벽관의 연결구

  (PVC 고강성 이중벽관) 성능인증 획득

• 2009. 05 NSF / ANSI  Standard 14 인증 획득

• 2008. 10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HI-VG2)성능인증 획득

• 2007. 10 조달우수제품 선정. 은나노 항균 내충격수도관

• 2007. 06 조달우수제품 선정. 

  고강성PVC이중벽관(연결관 일체형) (2007139)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PVC 은나노 항균 내충격 수도관

천연 항균제 Ag를 사용하여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99.58%. 

대장균의 경우 99.97%의 정균율을 갖고 있어 (JIS 항균시험 통

과) 관 내벽에 생물층 생성을 억제하고 생물층에 있는 해로운 

균을 살균시키는 등 관내에 흐르는 수질을 정화시켜 깨끗한 물

을 공급합니다.

고강성 PVC 이중벽관

강화 PVC 재질로서 최고의 외압강도를 유지하며 합성수지관 

중 최고의 강성을 지니고 있다.  완벽한 수밀성 EPDM 고무링 

접합방식으로 완전한 수밀성을 보장한다. 반 영구적인 수명 플

라스틱 재질은 지하에 매설되므로 반영구적이다. 우수한 내약

품성 강산, 강 알카리 및 각종 오, 폐수에 부식되지 않는다. 높은 

통수율 내면이 매끄러워 마찰계수가 적어 유속이 크고 유량이 

많다.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 소켓방식으로 연결, 시공이 극히 

간편하며 경제적이다. 경 친화적인 제품 제품특성상 환경에 나

쁜 영향을 미치는 안정제 및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으며, 완전한 

수밀성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한다.

멀티오수받이

내한성을 향상시키면서 내충격 보강제로 강화된 PVC 재질, 내

화학적 특성이 강해 장기 내구성 우수. 장기매설에 따른 토압에 

의한 변형이 되지 않는 외압강도. 가장 악취가 나는 분뇨를 직

진의 급경사로 배출한다. 일체식 사출제품으로서, 급경사의 인

버터로 인하여 오물이 신속하게 배출. 악취의 역류를 완전하게 

방지. (방취구 및 봉수캡으로 탈부착) 손잡이가 포함된 가벼운 

뚜껑을 사용하여 유지 및 관리가 용이. 유입구를 1개~4개까지 

전, 측면 모든 방향에서 유입가능하게 설계되어 가옥에서 배출

되는 생활하수, 오수의 방향 및 협소공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하

며, 공사요구에 따라 본드접착(TS)이음식, 나사조임(SP)이음식 

등으로 현장 시공 적용성이 뛰어남. 바닥면의 깊이에 따라 입상

관 높이 조절이 가능. 인터버부의 확장성에서 오수유입구를 혼

용하여 연결시공성이 우수.

고강성PVC DC

항균내충격수도관

오수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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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4-2

신이피엔씨(주) | SIN-E P&C

President 김달하 | Dal-Ha, Kim 
Add.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9 | 1224-9, Gwanchang-ri, Jugyo-myeon, 
Boryeong-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02-6916-8773   Fax. 02-6916-8787   

Web. www.sepnc.co.kr   E-mail. kji7736@sepnc.co.kr

친환경을 추구하는 피복강관의 선두기업

1985년 설립이래 당사는 피복강관의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산

업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가스등을 공급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앞서가는 최신기

술(무항변 폴리우레아 다층 코팅강관 등) 및 제조설비와 인증받

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및 한국산업 표준규격[KS]를 기반

으로 하는 고품질 강관코팅의 제조기술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해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강관의 부식 방지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강관코팅 생산업계를 선도하는 제조기술 및 품질관

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 KSD 3565, 3589(한국표준규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 인증

• K마크 인증(상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마크 인증(가스관용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

•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 규격

• 상수도용 무항변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특허No. 10-1028405)

• SF-JOINT (특허No. 10-1021968)

주요 제품 및 기술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LAYER, 2-LAYER), 분말에폭시 정전 

 피복강관(F.B.E):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용관, 공업용수관, 화 

 학플랜트, 원료수송관, PILE(해안, 지중), 지중케이블 보호관 등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수도관, 일반용수관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상수도 부문

• 한국수자원공사(1800A*13T*6.1M외)408본

• LH공사 청라사업단(900A*7T*6.1M외)653본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1500A*11T*9.1M외)78본

수출 및 플랜트 부문

• 현대하이스코(주)(2.5"~8" 3Layer) 126본

• 현대건설(2"~40" 3Layer) 6,150본

• 현대중공업(주)(3"~36" 3Layer) 1,824본

• 대성산업가스(주)(4"~6" 3Layer) 7,080본

• 현대건설(싱가폴외 2"~46" 3Layer) 2,968본

도시가스 부문

• 중부도시가스(300A*12M외) 24,102본

• 삼천리도시가스(300A*12M 외) 17,712본

• 서울도시가스(300A*12M외) 12,228본

• 대성ENC(300A*12M외) 88,614본

• 경남테크(200A*12M외) 13,416본 외 다수업체 공사 체결 

Since established in 1985, through manufacturing 
Coated Steel Pipe, SIN-E P&C Co., Ltd. performs 
a major role to supply gas and water, which are 
essential for everyday life. 
By manufacturing and supplying good quality 
products which based on frontier technology 
& production facility, certified ISO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Korea Standard, 
SIN-E P&C Co., Ltd. also tries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from local and foreign markets. 

Certificate & Patent
• Acquired INNO-BIZ Certification
• Acquired KSG/ISO/9001:2009/ISO/9001:2008  
 Certification(KQS 6295)
•  Acquired KSG/ISO/14001:2004/ISO / 
 14001:2004 Certification(KES 207)
• Registered "K mark" certification
 (Polyethylene coated steel pipes for water supply)
• Registered "K mark" certification
 (Polyethylene coated steel pipes for gas supply)
• Registered quality system certification (KEPIC)

Main Product & Technology 
• Polyurea steel pipe
• Extrusion polyethylene coated steel pipe
• Polyethylene tape coated steel pipe
• FBE
• Water supply for wrapping steel pipe

Performance
• IRAQ / PE coated pipes / 319,787,688 won
• BOLRIVIA / PE coated pipes / 682,311,798 won
• UAE Abudabi / PE coated pipes / 2,324,894,800 won
• USA houston / PE coated pipes / 60,387,620 won
• INDONESIA / PE coated pipes / 70,807,680 won
• IRAQ / PE coated pipes / 1,430,971,793 won

수도용도복장강관신이피엔씨(주) 보령공장전경 압출식폴리에틸렌3층 강관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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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4

“ Water & Sewage total solution premium companies”

(주)신흥콘크리트는 1968년 창립이래 46년간 콘크리트제품만

을 제작하면서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신기술개발과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신제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유)한스와 한스파이프는 하수관거 및 상수도관 제품

을 생산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입니다.

산업훈장, 대통령포장, 조달청우수제품, KS우수기업상을 수상한 

신흥콘크리트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발전에 보탬

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표시인증 (KS F 4006, 4012, 4402, 4419)

• 조달청우수제품지정(수밀형 고무링이 삽입된 V.R관)

•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인증

• 특허 제0372346호 외 2건

• 의장등록  제0254661호 외 6건

• 실용신안등록  제0131022호 외 11건

• 디자인등록 제0389475호 외 5건

주요 제품 및 기술 

고무링 삽입형 V.R관 - 조달청우수제품

•  콘크리트관(V.R관)과 맨홀의 소켓부위에 수밀형 고무링이 삽 

 입되어 고강도 콘크리트와 함께 성형, 양생한 제품

•  고무링의 완벽한 수밀로 인하여 현장에서 고무링 오접합으로  

 인한 누수 및 유입수 예방

•  기존제품의 고무링 삽입으로 인한 작업공수 절약 및 시공성  

 대폭 향상 

• 인양고리, 접합PVC, 접합 고무가지관 등 소비자 요구 100% 생산

진동전압배수로관 - V.R관 제조업체중 유일하게 기술생산

• 진동 및 압축을 이용한 고강도 V.R관 제조방식

• 집중호우 및 표면배수가 매우 탁월

• 외압강도 및 품질규격이 우수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

• 단위생산량이 높아 납기 조절 가능 (D400 일일생산량 - 200본)

PC박스암거

•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제조방식

• PC강선 및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시공

• 인양볼트를 접목시켜 하차 및 시공시 안전하고 편리함

• 생산규격: 1200, 1500, 2000, 3000형 1련 및 2련

펌프장, 제수변 맨홀

•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대형 고강도 맨홀로 제작 납품

• 생산규격: D1500 ~ D2500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각시도 건설본부, 한국토지주택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Water & Sewage total solution premium 
companies” 

Since its founding in 1968, Shinheung-Concrete 
company Ltd. is only 46 years while making 
concrete products do not meet today's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o create the new efforts. In 
addition, our subsidiary company, hans-concrete 
company & hanspipe are a sewer and water 
pipes products superior quality and competitive 
company. 
Industry Medal, President's Award, PPS Good 
Product, KS excellent Award winning quality 
products to meet emerging performance concrete 
is today without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will be a boon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Certificate & Patent
• KS show authentication 
 (KS F 4006,4012,4402,4419) 
•  PPS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type water- 
 tight rubber ring is inserted in the VR) 
• Innovation-business (INNO-BIZ) Certification 
• Other two Patent No. 0372346 
•  Design Registration No. 0254661, in addition to  
 this two kinds
•  Registered Uti l i ty Model No. 0131022, in  
 addition to this eleven kinds
•  Design Registration No. 0389475, in addition to  
 this two kinds

Main Product & Technology 
Vr pipe involved the rubber ring  
- PPS excellent product
•  Concrete Pipe (VR pipe) and watertight manhole  
 form part of the socket is inserted in a rubber ring  
 with high strength concrete forming, curing the  
 product
•  A perfect watertight rubber ring rubber ring in  
 the field due to leaks and inflow due to incorrect  
 installation prevention Existing products due to the  
 insertion of a rubber ring working days saving and  
 greatly improved workability

•  Lift ing chains, bonding PVC, 100% of the  
 production of consumer demand, such as one  
 mechanism

Vibrated and rolled reinforced concrete pipe 
- Vr technology, the only 
manufacturer of pipe production 
•  VR vibration and compression pipe manufacturing  
 method using high strength
•  Torrential rain and surface drainage is very excellent
•  The external pressure strength and excellent quality  
 standards and excellent workability and economy
•  Adjustable delivery unit production increases (D400  
 daily production to 200 units)

PC Box Culvert
•  Manufacturing methods using high-strength  
 concrete
•  Steel wire using tensile-method and high-strength  
 bolts
•  Get off the lift and grafting bolt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construction
•  Product Size: 1200, 1500, 2000, 3000 Type one  
 & two consecutive

Pumping manhole stations, 
the valve-chamber manholes
•  Meet the needs of consumers made   a large  
 delivery of high strength manhole
•  Product Size: D1500 ~ D2500

Performance
•  Korea Highway Corporation, 
•  Iksan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  Gyeonggi Construction Headquarters, 
•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주)신흥콘크리트 | SHIN HEUNG CONCRETE CO., LTd

President 이교성 | Gyo-Seong, Lee 
Add. 전북 김제시 금구면 콩쥐팥쥐로 586 | 586, Kongjwipatjwi-ro, Geumgu-myeon, 
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063-548-5000   Fax. 063-548-7800   

Web. www.sh5000.co.kr   E-mail. mks@hans.kr 

펌프실맨홀 진동전압배수관 제수변맨홀 옥상녹화블록



2014 W
ATE

R
 K

O
R

E
A   048 /

049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PIPe A-1-2

엔카본은 산업 및 전자재료 생산 전문업체로써 더큰 성장을 위

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유지관리하여 

왔습니다. 엔카본은 고객님께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제공함

은 기본이며 고객이 만족하는 가격 및 납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고객에 다가가는 회사, 최고의 품질로써 보답

하는 회사,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연구하는 기업”

엔카본은 고객 발전의 최고의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엔카본 임직원 일동

주요 제품 및 기술 

PE/PP 표면 접착 몰딩형 실링제(FBS235, FBS150)

•  PE, PB, PVC Nylon 피복강관은 원칙적으로 용융 이외에는 접

착이 안되므로, 이음작업이 어렵다. 당사에서는 종래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는 공법에서 탈피하여, 완전 Sealing 작업이 가능

한 FBS series를 개발하였다.

•  주성분은 Poly Resin, Poly Butan, Poly Rubber 등을 이용한  

 Co polymer성 일종의 핫멜트인 Sealing제이다.

•  Poly Resin, Poly Rubber가 용융상태(160℃)에서 피복제(PE, PP,  

 PVC등) 접촉하면 표면을 살짝 녹이면서 같이 molding 접착이 된다.

•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지역난방 공급관 등의 수지성 피복 

 강관의 연결부 용접후 피복 코팅

•  맨홀의 파이프와 연결부

•  종전의 열수축튜브, 수팽창고무 등은 강한 접촉은 되나 접착이  

 아니므로 높은 수압, 지중압에 물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음. FBS 

 는 피복제와 완전 접착이 되므로 물이 침투하지 않으며 샌드블 

 라스트나 표면처리등의 전처리가 필요없어 시공이 간편하다.

내산/내오존/내자외선도료(AP-101)

• 점도: 3200±200 RV #3 20rpm

•  주요성분: 에폭시화 폴리에틸렌, 유기용제, 계면활성제

•  고형분: 47.8%

•  인화점: 35℃

•  알카리는 물론이고 산(acid)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산의종류나 농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일단 도막이 형성되면 어떤 종류의 산에도 시간경과에 상관없 

 이 도막이 파괴되지 않는다.

•  1액형 도료이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  휘발성이 빠른 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건조 특성이 우수하 

 다. →상온(25℃)에서 5hr 경과하면 도막형성

•  완전건조가 되지 않아도 내산성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접 

 촉 안전성만 확보되면 바로 사용해도 무방함.

•  이미 산이나 랄카리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산이나 알카리를 완 

 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스케일이나 흙 등 물리적 장애등을  

 제거하고 덧칠작업으로도 충분하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AP-101 납품실적

•  풍산금속(안강사업소) 

2004년 7, 8, 11월 산 저장탱크 및 basin

2005년 3, 4, 5월 산세척공장, 바닥 및 구조물

2005년 10월 산 재처리공장 바닥 및 철골도장

2006년 산 저장탱크 외벽

•  동일제강(안성사업소)

2004년 8,10월 도금공장 시설 및 바닥도장

2005년 3,5,8월 산저장시설, 폐수시설 바닥 및 구조물도장

•  하이스코(광양)

2005년 3월 도금공장 바닥 및 산 회수 시설 도장

•  포스코(광양)

2005년 9월 아황산 회수시설 바닥 및 탱크 basin

•  포스코(포항)

2005년 3월 소둔산세 공장 바닥 도장

2005년 포스코 상시 조달물품 등록 (NO“Q-2122591”)

•  SK(울산)

2005년 5월 utility 폐수시설 기계 및 바닥

•  호남석유화학(여천)

2005년 10월 산탱크 basin

•  동우화인캠(평택)

2005년 10월 폐산탱크

•  LG화학(여천)

2005년 12월 산 회수시설 바닥

•  동우화인캠(익산)

2006년 11월 폐수 중화조

•  이수화학(온양)

2007년 산 저장탱크 바닥 철골

•  에스오일(온양)

2009년 1월 아황산 회수탱크내장 및 바닥

•  포스코(포항)

2009년 4, 5월 산 저장탱크, 폐산탱크 등

•  소디프소재(영주)

2009년 9월 폐산탱크 펌프장 내,외벽(불산, 황산혼합조)

•  고려아연(온산)

2009년 9, 10월 농황산탱크 내외부 바닥

Ncarbon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industrial 
and electronic materials as the larger companies 
to  grow through cont inuous techno logy 
development, has been to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Traditional patterns give your product to 
provide a world-class customer base and at the 
same time meet the price and delivery efforts to 
provide you with the best available.

“Faith and trust customers reach out to 
businesses, As a company that rewards the 
best quality, research a company that does 
not change with passion”
Ncarbon is your best hop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helper. Thank you. 

Ncarbon everyone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엔카본(주) | NCARBON Co.,Ltd.

President 강지현 | Ji-Hyeon, Kang 
Add. 경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534-7 | Yanggyo-Ri, Oseong-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451-872   Tel. 070-8877-7810   Fax. 070-8877-7811
Web. www.ncarbon.co.kr   E-mail. jangokang@naver.com/sales@ncarb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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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디아이 | YDI
President 최동한 | Dong-Han, Choi 
Add.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7번지 (진영농공단지내) | 10-7, Jukgok-ri, 
Jinyeong-eup,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342-5001~2   
Fax. 055-342-4088   Web. www.ydi1981.com   E-mail. ydindco@kotis.net

당사는 1981년 창사 이후 “가치창조와 진보를 선도하는 기업”

을 모토로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을 거듭하며 상수도용 이음관

과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중장비 부품을 지속 개발, 생산 해왔

으며 30여 건의 자체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혁신 기

업입니다.

인증 및 특허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 모범중소기업 선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

• NEP(EM) 총5회 획득

주요 제품 및 기술 

신제품 Wrap Joint, HM Joint, HP Joint, HI-VP (수도용경질내충

격염화비닐관) 전용 이음관으로 완벽한 수밀과 고압 이탈방지

력을 갖춘 자체 개발 특허 제품.

신제품 Wrap Joint [16A~200A]

HI-VP 관 고유의 편수 수밀 구조를 개선하여 쉽게 삽입되면서 

수밀성을 높였으며 고압에서 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가 간

단히 체결되어 기존 이음관들 대비 성능 극대화.

HM Joint [16A~300A]

HI-VP 관 전용 기계식 이음관으로 수밀패킹과 관체 이탈방지

용 스토퍼가 내장되어 있어 본체의 너트를 조여 수밀과 이탈방

지기능이 동시에 발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관체의 이탈을 

방지하는 스토퍼가 정밀주조 및 가공된 알루미늄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HP Joint [125A~400A]

분할 된 플랜지가 먼저 관에 체결되면서 내주면의 스토퍼이빨

이 관을 견고히 잡아주고 본체와 플랜지를 볼트 조임하여 패킹

이 압착되면서 수밀을 이루는 구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LH공사, 전국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 및 관급 공사 납품.

PIPe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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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0-2

(주)위스코 | WISTCO

President 천영민 | Yeong-Min, Cheon 
Add.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1 | 281, Gongdan1-daero, Siheung-si,
Gyeonggi-do, Korea   Tel. 031-432-3589    Fax. 031-432-8210  

Web. www.wistco.co.kr   E-mail. wistco@wistco.co.kr

주식회사 위스코는 지난 40여년간 국내 주료 상수도 사업용 수

도관 및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생산하여 국민의 음용수와 생

활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공공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며 21세기 

정부 국책사업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정부와 국민이 

주신 신뢰를 발판삼아 끊임없이 연구,노력하는 시장의 선도기

업으로서 국민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친환경 유비쿼터스

를 실현하는 최상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우수조달물품(2010129호) 지정(조달청)

• KS 인증 획득(KS D 3589, 3565, 8502)

• 특허 제10-0923750호 

 (기능성이 부여된 수도용 강관 및 그 제조방법)

• 특허 제0462269호 (파손감지가 용이한 액체관)

• ISO 9001, 14001 획득

• K마크 인증 획득

• 건마크 인증 획득

• NSF인증 획득

주요 제품 및 기술 

와이어부착 폴리에틸렌 기능성 에폭시 피복강관

상수도관 내면에 기능성이 부여된 코팅제(황토나노)를 사용하

여 강력한 항균력과 향상된 표면조도, 높은 원적외선 발생율 그

리고 높은 음이온 발생율을 실현하여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과 

전기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임.

파손 및 누수감지관

파손 및 누수감시 시스템은 감지관의 파손 및 누수 상태를 실

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감지관의 파손 및 누수 발생시 이를 GIS 전자지도를 통해

서 감시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관에 관련된 정보를 메일, 알

람, S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상수도관: 국내 주요 관공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등 다수

• 가스관 및 특수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및 대형 건설사, 국내 

 외 대형 프로젝트 다수 참여 

Wistco has manufactured water pipes for more 40 
years., supplying drinking water and participating 
21C national project.
To maintain and enhance public confidence in 
quality of the product. Wistco will do our utmost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eco-friendly 
products as leading company in this field.

Certificate & Patent
•  Certifiacation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2010129) (Public Procurement Service) 
•  KS Certifiacation(KS D 3589, 3565, 8502)
•  Patent for functional epoxy coated water pipe 
 (No. 10-0923750)
•  Patent for breakage or leakage of pipeline 
 (No. 0462269)
•  Certifiacation of ISO 9001, 14001
•  Acquired K mark Certifiacation
•  Acquired Geon mark Certifiacation
•  Acquired NSF Certifia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Functional epoxy-polyethylene coated steel 
pipe mounted with a wire
•  Internal coating material of this new product  
 is ocher nano-particle. Its surface roughness  
 is improved and it shows strong antibacterial  
 activity and emits far-infrared radition and anion.

•  Joint type doesn't need to weld pipes so it  
 doesn't cause corrision when installing pipes.
•  Cathodic protection can be possible with  
 conneting wire.(No internal corrosion)

Sensible Pipe for Breakage or 
Leakage of pipeline
•  A remote device that monitors states of pipelines  
 sends a pulse signal into the sensing wire of  
 pipelines and waits for the echo signal returned  
 from a fault point of pipelines. Then it calculates  
 the distance from the remote device to the fault  
 point and sends the distance information to a  
 server. The server maps distance into the GIS  
 map of pipelines.

Performance
•  Water Pipe: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Korean land and housing copor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so on.
•  Gas and plant pipeline: KOGAS and EPC, a lot  
 of large domestic and glob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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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2-5

이에프코리아(주) | EF KOREA Co.,Ltd

President 임원일 | Won-Ii, Lim
Add.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446번길 12-17 | 12-17, DaegotNam-Ro,
Daegot-myeon, Kimpo-si, Kyeonggi-do, Korea   Tel. 031-997-0002    
Fax. 031-997-9009   Web. www.efkorea.net   E-mail. nakc66@hanmail.net

이에프코리아 주식회사는 1992년 창업이래, 22년동안 고객이 

요구하는 양질의 배관 자재를 생산, 보급하며 고객여러분의 관

심과 성원으로 함께 성장해 온 회사 입니다.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여러 형태들의 설비배관! 바로 이러

한 여러가지 설비배관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벨로우즈

(BELLOWS) 전문생산업체입니다. 그동안 이에프코리아(주)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한 시공성을 자랑하는 제품을 기준으

로 국내 선두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주름마디 강관 & 소화용 주름마디 배관 & 스테인리

스 파이프 & 자동차용 벨로우즈 & 펌프용 신축이음관등의 스테

인리스 제품만을 생산하는 외길을 걸어 왔으며, 이러한 축척된 

경험과 꾸준한 연구개발, 설비투자는 무한경쟁시대의 원동력이

며, 양질의 제품생산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에프코리아(주)는 항상 “최고품질”을 기초로 항상 겸손한 자

세와 고객감동을 이끌어 안전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회사의 자산중 으뜸은 창조력이다” 라는 케츠플레이를 바탕으

로 언제나 더 좋은 제품,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확인서

• 성능인증서, 우수 제품마크 인증서, KS 제품인증서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CLEAN 사업장 인증서

•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3595)을 원소재로 하여 파이 

 프의 내측에

•  일정한 압력으로 액압성형하여 주름부를 형성하고 고용화 열 

 처리함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도 시공이 간편

• 인건비가 절감되며 공기가 단축

벨로우즈 신축관

•  벨로우즈의 양단에 단관(End Pipe)과 플랜지를 결합한 구조로  

 배관의 신축과 진동흡수용으로 사용함.

•  신축을 잘 흡수한다. 축방향의 신축흡수는 물론, 지반침하에  

 의한 횡방향 변위도 완벽하게 흡수함.

•  내 부식성이 우수하다.

지상식 소화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  주름 마디부가 Flexible 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파이프를 자유 

 자재로 구부릴수 있어 좁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지반의 굴곡 

 이 심한 작업환경에서도 작업이 용이함.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LH공사 전반적인 건설사 (1군업체,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서 

 희건설, 한신공영, 한라건설, 현대건설, KCC건설 외)

•  SH공사

•   GS건설, LG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대림건설, 대우건설, 남광 

 토건, 대우자판건설, 대우조선해양, 두산건설, 동부건설 外  

 1군 건설사 다수

Various piping systems like human blood vessel!
EF Korea co.,ltd is a manufacture of stainless 
bellows that absorb shocks from earthquakes 
or ground sinking and vibration of generator or 
pumps, and remove problems from pipe winding 
at narrow and complex places and from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pipes caused by 
heat.
Since its foundation in 1992, the company has 
continued R&D and introduced new technologies 
a p p ro p r i a t e  f o r  t h e  g l o b a l  t e c h n o l o g y 
environment, and is now enjoying a good 
reputation among customers for high quality. in 
particular, it succeeded in developing “corrugated 
stainless steel pipes for water supply”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in 2000, and made a critical 
contribution to building corrugated stainless steel 
pipe system in the Seoul Water Supply piping as 
one of national polices in 2001.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recently 
regulated using only ones meeting sanitation and 
safety standards for materials and products for 
water supply contacting with water, the public's 
interest in drinking water is rising.
Based on its accumulated technical capability 
and knowhow, EF Korea co.,ltd piping safety 
watchman, will do its best to provide the best 
quality and products to those engaging in clean 
water activiies so clean water can be used in 
human life without leakage as it is.

Certificate & Patent
•  Small business for Innovation of Technology   
 (INNO-BIZ)
• Venture business Corfirmation
• Cerificate of Performance

• Cerificate of Good Product Mark 
• Certificate of KS Product
• Certificate of Criteria of sanitary Safety
•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 Certificate of Clean Place of Business
• Certificate of Patent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Corrugated (Wrinkle) Staninless 
Steel Pipe for Water Pipe
•  forming wrinkles of the pipe for hydroforming  
 made put constant pressure on the inside  
 of Stainless Steel Pipes (KS 3595) for original  
 material. Than, Solution treatment.

Flexible Joint for Sprinkler 
•  esay installation just like small space or an obstacle
•  Reduce labor costs and shorten period of working  
 process.

Bellows Expansion Pipe
•  Short pipe and flange on both ends of the  
 bellows structure combined with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piping uses for vibration  
 absorption.
•   Absorb the  expans ion and cont ract ion  
 Absorp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axial, lateral displacement due  
 to ground subsidence is also fully absorbs.
•  Excellent resistance to corrosion

Corrugated Stainless Steel Pipe for fire hydrants
•   Because of Corrugated Pipe is flexible, Pipe can  
 be bent freely.
•   easy install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for  
 confined areas or uneven ground. 

지상식 소화전용 주름마디강관 시공 수도용 주름마디강관일반형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깔끔이 양수기함 (특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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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2-7

(주)정우카프링 | JEONG WOO COUPLING CO.,LTD.

President 유인태 | In-Tai, Yoo
Add.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37번길 83-16번 | 83-16, 437-gil, Dongbuk-ro, 
Sangdong-myeon, Gimhae, GyeongNam   Tel. 055-339-7666   
Fax. 055-339-8666   Web. www.mpjoint.com   E-mail. jwcoupling@korea.com

작지만 강한기업으로서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주)정우카프링은  선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든 Pipe Coupling과 Pipe Repair Clamp를 자체개발하여 ‘Multi Pipe Joint’라는 브랜드명으로 1997년에 스페인으로 첫 수

출을 시작하여 현재는 ‘MP JOINT’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내수 30%와 수출 70% 정도로 판매하며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노르

웨이 스페인 등 30여 개국에 수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6년에는 180만불을 수출하여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하였습니다.

당사 제품은 기존의 파이프 연결 및 보수 시 사용되는 프렌지 및 용접, 유니온 공법을 대체한 제품으로써 해상과 육상의 송수관과 

기타 특수파이프라인에 신설용으로 설치되거나, 보수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2000/ KSA 9001:2001

• 일본수도협회(JWWA), 일본소방협회(JFESC)

• 세계유명선급협회(KR, ABS, LR, BV, DNV, GL, RINA)

주요 제품 및 기술 

신설용 파이프 카프링

• MJG(Grip Ring Type)

• MJS(Flexible Type)

• MJSG(Flex Grip Type)

파이프 보수용 클램프

• MJH(Hinge Repair Clamp Type)

• MJR(Repair Clamp Type)

• MJD(Double Repair Clamp Type)

• MJER(Elbow Repair Clamp Type)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상하수도 시설, 포스코 집진기 라인, 도쿄지하철 물라인 등

We are a manufacturer of pipe coupling and pipe repair clamp.
The company is small but innovative and our production capacity make you satisfied in pipe couplings. 
With reasonable price and best quality, in time delivery we are exporting to more than 30 advanced 
countries.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2000/ KSA 9001:2001
• Approval of JWWA and JFESC
• Type Approval of ABS, LR, BV, DNV, GL, RINA

Main Product & Technology 
Connection Type
• MJG(Grip Ring Type)

• MJS(Flexible Type)

• MJSG(Flex Grip Type)

repair Type 
• MJH(Hinge Repair Clamp Type)
• MJR(Repair Clamp Type)
• MJD(Double Repair Clamp Type)

• MJER(Elbow Repair Clamp Type)

Performance
Waterworks, Sprinkler line, Water line in Tokyo subway

Japan Subway MJG100E MJL 100A MJL400A 29.6bar MJS 600A EPDM



2014 W
ATE

R
 K

O
R

E
A   058 /

059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풍부한 경험, 혁신의 기술로 고객요구에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

을 추구하는 전문기업, 주식회사 정원주철 입니다. 주식회사 정

원주철은 지난 20년간 상하수도 맨홀 생산에 외길을 걸어온 업

체입니다. 최신의 시설로 꾸준한 연구 개발과 철저한 품질보증

으로 고품질 및 다기능성 제품을 개발 공급하므로서 믿음과 신

뢰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 기반의 초석으

로 맨홀업계의 선두주자로 발전 성장 하여왔습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고객과 함께 하고 최고의 품질만을 추구하

는 장인정신으로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제품개발 연구에 몰두해 

보다 낳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이노비즈(기술혁신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단체표준인증

• 품질경영시스템인증

• 우수제품지정(조달청)

• 특허 제 10-0712408 호 경사형 잠금장치 맨홀

• 특허 제 10-1196263 호 경사조절 고정장치 

 일체형 맨홀프레임

• 특허 제 10-0967122 호 수평 추진형: 스파이크식 주철관용 압륜

• 특허 제 0466343 호 주물손잡이 체결형: 잠금 맨홀뚜껑

• 특허 제 0448688 호 맨홀뚜껑 주물손잡이

• 특허 제 0463580 호 맨홀관

• 한국토지공사 가용신기술 인정

주요 제품 및 기술 

슬로프형 상.하수도용 철개

• 손잡이가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이탈을 방지하는 제품

•  규격 Ø648 X H250, Ø648 X H150, Ø318 X H200, Ø766 X H150

채색화 상,하수도 맨홀

•  용도에 맞추어 뚜껑 상면에 에폭시 칼라 삽입하여 도시미관증대

멀티 힌지형

• 주물손잡이를 체결하여 손잡이를 들어올리면 잠금 힌지가  

 자동연동되어 개폐가 가능한 이탈방지형 제품

무볼트형

• 주로 분류하수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볼트,너트 방식이  

 아닌 경사형 힌지가 회전하여 잠금장치를 하게되는 구조

잠금이중철개

• Ø648뚜껑 내에 Ø348뚜껑을 내장하여 밸브 개폐시 내부 

 뚜껑만 열도록하여 유지관리에 편함

수도계량기 철개

• 주로 대형 계량기실에 사용되고 뚜껑에 무게를 경량화하여  

 여성도 개폐가 가능하다 규격 Ø648 x H100

멀티이탈방지압륜

• 상수도관 연결 조인트(압륜)로 신축, 굴곡, 이탈을방지한 제품 

 이고 시공성이 용이

수평추진형압륜

• 닥타일주철관 연결조인트(압륜)로 KP너트를 조이는 방향과  

 스파이크 압착볼트 조이는 방향이 같아 시공성 향상. 공사비 

 절감, 부실시공방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

편심이단철개

• 기존 철개에서 경첩부위가 바깥으로 설치되나 본 제품은 원형 

 구조로 경첩부위를 내장하고 이탈을 억제하도록 잠금장치가  

 구비된 철개 

•  규격Ø265 X H200

멀티이단철개

• 철개 내부에 경첩부위를 내장하고 뚜껑이 180°열리도록 하

고 손잡이를 이용하여 뚜껑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

고에 대비한 제품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조달청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사업소 외 각 구청

•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업체

As a company that produces manhole to the 
experience and technology to meet customer 
needs the highest quality management aims 
to pursue the last 20 years has been devoted 
to producing manhole.The best facilities and 
thorough quality assurance of continu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ulti-functional product 
development and supply high quality products 

faith and trust, as well as to give back to the 
customer's support as a cornerstone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industry as a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the manhole has grown.
JungWon casting are now aiming toward the 21st 
century on the basis of iron and steel. We sincerely 
hope both kind encouragement and cooperation of 
all customers, for which many thanks in advance.

PIPe A-2-8

(주)정원주철 | JEONG WOO COUPLING CO., LTD.

President 송권섭 | Sub-Kwon, Song
Add.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3번길 69-31 | 86-2, Ongjeoung-ri, Tongjin-eup, 
Gimpo-si, Gyeonggi-do, 415-869 Rep. of KOREA   Tel. 031-998-5271   
Fax. 031-998-5275   Web. www.jwcast.com   E-mail. jw4240@hanmail.net

멀티 힌지형무볼트 하수도(Ø648)

채색화 철개 이미지

  수평추진형 이탈방지압륜

가변슬로프형 상수도(Ø648)

  멀티내진이탈방지압륜

중형철개 제수밸브보호통(Ø318)

편심 이단철개(Ø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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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4-1

진원개발주식회사 | Jinwon Development Co., ltd.

President 이기완 | Ki-Wan, Lee
Add.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 182-39 | 182-39, Yongam-ro, Eunhyeon-myeon, Yangju-si, 
Gyeonggi-do, Korea   Tel. 031-868-5664~5    Fax. 031-629-5834
 Web. www.jwepc.com   E-mail. jwepc@naver.com

저희 진원개발(주)는 오랜 기간 상수도공사를 시공해온 노하우

를 바탕으로, 하자 없고 시공이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

해왔으며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및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스테인리스강

관용 신축가동식 관이음쇠(슬립인조인트), 부단수 할정자관, 부

단수 밸브(써클밸브), 강관누수방지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제품 개선 노력을 통해 더욱 안

전하고 편리한 자재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일익

을 담당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인증: KTR인증센터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

• 특허 및 실용신안 다수: 특허청

• 위생안전기준 KC인증(스테인리스 관이음쇠): 한국상하수도협회

• 위생안전기준 KC인증(부단수 할정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 위생안전기준 KC인증(부단수 밸브):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 제품 및 기술 

써클밸브

써클밸브는 기존의 송,배수관로를 단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

한 제수밸브로써 노후관 교체공사, 관로 이설, 블록화시스템 구

축, 밸브 교체 및 긴급 보수공사 등에 사용하여 단수로 인한 주

민불편과 국고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

히, 관의 상부를 수직으로 천공하여 디스크를 삽입하므로 본관 

주변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수 할정자관

부단수 할정자관은 관로를 단수하지 않고 분기 할 때 사용되는 

제품으로 패킹이 견고히 고정되어 이탈되지 않으며, 볼트를 잡

아주어 헛돌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신축가동식 관이음쇠(슬립인조인트)

신축가동식 관이음쇠(슬립인조인트)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주

름마디 강관 배관시 사용하며 진동, 부동침하, 신축에 강한 특

성이 있으며, 10년 이상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급수공사 현

장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자재 납품 실적

서울특별시 관내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부산광역시 

관로 노후도 조사, 수자원공사 노후밸브 교체공사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화성시, 부천시, 의왕시, 파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양산시, 창원

시, 진주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전남 장흥군, 충남 태안군, 강

원도 원주시 등 전국 지자체 및 상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에 다수

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써클밸브 (부단수 밸브)

써클밸브 시공사례 1

써클밸브 시공사례 3

바이패스 설치

부단수 할정자관

써클밸브 시공사례 2

써클밸브 시공사례 4

블록시스템 구축

슬립인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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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5

진진산업 | JinJin

President 고물가 | Mul-Ka, Ko
Add. 인천 남동구 장수동779-1 101호 | #101, 779-1, Jangsu-dong,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22-9895   Fax. 032-465-8759   

Web. www.pantoo.net   E-mail. komulka@naver.com  

진진산업은 지하매설배관에 대하여 탐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회의 간접자본인 상.하수도와 가스 및 전기, 통신 시설 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하에 매설되어지고 있는 배관을 유지보수 하기위

해 굴착시 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며, 더 나아가 굴착전 지하매설배관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 제품등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 경고테이프(비닐, 직조)

• 탐지형 경고테이프(동선, 알루미늄)

• 탐지형 관표시테이프(동선, 알루미늄)

• 표시핀(QR, RF, 칼라, 일반핀)

• 누수탐사 경고테이프(현장에서 확인가능)

• 방식테이프 

• 표지판 및 표주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세종시 택지현장

• 평택시 BTL현장

• 김포시 BTL현장

• 진주 혁시도시 택지현장

• 전주 효자택지현장

• 서울마곡지구 택지현장

• 옥정 신도시 택지현장

• 그밖에 전국 상하수도 공사 및 배관공사 현장

경고테이프 제품군

표시핀 제품군

표시핀 제품군

진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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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2-6

케이제이씨(주) | koreaJoint co.,ltd

President 김창규 | Chang-Kyu, Kim 
Add.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 87-13 | 87-13, Myeongdong-ro, Hallim-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344-0008    Fax. 055-343-8558    

Web. www.koreajoint.kr   E-mail. kjc0008@korea.com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상수도 부속 전문생산기업 케이

제이씨 주식회사 입니다.

케이제이씨 주식회사는 1999년 에폭시 분체 도장 전문기업으

로 시작하여 2008년부터 상수도 이음관을 전문 생산하고 있으

며, 최고의 품질과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며 우수한 인력과 풍부

한 경험을 토대로 신축이음관, 새들붙이분수전 등을 추가 생산 

및 개발 중이며 국내 유수업체에 공급하여 뛰어난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KCW-2011-0039, 

 KCW-2013-0303, KCW-2013-0304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록 총25건

- 특허 제 10-0997534호 상수도용 클램프 이음관

- 특허 제 10-0997533호 합성수지관 연결 장치

- 특허 제 10-1003293호 내구성이 강화된 관 연결 장치

- 특허 제 10-1026243호 수도관 연결장치

- 특허 제 10-1103783호 클램프형 파이프 이음장치

- 특허 제 10-1111722호 관이음장치

- 실용신안 제 20-0449108호 상수도용 기계식 주철제 관 이음쇠

- 실용신안 제 20-0456216호 편수관용 압륜장치

- 실용신안 제 20-0456758호 합성수지관 연결장치

- 실용신안 제 20-0471097호 신축관 이음장치

- 디자인 10건등록, 상표 5건 등록 그 외 다수 출원중

• 벤처기업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상수도 이음관(15A~400A)

• 적용관종: 내충격 수도관(KS M 3401), PFP(KS D 3619)

•  내,외면 에폭시 분체도장으로 부식과 전식이 완전 차단되고  

 표면이 깨끗하고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 가공이  

 필요없어 숙련공이 필요 없으며, 작업 시간 단축으로 비용절 

 감등 경제적 입니다. 또한 350여종으로 종류가 다양하여 관의 

 치수, 각도 결정이 용이하며 압륜의 조임으로 한번의 작업으 

 로 고무링 및 로크링이 압착되어 내, 외압에 의한 이탈 및 누 

 수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관이음(밸브 접합관, 80A~600A, 조달청 MAS 등록)

•  밸브 및 관 연결에 사용되며 지반침하등으로 발생되는 수축 

 과, 팽창 및 진동을 흡수시켜 관로를 보호하며 플랜지 접합방 

 식으로 해체 및 보수가 용이합니다. 또한 내.외면 에폭시 분체  

 도장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반영구적 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해남군청-황산산이북평지방상수도 공사

•  LH공사-석문국가산업단지 6,7공구

•  양산상수도사업소-양산 상삼 좌삼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  함평군청-함평 나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LH공사-대구 테크노폴리스2공구

•  정선군청-영월 정선 상수관망 공사현장

•  양산웅산출장소-주남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명동노후관 교체 공사

•  상기외 다수

KJC (Korea Joint Co., Ltd.) special izes in 
manufacturing quality waterworks component 
and aims to supply clear water. 
Since the foundation in 1999, KJC has been 
focusing on manufacturing epoxy powder coating 
and has diversified its production to waterworks 
seamed pipes from 2008. With years of expertise 
and excellent workforce, the company developed 
additional products, including expansion pipe joint 
device and snap tap with saddle. KJC continuous 
focuses 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 order 
to provide the best quality to top companies, 
thereby gain ing recogni t ion for  excel lent 
performance.

Certificate & Patent
• KC Certification: Hygiene and Safety Standard

- KCW-2011-0039, KCW-2013-0303, KCW-
2013-0304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2008
•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 and trademark  
 registration (25 cases)
-  Patent No. 10-0997534: Waterworks Clamp  
 Seamed Pipe

-  Patent No. 10-0997533: Synthetic Tube  
 Coupling Device

-  Patent No. 10-1003293: Pipe Coupling Device  
 with Enhanced Durability

-  Patent No. 10-1026243: Water Pipe Coupling  
 Device

-  Patent No. 10-1103783: Clamp-type Pipe  
 Coupling Device

-  Patent No. 10-1111722: Pipe Coupling Device
-  Utility Model No. 20-0449108: Mechanical  
 Cast Iron Pipe Fittings for Waterworks

-  Utility Model No. 20-0456216: Gripping Device  
 for Pipe Connection

-  Utility Model No. 20-0456758: Synthetic Resin  
 Pipe Coupling Device

-  Utility Model No. 20-0471097: Expansion Pipe  
 Joint Device

-  Registered 10 designs, 5 trademarks, and  
 more patents on the way

• Venture Enterprise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Waterworks Seamed Pipes (15A-400A)
•  Applicable Pipe-type: Shock-resistant Water  
 Pipes (KS M 3401), PFP (KS D 3619)
•  With external/exterior epoxy powder coating,  
 the product completely prevents corrosion and  
 electric erosion. Its clean surface and corrosion  
 resistance require no additional processing or  
 skill workers; other benefits include cost saving  
 through reduced working hours. A variety of  
 pipes of more than 350 different types ensures a  
 large selection of nominal sizes of pipes and  
 easy angle determination. A single gripping  
 applies pressure on rubber rings and lock rings,  
 thereby preventing breakaway and coaking  
 caused by internal/external pressure.

Expansion Pipe Joint (Valve Union, 80A~600A,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S registration)
•  The products are connected to be used with  
 valves and pipes and they absorb contraction,  
 expansion, and vibration from soil settlement  
 in order to protect pipe l ines. The f lange  
 joint method offers simple dismantling and  
 maintenance. With interior/exterior epoxy  
 powder coating, the products are harmless to  
 the human body and are semi permanent.

Performance
•  Haenam County Office-Local waterworks:  
 Hwangsan, Sani, Bukpyeong
•  LH Corporation-Seokmu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Zone No. 6 and 7
•  Ya n g s a n  Wa t e r w o r k s  B u s i n e s s - L o c a l  
 waterworks removing construction: Yangsan,  
 Sangsam, and Chasam regions
•  Hampyeong County Office-Rural living water  
 development project: Hampyeong, Nasan
•  LH Corporation-Technopolis, Zone No. 2
•  Jeongseon County Office-Water distribution  
 network construction site: Youngwol, Jeongseon
•  Yangsan Woongsan Off ice-Waterworks  
 installation at Junam Village, replacement of  
 aged pipes at Myeong-dong
•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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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1

(주)코팅코리아 | Coating Korea Co., Ltd.

President 오양근 | Yang-Geun, Oh 
Add. 전북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대동공단 2길 34-22 대동농공단지 3블럭 | 34-22, Daedonggongdan 
2-gil, Baeksan-myeon,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063-542-4151   Fax. 063-542-4152   

Web. www.coatingkorea.co.kr   E-mail. sk7154@nate.com  

“인류에게 건강과 기쁨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최고

의 코팅전문 기업. (주)코팅코리아입니다.”

(주)코팅코리아는 1987년부터 PFP(수도용 폴리에틸렌 분

체라이닝 강관)란 상품명으로 약 27년간 급수관 및 배수관

(15A~100A)으로 검증 받은 그대로의 품질을 유지하여 송수관

로(150A~600A)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음껏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주)코

팅코리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 D 3619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신제품 인증(NEP-MKE-2012-008)

• KS A 9001:2001, ISO9001:2000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인증

• 상표등록 (PFP, PFP JOINT)

• K마크 2종, KC마크 1종 인증

• 특허등록 7종

주요 제품 및 기술 

1. PFP(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  기계, 물리적 면에서 품질이 가장 뛰어난 배관재인 강관에 위 

 생적이고 안정된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특수 피복 및 라이 

 닝하여 내식성을 완벽히 부여한 제품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배 

 관재 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 위생적인 배관재  - 안정된 품질

 - 강한 밀착력  - 용이한 배관시공

 - 우수한 물성  - 반영구적인 수명

 - 내압 및 내진성 우수 

2. PLP (PE 압출식 피복강관)

3. 3-LAYER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4. FBE (분말에폭시 정전 피복강관) 

5.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6. 폴리에틸렌 코팅관 이음쇠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주요납품처 

•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 

 주도, 원주시, 평택시, 의왕시, 부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창원시, 영천 

 시, 김제시, 고창군,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등 

•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실적(2013년 기준) 

•  인천광역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  제주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공주시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지선 개발사업

•  부천시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간 부설공사

•  괴산군 장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괴산군 문광, 청안, 사리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신안군 임자 수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  파주시 적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  김제시 백산 세대통합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  김제시 벽골제 경관도로 개설공사

•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

•  군산시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  평택시 노후관교체공사 외 다수 공사 납품

•  부산광역시  관급자재

• 영천시 화남북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 고흥군 동강대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하수처리 연계사업

Providing health and joy to mankind, and take the lea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professional company 

pipe coating is the best Coating-Korea Co., LTD 

Coating-Korea Co., LTD. trade name since 1987, 

about 27 years PFP pipe and water pipe(small 

diameter: 15A ~ 100A)was supplied, as is the 

proven quality of the water pipe(large diameter: 

150A~600A) to wide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clean water is committed to supply.

Clean, drinkable water to all citizens in fully until 

the day we’ll take the lead.

Certificate & Patent
• KS D 3619
• Excellent Product(Public Procurement Service)
• NEP(New Excellent Product) 
• KS A 9001:2001, ISO9001:2000     
•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 INNO-BIZ (A)
•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PFP, PFP JOINT)
• K mark, KC mark certification
• Registration of a Patent

Main Product & Technology 
1.  PFP (KS D 3619, polyethylene powder lined  

 steel pipes for water works)
•  Mechanical and physical piping of the best in  

 t e rms  o f  qua l i t y  and  s t ab l e  s yn the t i c  

 polyethylene pipe for sanitary cloth and lined with  

 a special corrosion resistant piping completely  

 given product than by any existing stocks of the  

 product is excellent properties.
- Sanitary Pipe
- Stable quality 
- Strong adhesion 
- Easy installation 
-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 Semi-permanent life 
- Excellent pressure-resistant and aseismicity

2. PLP (PE extrusion coated steel) 

3. 3-LAYEr polyethylene coated steel pipe 

4. FBE(electrostatic epoxy powder coated steel) 

5. Carbon steel pipe for fuel gas 

6. Polyethylene Coated Pipe Fittings

Performance
Main Ship 
•  Local Government: Busan, Incheon, Daejeon,  
 Gwangju,  Je ju-do,  Wonju,  Pyeongtaek,  
 Uiwang, Bucheon, Uijeongbu, Paju, Changwon,  
 Yeongcheon, Gimje, Gochang, Sejong, Gongju,  
 Cheongju, Chungju, Okcheon, etc.
•  Public Enterpris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etc.

The main results (based on 2013)
•  Drinking water development project in Incheon 
•  Jeju Health Care Town Development Project 
•  Gongju four rural development projects spur  
 local water drainage 
•  Bucheon yeowol land-laying construction  
 between the southern ring road 
•  Goesan jangyeonmyeon rural local water  
 facilities construction 
•  Goesan mungwang, cheongan, sarimyeon rural  
 local water facilities construction 
•  Sinan drinking water development projects 
•  Competence in Paju Industr ia l  Complex  
 Construction of industrial water 
•  Construction of industrial Gimje horizon industrial park 
•  Gimje construction bacsan park the driveway opening 
•  Gimje byeokgolje landscape construction roads 
•  Jeonju water flow rate    
•  Water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Gunsan gogunsan
• Busan Water supply Materials
• Yeongcheon Hwanam-buk Water Supply Corporation
• Goheung DonggangDaegang Water Supply 
• Wonju Air Force 8th Fighter Wing Sewerage Project
•  Etc.

PFP(수도용 폴리에닐렌 분체라이닝 강관) PFP 내압성능 및 신뢰성 시험 (휨 상태 내압 및 진동) PFP 시공 사례



2014 W
ATE

R
 K

O
R

E
A   068 /

069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PIPe A-2-3

(주)픽슨 | FIXON INC

President 정성만 | Sung-Man, Jung 
Add.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0 | 10, Simgeum Industrial complex 1 road, 
Okgok-myeon, Gwangyang-si, Jeollanam-do   Tel. 1577 - 5077   Fax. 061-760-7690   

Web. www.fixoninc.com   E-mail. fix@fixoninc.com  

글로벌 넘버원의 파형강관, 파형강판을 생산하는 (주)픽슨은 

1994년 창립해 2001년 기업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

의 8%를 기술과 제품개발에 투자한 결과 2001년 PL파형강관, 

2006년 PF파형강관, 2007년 파형강판 보강방법, 2012년 HPL

파형강관, 2013년 스마트파이프를 상용화하여 친환경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픽슨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호주, 러시아, 이란 

등 세계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

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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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파형강관  주요제품

• 내부평활형 파형강관  • HPL파형강관

• PF파형강관 • PL파형강관

• 일반파형강관 • 유공관

파형강관 제품용도

• 우수관 • 오수관

• 종배수관 • 횡배수관

• 용배수관 • 유공관 등

파형강판 주요제품

• 표준형 파형강판

• 대골형 파형강판

• 강합성 빔보강 파형강판

파형강판  제품용도

• 저류조 • 생태터널

• 군사시설 • 소교량

• 통로암거 • 수로암거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파형강관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공사

• 한국도로공사 종배수관

• 진위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 기타 하수관시장에서 실적 다수

파형강판 

• 울주군 저류조 사업

• 국방부 전략증강사업

• 하남-풍산 생태터널 

• ○○골프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 지자체 소교량 등 실적 다수

HPL파형강관

FIXON Inc, producing global number no.1 
corrugated steel pipe and corrugated steel plate, 
was founded in 1994, as company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2001 8% 
of sales (revenue) were invested and as the 
result, Polyethylene Laminated corrugated steel 
pipe in 2001, PF corrugated steel pipe in 2007, 
corrugated steel plate reinforcement method in 
2007, High Polyethylene Laminated corrugated 
steel pipe in 2012 and smart pipe in 2013 have 
been commercialized, producing eco-friendly high 
value products.
Fixon’s technology has gained recognitions from 
overseas and it is being imported to 10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Russia, Iran, etc. In addition, Fixon established a 
social welfare facility called Chamsaem-dongsan 
for the handicapped as a way of returning what 
Fixon has earned to the communities.

Certificate & Patent
• Corrugated steel pipe

-  Obtain good product(NEP) certificate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Third party unit price contract and Multiple  
 Award Schedule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Many other patents ex) 10-1134571 etc

• Corrugated steel plate
-  New techno logy o f  const ruct ion (NET)  
 certificate

-  Third party unit price contract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Many other patents ex) 10-0659641 etc

Main Product & Technology 
Main products of corrugated steel pipe
• Corrugated steel pipe with smooth inside
• High Polyethylene Laminated corrugated steel pipe
• PF corrugated steel pipe
• Polyethylene Laminated corrugated steel pipe
• Normal corrugated steel pipe
• Perforated drainpipe

Use of goods  of corrugated steel pipe
• A storm sewer
• Foul water drain 
• Lengthwise drainpipe
• Breadthwise drainpipe
• Perforated drainpipe etc.

Main products of corrugated steel plate
• Multi-plate
• Deep corrugated steel plate
•  CBS(Composite Beam System) reinforcing  
 corrugated steel plate

Use of goods of corrugated steel plate
• Rainwater recycling facility
• Eco tunnel 
• Military facility
• Small bridge 
• Culvert structure for path 
• Waterway culvert structure

Performance
Corrugated steel pipe
•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  Drainpipe project for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 Construction of JinWi Regional Industrial Areas
• Opening link road construction of new port berth
• Numerous sewer pipe projects

Corrugated steel plate
• Rainwater recycling facility in Ulju
• Build up strategy project for Defense
• Eco tunnel between Hanam-Pungsan
• Construction of access way to golf course
• Many small bridg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파형강판-생태터널 파형강판-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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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2-1

(주)하이스텐 | HI-STEN CO., LTD.

President 김종재 | Jong-Jae, Kim
Add.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113-79 | 113-79 Seobu-ro No. 1499, 
Juchon-myeon, Gimhae-si, Kyeongsangnam-do, Korea   Tel. 055-329-0837 
Fax. 055-329-0841   Web. www.histen.co.kr   E-mail. histen@histen.co.kr  

스테인리스 볼밸브 및 관이음쇠 제조 대표기업(주)하이스텐은 

슬립인조인트를 개발 상수도매설배관에서 가장 취약한 지반침

하에 수도관을 보호 하는 신축가동식이음 기술로 상수도 누수

를 획기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중

요시 되고 있는 건물의 내진성 관련하여 이탈방지이음쇠인 SU

조인트(무용접이음쇠 롤푸쉬접합)를 출시, 국내외 5,000여건 이

상을 납품하여 그 성능과 시공의 우수성을 설비 및 엔지니어링

사들로부터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

이분수전(이종금속 부식방지기술 적용)을 국내최초로 개발, 수

도용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았습니다.

배관자재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만족을 추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주)하이스텐은 급속히 변화

하는 상수도, 급수, 급탕 및 소방 플랜트 설비 등 관련 산업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최고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분수전

•  국내최초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분수전 수도용 위생안 

 전기준 인증.

•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환경부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하다.

• 이종금속간 전위차부식 방지 기술이 적용된 밸브.

• 360˚ 자유회전식으로 시공이 아주 편리하다.

• 기존 분수전에 비해 시공시 작업 공수가 적고, 동파에도 강하다.

• 효율적인 3D 설계로 외부압력에 강하다.

• 정급수 분기시 부단수천공이 가능하다.

•  국내 유일한 산업용 볼밸브 신뢰성 인증 기술을 접목한 누수 

 가 없는 밸브.

SU조인트(KWWA D 100-2 규격인증)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리테이너에 장착한  

 주판구슬이 유성 회전을 하면서 배관 작업시 관에 자체적으로  

 전조나사를 만들어 누수가 전혀 없고 ,관이 이탈 되지 않으며,  

 배관시 에도 별도의 특수 공구가 필요 하지 않아 별도의 기능공 

 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나  용이하게 시공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옥내배관용 내진용 조인트를 자랑 합니다. 

 상수도 지중매설배관 및 학교급수시설 및 아파트 입상관 에 사 

 용 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으며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이미 내진용 조인트로 일본수도협회 규격 및 스테인 

 리스 협회 규격을 인증 받았습니다.

슬립인 조인트(Sleevein-Joint) 

 슬립인조인트특징: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  지반침하, 중차량 통과하중, 지진(진동), 옥 내외 배관의 수격 

 압 및 관의 팽창과 응력 반복 등에 대응하도록 관의 축방향  

 신축과 횡방향 굽힘을 흡수하는 구조.(신축가동성)  

•  시공이 간단 단순하며 사후 관리가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하 

 여 아주 경제적.

•  대형 건물이나 유통점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건물 및 시 

 설의 사후 관리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기(불)나 용접기가 없이  

 관리가 편리.

•  서울시상수도 규격 및 상하수도 협회 규격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제 25-042호 인증

•  국내 최초 스테인리스조인트 신뢰성 인증 제 209-44호 (지식 

 경제부 기술표준원)

스테인리스 나사식 새들붙이분수전 슬립인 조인트(Sleevein-Joint) SU조인트

Histen, the representative corporation in stainless 
balls valve and pipe fitting, developed sleevein-
joint and prevented waterworks leak effectively with 
expansion movable joint technology which prevents 
water pipe against the weakest ground subsidence 
at waterworks laying pipe. Based on this, related to 
earth-proof of building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all over the world, SU-joint(non-welded joint rolled 
push connection) which is breakaway-prevented joint 
was released and we delivered 5,000 in the nation 
and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is is excellent in 
safety, exactitude and construction than any other 
products and this has been required from lots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planners.  In addition, 
stainless steel snap tap with saddle(adopted 
corrosion-prevented technology of bimetals) was 
developed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certified as 
health and safety standard for waterworks. As pipe 
materials, to pursuit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best technology and quality, Histen corporation has 
consistently put our efforts, and we will concentrate 
on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 in relative 
industry including rapidly-changing waterworks, 
water supply, hot-water supply, fire-fighting plant 
equipment and etc. and will contribute to customer 
development. We, Histen corporation employees will 
provide the best products with the most competitive 
price based on our passion and effort to make the 
best products in the world.

Main Product & Technology 
Stainless steel snap tap with saddle
•  Certified health safety standard for water supply  
 of stainless steel snap tap with saddl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  Stainless for material is appropriate for “health  
 safety standard” of Ministry of Environment.
•  Vale with prevention of potential difference  
 corrosion between bimetals.
•  Convenient building with free rotation of 360˚.
•  It is strong at freezing and bursting with less air  
 transportation when constructing compared to  
 conventional corporation cock.
•  It is good at external pressure with effective 3D design.
•  Drilling attachment is possible when positive  
 feeder separation is conducted.
•  In-leaking valve with Balls valves reliable certified  
 technology for dmestic industry only.

SU-Joint 
•  This product was certified by health and safety  
 standard for waterworks. Abacus bead on retainer  
 conducts planetary rotation and when plumbing is  
 conducted, it makes rolled screw by itself without  
 leaking and pipe does not break away. For piping,  
 other special tools are not necessary and other  
 operant are not necessary. Anyone can easily  
 conduct as the world best joint-proof for interior pipe. 
•  Using for waterworks underground laying pipe,  
 school waterwork system and apartment, its  
 efficiency was proved. Especially, in Japan where  
 has earthquakes frequently, it has been already  
 certified as an earthquake-proof joint by Japan  
 waterworks association standard and stainless  
 association standard.

Sleevein-Joint
Sanitary and safety standard for drinking water 
certified product
•  A structure that absorbs lateral bending and  
 axial elasticity of pipes to counteract the ground  
 subsidence, heavy vehicle passing weight,  
 earthquake(vibration), internal and external pipe  
 pressure(Building mobility) and the repetitive  
 expansion and stress of pipes.  
•  It has lots of strong points including Simple  
 insta l la t ion,  easy maintenance and very  
 economical with recycle.
•  It is convenient to maintain without fire(firearm)  
 and welding machine for preventing disasters in  
 public buildings and facilities where has a large  
 floating population, such as large building, hospital  
 and department store.
•  Standardized product f rom the Off 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KWWA).
•  Acquired the performance-certified product as  
 No. 25-042 fr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Acquired the certificate of reliability(No. 209-44)  
 for the stainless steel joint from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너트를 잠그면 형성되는 
외전식 나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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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2-2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 KOREA RESIN PIPE COOPERATION

President 한홍희 | Hong-Hui, Han
Add.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2 금복B/D 1301호 | #1301, GeumbokB/D, 45-2, 
Bangi 2-dong, Songpa-gu, Seoul, Korea   Tel. 02-415-5971   
Fax. 02-415-5972   E-mail. resinprc@paran.com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은 부식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내

구성의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일본 레진콘크리트 최대 메이커

인 아소레지콘사와 기술협약을 체결(2002년), 폴리에스테르 수

지 콘크리트-Polyester Resin Concrete(PRC)를 이용한 파이프

(KS M 3375 - 2004년 제정) 및 조립식 맨홀의 개발에 성공하

여 현재 양산체제 하에 하수도 시장에 보급하기에 이르렀습니

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를 콘크리트 결합제로 사용한 폴리머(레진)계 복합소재로서 시

멘트 콘크리트에 비하여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구성, 내마모

성, 시공성 등이 뛰어나고 우수한 수리성능을 지니고 있어 하수

도 시설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소재입니다. 본 조합은 이러한 소재를 이용한 레진관(PRC관) 및 

레진 맨홀을 통해 후손에 물려줄 맑은 물 보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취급 제품 소개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 추진공법용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맨홀

인증 및 획득마크 안내

• KS M 3375

조합 회원사

• (주)대원콘크리트 

• 도봉산업(주)

• 도봉콘크리트(주) 

• 동양콘크리트산업(주) 

• 동양폴리머(주) 

• 애경레지콘(주)              

• 유정레지콘(주) 

• 한일건재공업(주)

제품 및 공법 소개 

레진관(PRC관) 구조

•  PRC관에 사용되는 수지(레진)은 원심성형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어진 것으로 인장신율이 높아(10~13%) 균열에 대한 저항 

 성이 강하며 치수 안정성 및 수축이 적습니다.

•  또한 관내면 보호층을 형성하는 피복용수지는 내마모성, 내해  

 수성, 내약품성 및 표면 평활성이 월등하여 기존의 유사관종 

 과 비교하여 안정적이며 하수관로에 적합한 성능을 가능케 하 

 였습니다.

•  뛰어난 내산성: 결합제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 

 여 하수도에 문제로 대두되는 황산에 대한 강한 내산성을 발 

 휘하며 산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강한 내식성을 발휘.

•  높은 외압강도와 높은 휨강도: 외압강도가 높기 때문에 매설  

 토피고를 높게 할 수 있으며, 또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및 외압  

 편분포에 강한 저항성을 발휘.

•  관로의 처짐 및 변형방지: 관의 포설 후 관로의 처짐 및 변형 

 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유수단면을 확보(설계상 강성관으 

 로 취급).

•  추진 내하력이 큼: 레진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90N/㎟ 

 (918kgf/㎠)이상, 또 응력 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축방향의 허 

 용 평균 응력도가 30N/㎟(306kgf/㎠)임. 따라서 추진거리가  

 길어 장거리 추진이 가능.

•  관내 평활성과 뛰어난 수밀성: 관내면은 매끄럽고 조도계수는  

 n=0.010으로서 콘크리트관과 비교하여 동일 내경에서 약 30  

 ~ 40%의 유량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흡수성이 작고 파이프  

 표면이 평활하여 고무링에 의한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흡수율이 낮고 유지관리가 편리: 흡수율이 매우 낮고 동결 융 

 해 및 해수의 침식에 의한 강도 저하가 없고, 침전물의 제거가  

 용이하며 관내 점검을 빛의 투과가 좋아 유지관리가 용이.

시공현장 - 고양시 하수관거 시공현장

시공현장 - 화성 발안 시공현장

레진관(PRC관) 구조

레진관(PRC관)

시공현장 - 수원 오룡천 시공현장

레진 맨홀

레진 추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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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3-1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심력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사업(구매, 판매, 시험검사,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0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

사장: 원부성)으로 우리 흄관 생산업체들은 각종 오·폐수로부

터 수질오염을 막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깨끗한 지구환경 보전

을 위하여 더욱 더 품질과 성능면에서 우수한 하수관을 생산함

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40개 제조공장을 통

하여 적기적소에 물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 F 4403

제품 및 공법소개 

흄관(Hume Pipe: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KS F 4403

• 흄관은 품질과 전통, 사용실적에서 가장 앞선 하수관거입니다.

• 흄관은 국내에 풍부한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등

을 배합하여 원심력공법으로 제조한 관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흡수율이 낮으며 온도변화나 외압에 변형이 없는 강성관입니다.

• 흄관은 환경문제화 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

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재로 재인식, 오늘도 전국의 40개 

생산회사에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흄관의 종류

• A형관(직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접속 형상으로서 접합구로

  써 각종 밴드를 사용

• B형관(소켓관): 관의 양끝이 접수구와 삽입구로 되어있고, 고 

  무링을 사용하여 연결

• 접속관(T자관): 가지관과 연결관(취부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접합이 가능하도록 관 몸체에 연결구가 있음

• 유공관(집수관): 지하수나 복류수의 집수용 등으로 사용하며  

  관의 몸체에 유공(구멍)이 있음

• 원심력사각수로관: 도로 측구 배수로 등의 용도로 쓰이며 외 

  압강도가 높다

흄관의 장점

• 강성관으로 외압강도가 높고 변형이 없습니다.

• 원심력다짐으로 조직이 치밀하여 내구성이 강합니다.

• 하수관종중 가장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인식받고 있습니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 Korea Centnifugal Reinforced Concerete Industry Cooperative

President 원부성 | Bu-Seong, Won
Add.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종빌딩 8층 | 8F, 509, Garak 1-dong, Songpa-gu, Seoul, Korea
Tel. 02-422-1551    Fax. 02-422-1552   Web. www.kcrcic.or.kr   E-mail. gks5250@naver.com  

유공관(집수관)

B형관(소켓관)

접속관(T자관)

원심력사각수로관

A형관(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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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6-1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President 김길출/홍동국/김태형/김형규 | Gil-Chul, Kim/Dong-kuk, Hong/Tae-Hyeong, 
Kim/Hyeong-Gyu, Kim   Add.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 525, Eulsukdo-daero, 
Saha-gu, Busan   Tel. 051-291-5481   Fax. 051-206-0448   

Web. www.kcip.co.kr   E-mail. kyh6004@kcip.co.kr 

친환경 녹색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은 1953년 창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우리 일상생

활과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 없는 물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내 최초로 덕타일 주철관을 개

발/생산하였으며, 우수한 품질의 강관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국

내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고객의 관심과 격려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주철관은 친환

경 녹색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9년 위생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향상 시킨 내면 BPF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관을 개발/상용화하여 고객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주철관은 친환경 제품, 자원/에너지 절약 제품을 

개발해 나감으로서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와 더불어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국주

철관의 노력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1. KS

• 주철관: KSD 4311, KSD 4308, KSD 4316, KSD 4317, 

  KSD 4323

• 강  관: KSD 3566, KSD 3583, KSF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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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생안전기준인증(KC)

•  덕타일 주철관(에폭시 수지분체,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덕타일 주철 이형관

4. 미국국가위생국인증(NSF61: FKR026-KCIP)

5.  영국음용수협회인증(WRAS: BFC02-KCIP, FKR026-KCIP)

6.  신제품인증(NEP: NEP-MKE-2009-041, 내면 BPF  

 에폭시 분체 도장관)

주요 제품 및 기술 

덕타일 주철관

•  BPF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  시멘트 몰탈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강관

•  배관용/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강관 파일

일반 주물품

•  풍력주물, 산업기계, 공작기계, 기타 특수 주물품

주요 제품: 내면 BPF 에폭시 분체 도장관

•  개요: 원심주조 공법으로 제조된 덕타일 주철관 내면에 인체  

 유해성 문제가 없는 BPF 에폭시 분체 도료로 도장한 제품으 

 로 위생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도막성능을 향상시킨 제품  

 (생산구경: DN80mm∼1,200mm)

•  적용 기술: 덕타일 주철관용 BPF형 에폭시 분체 도료 조성물  

 및 이를 내면에 도포한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  특징

-  위생안전성: 위생안전기준(KC), 미국국가위생국(NSF61) 및   

 영국음용수협회(WRAS) 인증

- 친환경성: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제(VOCs) → 대기/수질오염 방지

- 경제성

   관 내경 증대 → 수두손실 감소, 전력비 절감

   관 중량 감소 → 운반비 절감, 취급 및 시공성 우수

   관 세척 비용 절감 → 수자원 유효 이용, 유지관리 업무 경감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공사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기타 국가 기간 시설 공사 외 다수

KCIP was the first in Korea to produce cast iron 
pipe for water service, starting in 1953. It has 
marked a number of significant steps since then, 
one of them being the independent technical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ductile cast iron 
pipe, a new entry in the Korea metal products 
industry. While this type of innovative activity is 
the outcome of our own intensive effort to bring 
you ever better, more varied products, it assuredly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unsparing 
advice and encouragement of all whom we are 
privileged to serve.

By this time, nearly all our products lines bear the 
official KS(Korean Standards) mark of quality. And 
we also turn out items that fully meet ISO, ANSI 
and BS specification. 

We continueto lead the industry through the 
principles the company was established on over 
60 years ago: Innovation, Service and Quality. 
Now we are proud that KCIP has become the 
largest manufacturer and supplier of ductile iron 
pipes and fittings in Korea, and has grown as 
one of the leading pipe manufacturer in the world 
thanks to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customers.

Certificate & Patent
1. KS
•  KSD 4311, KSD 4308, KSD 4316, KSD 4317,  
 KSD 4323
• KSD 3566, KSD 3583, KSF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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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orea Certification mark(KC)
•  DCIP(BPF epoxy power coating, 
 Cement mortar lining), Fittings 

4. NSF61: FKr026-KCIP

5. WrAS: BFC02-KCIP, FKr026-KCIP

6.  New Excellent Product: NEP - MKE-2009-041

Main Product & Technology 
Ductile Cast Iron Pipes & Fittings
•  Size And Description
 - Pipe: Ø80~1200mm/Fitting: Ø80~1200mm
•  Type Of Joints: Tyton Joints, KP-Mechanical  
 Joints, Flange Joints
• Available Spects: ISO 2531, ISO 4179, BS 4772,  
 AWWA C 104, KSD4308, KSD4317, KSD4311,  
 KSD4316

Ductile Cast Iron Pipes & Fittings
•  Size And Description
 -  Auto mobile parts/Casting for constructure, rail,  

 valve, ship/etc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_인증

에폭시 분체 도장 덕타일 주철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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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8-1

(주)한국화이바 | HANKUK FIBER CO., LTD.

President 조용준 | Yong-Jun, Cho
Add. 경남 함양군 수동면 산업단지길 76 | 76, Saneopdanji-gil, Sudong-myeon, 
Hamyang-gun,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960-3302~6   
Fax. 055-960-3306   Web. pipe.fiber-x.com   E-mail. pipe96@hfiber.com

(주)한국화이바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연구소를 기반으

로 한 독자적인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유리섬유/카본섬유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 연속식 파이프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파이프

- 상하수도관 접합용 이음관 및 그 제조방법

- GRP 맨홀구조 및 GRP 맨홀의 본체와 연결관의 제조공정

- GRP관을 이용한 맨홀의 보수·보강 공법

• KS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KS M 3370:2005)

-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KS M 3333:2005)

• ISO9001:2008: Glass Fiber Reinforced Thermosetting  

 Plastics Pipes, Coupling & Fittings.

• KCW: 위생안전기준

• Q마크: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맨홀

• KWWA: 단체표준 표시인증

• 특허 55건, 실용신안 8건, 상표등록 14건, 의장등록 3건 외 다수

주요 제품 및 기술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유리섬유 복합관 및 연결구

• 가볍고 시공성이 우수한 GRP 맨홀 및 펌프장 맨홀

• 통합 엔지니어링 솔루션(Total Engineering Solution) -

 GRP 플랜트배관

• 플랜트 설비의 안전을 위한 - 소방용 배관

• 불연성 복합재료를 사용한 초경량의 철도차량 내·외장재,

 전두부 및 프레임

• 복합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성형공법으로 제작된 방산용 부품

유리섬유 복합관, 연결구, 이음관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 

 반으로 고탄성, 고강도의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내압강성을 강 

 화시킨 제품입니다. 무게가 철관의 1/3~1/4정도로 가벼워 시 

 공성이 우수하며, 유속계수가 타관에 비해 매우 우수하여 더  

 많은 수자원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아 시간이 지난 관도 신관과 거의 유사하며, 내식성 및 내마 

 모성이 우수하여 5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리섬유 연결구는 관에 각도 변형을 주어도 수밀성이 우수하 

 기 때문에 지진 및 지반 침하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또 

 한 EPDM 고무를 사용하여 내식성이 우수하며, 소켓 타입이기  

 때문에 삽입이 용이하므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유리섬유 이음관의 종류는 새들분기관, 곡관, T자관, 편락관,  

 플랜지어댑터등이 있으며 유리섬유 복합관, 불포화 폴리에스 

 테르 수지, 유리섬유 Mat 그리고 직조된 Roving Cloth를  

 Hand-Lay Up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GRP 맨홀

•  기존 맨홀보다 가볍고,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시공성이 좋고,  

 우수한 내부식성과 수밀성을 가지는 등 오랜 기간 특별한 보 

 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GRP 펌프장 맨홀

• 기존의 펌프장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GRP 펌프장 맨홀은  

 GRP맨홀의 장점에 더하여 간편 시공으로 인한 시공기간 단축 

 과 시공경비 절감 및 펌프 유지/보수관리와 작업인부의 안전 

 성을 결합한 제품으로 고객의 입장에 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GRP 플랜트배관

•  해수 및 담수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없고 통수성이 우수한 플 

 랜트 배관용 GRP관은 높은 내압강도와 내화학성에 저항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수인양 펌프배 

 관, 심층 취·배수관, 공업용수배관, 내마모 GRP 파이프, 소방 

 배관에 이르기 까지 플랜트에 쓰이는 다양한 관종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연결 시스템, 부속품 일체, 배관응 

 력해석, 지지물설계, 현장설치지원 등 통합 엔지니어링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용 배관

•  부식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유량의 저하, 막 

 힘·파손·누수 등이 없고, 설비수명이 길고 화재진압기능의  

 저하가 없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최초로 GRP 파이프를 개발, 적용한 한국화이바는 수많은  

상·하수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GRP 플랜트 배

관 시공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캄보디아, 러시아, 필

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시설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Global 

배관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Hankuk Fiber is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creating company, developing from raw materials 
for advanced composite such as glass fiber and 
carbon fiber to composite products and their 
facilities used for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aerospace,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electronics, materials for transit, leisure, energy 
and environment. we are building the one way 
production system. 
We are constantly competing with others. under 
the philosophy of “No future without creative 
mind.” Hankuk Fiber takes a big step toward 
the most representative company of Korea with 
continuous self-conquest and challenge above 
the technology limit. Hankuk Fiber promises that 
we will supply clean and clear water to people 
with the project for the glass fiber reinforced pipe.

Certificate & Patent
•  ISO 9002 Certificate(glass fiber-raw material area).
• ISO 9001 Certificate(Glass Fiber Reinforced Pipe).
•  IKS Certificate for glass fiber reinforced pipe
• KS New Technology Certificate.
• KS certificate(KS M 3333) for the GRP Pipe.
• KS certificate(KS M 3370) for the GRP Pipe.
•   The certificate for the superior product, issu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  Certificate for the superior product for GRP  
 manhole, issu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   Patent for GRP Manhole
•   Patent for “the manufactured continuous pipe  
 and its method.”
•   Patent for “the coupling for water supply/sewage  

 pipe joint and its manufacturing method .”
•   Patent for manhole’s repair/reinforcement using  
 GRP pipe.

Main Product & Technology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  High Strength / High Elasticity with most  
 advanced winding method
•  Construction with lightweight, at the spot customization
•  Water conveyance / Leak tightness
•  Measurement Safety
•  Semi permanent l i fecycle with long term  
 verification test
•  Environment friendly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Manhole.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umping Station.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for plant.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for fire fighting.

Performance
•  The biggest factory in Asia produces f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s for water supply and  
 sewage with the biggest diameter in the country.
•  Developed the first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  Has Many construction experience in domestic.  
 Also piping at big plant recently.
•  With approved technology, import to several  
 country.
•  Russia, Phillipine, Indonesia, Cambodia.
•  We will supply clean and clear water to all over  
 the world. And near future will be Global Pipe  
 Supply Company.

맨홀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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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ne of the steel company of HYUNDAI-
K IA  MOTORS Group,  HYUNDAI  HYSCO 
meets customer by overseas steel center, pipe, 
automotive part business. Through the constant 
R&D activity, HYUNDAI HYSCO shows various 
product, and recently developed ECO-STS pipe 
which is cost reduction stainless pipe is extending 
application over the water service area.  In this 
exhibition, ECO-STS pipe is displayed which 
has excellent corrosion resistivity and cheaper 
price compare to solid stainless pipe with better 
workability. 

Certificate & Patent
•   KS D 9536 Stainless Lined Steep Pipe Standard  
 certification
•   KC Sanitary & Safety Standard certification
•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pipe) certification
•   NEP(New Excellent Product, SF Joint) certification
•   ABS, KR ship's classification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ECO-STS Pipe
•  Technology: Mechanical Bonding Type dual  
 walled pipe/Insert corrosion resistant pipe(inner)  
 into carbon steel pipe(outer) → Sealing pipe  

 ends  → apply high water pressure inside of pipe  

 → remove pressure → plastic expansion(inner) /  

 elastic recovery(outer)
• Advantage

- low cost: Demand of corrosion resistant pipe  
  is increasing, but the high cost of corrosion  
   resistant pipe is big burden → Dual walled ECO- 

   STS pipe can reduce cost around 30% compare   
   to solid stainless pipe(corrosion resistant pipe) 
-  Corrosion resistance: according to the inner pipe,  
 ECO-STS have the same corrosion resistance  
 with single walled corrosion resistant pipe

-  Taylor made: Materials for the inner/outer pip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ustomer  
 demand

•  Application: Water service(Building/Underground/ 
 Plant), Oil service

Performance
•  HYUNDAI HYSCO
 Ulsan/Sunchon/Dangjin Plant water service line  
•  HYUNDAI STEEL COMPANY
 Plant water service line
•  HYUNDAI OILBANK
 BTX PJT fire fighting pipe line
•  HANHWA ENERGY
 Gunsan Plant fire fighting pipe line
•  HYUNDAI KEFICO
 Gunpo Plant fire fighting pipe line
•  DONGYEON STEEL
 Myungrye Plant fire fighting pipe line
•  BORYUNG Thermoelectric Power Plant
 Waste water pipe line
•  SAMWOO STEEL
 Dangjin 2 Plant Utility/fire fighting pipe line
•  HYUNDAI Enginnerinig & Construction
 Hilstate Apt fire fighting pipe line
•  INCHEON
 Gyeyang-gu underground water pipe
•  UIJYONBU
 Gonje village underground water pipe
•  HANAM
 Changwoo-dong, Dukpoong-dong, 
 Gangil-dong water pipe
•  BUSAN
 Geumjeong-gu Sundong village 
 underground water pipe

제품 단면 이미지

PIPe A-2-4

현대하이스코 | HYUNDAI HYSCO

President 신성재 | Seong-Jae, Shin
Add.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6 현대하이스코 |  HYUNDAI HYSCO 706 Yeompo-ro, 
Buk-gu, Ulsan, Korea   Tel. 02-2112-9205   
Fax. 02-775-7095   Web. www.hysco.com   E-mail. leesw@hysco.com

현대하이스코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철강회사로 해외 스틸

가공센터와 강관, 차량부품 사업 등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원가절감형 스테인리스강관인 

ECO-STS 강관을 개발하여 Water Service분야에 적용을 넓히

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는 기존 스테인리스강관 대비하여 원

가가 저렴하고, 우수한 내 부식성 및 편리한 시공성 등의 장점

이 있는 ECO-STS 강관을 출품 하였습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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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KR 선급 인증 획득

주요 제품 및 기술 

ECO-STS 강관

1. 제품 특성

•  기술개요: 탄소강관인 외관 안에 내부식성 강관인 내관을 삽 

 입한 다음 양 관단을 밀폐하고 그 내부에 고압의 수압을 가하 

 여 외관과 내관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술

•  기술의 장점

- 경제성: 스테인리스강관과 같은 내부식 강관의 적용 필요성 

   은 증대되고 있으나 비싼 원가가 부담 → 이중복합관 제조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스테인리스강관 대비 30%의 재료비 

   절감이 가능하여 내부식 강관 적용확대

- 제품 적용성: 내부식을 요하는 강관에 폭넓게 적용 가능

- 수요가 Needs: 외관과 내관재질을 사용목적에 따라 맞춤 제 

   작 가능

2. 용도: 옥내의 급/배수, 상수도 급수관 및 석유화학 등 내식용  

   배관에 사용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현대하이스코: 울산공장(급수관), 

  당진/순천/당진 제2냉연공장 용수배관

• 현대제철: 플랜트 용수배관

• 현대오일뱅크: BTX PJT 소방라인 배관

•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소방라인 배관

• 현대캐피코 군포공장: 소방라인 배관

• 동연스틸 명례공장: 소방라인 배관

•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폐수라인 배관

• 삼우스틸 당진 2공장: 소방관, 유틸리티배관

• 현대건설: 남양주 힐스테이트 소방배관

• 인천 계양구 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관 매설

• 의정부시 상수도사업소: 곤제마을 급수관 공사

• 하남시 상수도사업소: 창우동, 덕풍동, 강일동 마을 상수도

• 부산시 상수도사업소: 금정구 선동마을 급수관 공사

SF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

탄소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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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0-1

(주)PPI평화 | PYUNGWHA PIPE INDUSTRY INC

President 김재경 | Seong-Jae, Shin
Add.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  1085-11, Beodeul-ro, Jang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59-0001   
Fax. 031-359-0050   Web. www.ppinet.co.kr   E-mail. ppi@ppinet.co.kr

PPI평화는 배관 산업의 6개 전 분야(상수도관, 오배수관, 하수도

관 및 각 이음관)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PVC관 제

조업체로써, 1976년 창업 이래 39년간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과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하여 파이프 산업과 배관설비 산업 발

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상·하수도 배관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보유한 PPI 평화는 세계 최초로 “쇠 보다 강한 iPVC 

수도관” 개발에 성공하여, 주철관의 부식과 PVC관의 간혹 파손

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ISO 1167-1 평가를 통해 100년

의 내구성을 보장받았습니다.

iPVC 수도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제품 NEP 인증과 환경

부로부터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인증을 받았으며, 미국정부로

부터 NSF(미국국립위생규격), ASTM(미국재료협회), AWWA(미

국수도협회)규격을 인증받았으며, 미국방부로부터 FED승인

을 받았습니다. iPVC 수도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공사

(1,465m2/444만평)에 시공되고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주철보다 5배 강하고 장수명 주택에 적합한 

iPVC 오·배수관 DH2040 PIPE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강도,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DH2040 PIPE는 고

층빌딩, 아파트, 호텔 같은 대형 건물과 장수명 주택에 적합한 

고강도 오·배수관 시스템입니다. 배수소음분야 세계 1위 기업, 

DH2040 방음배관 Series는 최고의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혁신

적으로 배수소음을 감소시켰습니다. iPVC 오·배수관 DH2040 

PIPE는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을 인증받았으며,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에 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PPI평화의 신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위한 연

구는 끊임없이 어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파이프 

산업과 배관설비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의 물 산업을 주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신제품 NEP 인증 - iPVC 수도관

• 신제품 NEP 인증 - 고강성 PVC 1호 맨홀, 상수도용 원형밸브실

•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환경부) 

  - iPVC 수도관

  - iPVC 오배수관 DH2040

  - 우수관

  - V형 하수관

• NSF(미국국제위생규격), ASTM(미국재료협회), 

 AWWA(미국수도협회) 인증

• 우수조달제품

  - iPVC수도관

  - 내충격 하수관(HIVG1, HIVG2)

  - 고강성 이중벽 주름관(DC관)

  - 고강성 PVC 1호 맨홀

  - 상수도용 원형밸브실

•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ISO 900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ECO-STS 강관

•  iPVC 수도관 및 이음관

• iPVC 하수관 및 이음관

• 하수도용 고강성 이중벽 주름관

• iPVC 오배수관 DH2040 및 이음관

• 2040 방음배관 Series

• 고강성 PVC 1호 맨홀

• 상수도용 원형밸브실

• 오수맨홀시스템

• 소형맨홀시스템

• C-PVC 파이프 및 이음관

• 일반용 파이프

• 스핀파이프

• DRF이음관

• Fire block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공사(1,465m2/444만평) 시공

•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시공

• 전국 150여개 각 지자체 상수관로, 하수관거, 하수맨홀 및  

 밸브실 공사

• LH, 1군 건설사 및 전국 BTL 사업

• 일본 전역 730여개 현장 시공(2014년 현재, 2040 방음배관)

PPI평화 전경

PPI평화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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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nstrumen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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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INDUSTRY CO.,LTD.

Moon Chang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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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METAL INTERNATIONAL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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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I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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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계보호통을 전문으로 생상하는 기업으로 (연구 노력은 물

론) 각종 실험 및 새로운 제품 개발등 현장에 필요한 제품을 주

문 생산한고 보다 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며 언제나 

같이 가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인증 및 특허

•  조달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번호 2011057) 

 2011.06.24.~2014.06.23. 수도미터보호통 

•  KS I ISO 14001 : 2009 / ISO 14001 :2004

•  KS Q ISO 9001 : 2009 / ISO 9001 : 2008

 수도미터기, 보호통 및 뚜껑의 설개/개발, 생산 및 서비스

•  KS(위생안전기준 인증서) KCW-2012-0432 

 수도계량기 보호통 ISO9001

•  성능인증서 (제15-789호) 2011.11.21.~2014.11.20. 

 수도계량기 보호통용 갈바나이즈 뚜껑

•  환경표지인증서 (제7993호) 

 EL721.합성수지 제품 2012.09.06.~2014.09.05.

•  특허증 (제 10-0993803호) 계량기함 커버

•  특허증 (제 10-1046181호) 파이프 이음관

•  디자인등록증 (제 30-0587704호) 수도계량기함 뚜껑

•  디자인등록증 (제 30-0613991호) 수도계량기용 보온 커버

•  디자인등록증 (제 30-0648626호) 수도계량기함 뚜껑

•  실용실안 (제 20-0468830) 동파방지용 보온재

주요 제품 및 기술 

•  PC갈바나이즈뚜껑: 햇빛이 보호통 내부까지 전달 될 수 있도 

 록 가운데 투명PC판을 부착하여, 보호통 내부의 평균온도을  

 상승 시켜 동파예방과 주야간 식별이 용이하여 안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동파방지(단열)보온재: 기존 스치로폼보온재의 단점을 보완하 

 여 파손 및 동파방지효과와 내구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 PE보호통: 기존 STS(스텐레스)파이프 대체 상품으로 전식과  

 부식을 완전 차단하며 손쉬운 설치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  감압밸프보호통: 기존 보호통에 감압밸브를 부착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높은 수압에 계량기 파손을 방지한다.

• 수량계보호통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상하수도사업소(각지자체) 

• 수자원공사

동파방지(단열)보온재 PE파이프 보호통 감압밸브보호통 수량계보호통

PC갈바나이즈뚜껑

그린계기 주식회사 | Green Instrument Co., Ltd.

President 김영진 | Young-Jin, Kim 
Add.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착촌로 35번길 115 | 115, Chackchon-ro 32nd road, Majang-myeon, 
I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31-631-5200, 010-7485-8222   
E-mail. 5200green@naver.com

Quantity saengsang lineage as a company 
specializing in hotong (research effortsas well 
as) various field experiments and required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such as ordering 
products, move more production to develop 
quality products and always strive to go as a 
company wantto stretch.

Certificate & Patent
•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certificate (specify number 2011057) 

 24.06.2011~06.23.2014 Water meters bohotong 
•  KS I ISO 14001: 2009 / ISO 14001: 2004 
•  KS Q ISO 9001: 2009 / ISO 9001: 2008 
 Water meters, and the lid bohotong seolgae /
 development, production and service 
•  KS (hygiene safety standards cert i f icate)  
 KCW-2012-0432 water meters ISO9001  
 bohotong 
•  Performance Certificate (Part No. 15-789) 
 21.11.2011~20.11.2014 Galvanic protection  
 prevailing water meter lid Nuys 
•  Eco-label certificate (Article No. 7993) 
 EL721. Synthetic resin 09.06.2012~05.09.2014 
•  Patent (Article No. 10-0993803) meter box cover 
•  Patent (Article No. 10-1046181) pipe fittings 
•  Design Registration (No. 30-0587704), water  
 meter box cover 
•  Design Registration (No. 30-0613991) water  
 meter cover for thermal insulation 
•  Design Registration (No.. 30-0648626), water  

 meter box cover 
•  Utility Model (No. 20-0468830) anti-freeze lagging

Main Product & Technology 
•  PC cover galvanic Nuys: The sunlight to be  
 delivered to the inside of the center bohotong  
 transparent PC (poly capo Nate) for attaching  
 the plate, ra is ing the ondoeul bohotong  
 average internal frost prevention and nighttime  
 identification is easy,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  frost protection (thermal) insulation: Seuchiropom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insulation and  
 frost protection effect of the damage and the  
 durability can be used semi-permanently. 
•  PE pipe water meter bohotong: Existing STS  
 (stainless steel) pipes and cathodic corrosion of  
 alternative products and ease of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plete block is convenient. 
•  water meter decompression bohotong baelbeul  
 : Bohotong conventional pressure relief valve  
 attached to the operation and the convenience  
 and high pressure to prevent damage to the  
 meter. 
• Water Meter bohotong

Performance
•  Water and Wastewater Establishment 
 (local governments)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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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폴리머 | Green Polymer Co., Ltd.

President 이정만 | Jeong-Man, Lee 
Add.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2번길 88 (정왕동 시화공단 3바 606) | 88, Mayu-ro 32nd road, Siheung-city, 
Gyeonggi-do (3Ba 606 Sihwa Industrial Complex, Jeongwang-dong)   Tel. 031-433-8371   
Fax. 031-433-8372   Web. www.greenpolymer.kr   E-mail. wjdaks0707@naver.com

(주)그린폴리머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주)그린폴리머는2009년 3월

에 설립하여 국내최초로 벤딩강관의 외면과 내면에 회전로타리 

분말 융착식 PE Coating을 자체적으로 설계와 설비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축적하고 여러분에 성원에 보답 하고자 합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현황 

특허 제 10-0968810호

발명의 명칭: 강관의 코팅장치와 코팅층이 형성된 강관

• UL94 - V2 

주요 제품 및 기술 

•  BENDING PIPE: 회전로타리 분말 융착식 PE Coating

•  탱크내부 PE Coating:

 식품, 화확약품, 해수, 폐수등 5ton까지 가능

•  이형관: TEE, REDUCER, FLANGE, ELBOW

•  이형관: FLANGE 부착형

•  구조물: 용접이 되어있는 각종구조물

•  전선보호관: 매설용 초고압 케이블

•  강관: 외면 내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LS전선 - 전선보호관

• 신흥금속기술 - 매설용 초고압 케이블

• 삼성전자 - 매립용 STS PIPE

• 포스코 인천발전소 - 이형관

• 제이자동차 - 매립용 STS PIPE

• 진성엔텍 - 폐수탱크로리 내부COATING 

• 영동이엔티에스 하동발전소 - 구조용탱크 내부COATIG

We express our gratitude for your love and interest 
in Green Polymer with all our heart. Green Polymer 
was established in March 2009 and is producing 
products of Circulating rotary powder fusion type 
PE Coating on inside and outside of bent steel pipe 
based on in-house design using the facilities we 
manufactured our own for the 1st time in Korea. 
We will exert out best efforts to accumulate our 
unique technology based on our experiences and to 
respond to your supports.

Certificate & Patent
• Patent status

No. 10-0968810
Name of Invention: Steel pipe coating device and Steel  
pile on which coated layer was formed.

• UL94 - V2 

Main Product & Technology 
• BENDING PIPE:
 Circulating rotary powder fusion type PE Coating
• Tank inside PE Coating:
 Foods, chemicals, sea water, wastewater up to 5 tons
• Shape Pipe: TEE, REDUCER, FLANGE, ELBOW
• Shape Pipe: FLANGE attached type
• Structure: Various welded structures
• Electric wire protection pipe:
 Extra-high voltage cable for laying
• Steel Pipe: Outside and inside

Performance
• LS Cable & System - Electric wire protection pipe
• Shinheung Metal - Extra-high voltage cable for laying
• Samsung Electronics - STS PIPE for laying
• POSCO Incheon Power Plant - Shape pipe
• J Motor - STS PIPE for laying
• Jinsung Entech - Inside COATING for wastewater tank lorry 
• Youngdong E&TS Hadong Power Plant - Inside COATING  
 for structural tank 

연결관 내부 PE코팅 식수용 교반기 PE코팅 STS 304 파이크 PE코팅 이형관 엘보

탱크로리 폐수용/식수용 내부 PE코팅절연관 피복 엠보싱 PE코팅 초고압전선 PE코팅관구조물 콘 PE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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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기업 | DONGWON INDUSTRY Co.,LTD

President 우영배 | Young-Bae, Woo 
Add.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837 | 837, Geumbak-ro, Daechang-myeo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Tel. 053-811-5454   
Fax. 053-811-4334   Web. www.dwkorea.kr   E-mail. dong5454@hanmail.net 

물은 생명! 생명을 지키는 주식회사 동원기업

(주)동원기업은 물탱크 제조 전문 업체로, 물을 생명으로 여기

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STS 물탱크, STS 도류벽 물탱크, 

지하 매설용 STS 물탱크, 스테인리스 라이닝(리모델링)등을 제

작 및 개발하여 널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원기업은 깨끗한 환경, 밝은 미래를 구현하고

자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땀을 흘릴 것이며, 철저한 품질과 기

획, 설계, 제작 및 시공, 완벽한 A/S까지 책임지는 품질 제일주

의를 표방하는 환경 친화적인 (주)동원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표창

• 중소기업중앙회 표창

•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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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증: 도류벽이 구비된 저장탱크, 물탱크의 조립구조, 정수  

 처리장치가 구비된 물탱크, 정수처리용 이중 격벽 저장탱크,  

 플랜지 이음 정화 수단을 갖는 물탱크,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 

 측에 구비한 물탱크, 지하매설용 물탱크 및 이의 시공방법, 지 

 하매설용 물탱크 및 그 시공 방법, 정화 기능을 갖는 물탱크의  

 제조 방법, 콘크리트 벽체패널을 갖는 물탱크 제작 방법, 콘크 

 리트 내부 물탱크 결합구조

• 실용신안: 물탱크    

• KC 위생안전기준인증서_벽체패널

• KC 위생안전기준인증서_원통형

• KC 위생안전기준인증서_패널형

• 디자인: 물탱크 투시창/토목 건축용 물탱크 3종

주요 제품 및 기술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특허 제10-0736127호』

• 내식성, 내부식성등이 우수한 STS304/444/329J3L로 제작

•  사용 정압력이 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형성되고, 반영구적인  

 수명

• 겹치기 용접 방식으로 제작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없음

스테인리스 도류벽 물탱크 『특허 제10-0597877호』

• 원통형으로 물탱크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는 도류벽 구조 

• 염소와 물의 접촉 시간을 최고의 CT값으로 산출

• 물의 미세한 이물질 등을 1차, 2차, 3차적으로 정화하는 기능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라이닝)-리모델링
『특허 제10-0928434호 / 1164495호 / 1164961호』

•  본 기술은 양쪽의 측판에 절곡부를 두어 결합 후, 용접하여 부 

 위를 보강함으로서 강도와 충격에 아주 견고한 구조이며, 누수 

 를 이중 용접으로 차단하는  기술

•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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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며 지상의 공간을 절약하고 설치 장 

 소에 제약 없이 지하에 매설 가능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라이닝) 2

스테인리스 도류벽 물탱크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라이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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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창 | Moon Chang CO.,Ltd.

President 문성호 | Sung-Ho, Moon 
Add.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33-75번지 | 333-75, Jang-dong, Dalseo-gu, Daegu, Korea 
Tel. 053–633-2828   Fax. 053-582-6343   

Web. www.moonwt.com   E-mail. 6332828@hanmail.net

물을 사랑하며, 물을 지키는 수(水)호천사 주식회사 문창입니다.

1992년 창립 이후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20여년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힘써온 문창은 STS 물탱크, STS 벽체패널, SPE 복

합형 저수조 등 상수도 저장시설을 제작·시공하는 회사입니다.

문창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만이 문창을 지켜주신 고객님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최상의 품질 달성과 깨끗한 물로 더욱 행복

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창업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 2002. 04.  스테인리스 패널형 물탱크 KS인증획득

• 2003. 12.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기업

• 2004. 11.  석탑산업훈장 수훈

• 2007. 11.  2007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

• 2008. 10.  KS인증대상(친환경제품부문)

• 2008. 12.  조달우수제품지정 “STS벽페패널”

• 2010. 07.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지정

• 2010. 10.  2010년 세계표준의 날 사내표준화 대상(국무총리상)

• 2010. 10.  조달우수제품 지정 “STS코너무용접라운드강판제물탱크”

• 2010. 11.  2010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

• 2011. 06.  2011년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수상 -STS벽체패널-

• 2012. 06.  2012년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수상 -STS 물탱크-

• 2012. 08.  조달청우수제품지정 “수류유도판 내장 저수조”

• 2012. 11.  2012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

• 2012. 11.  은탑산업훈장 수훈 -품질유공 부문-

• 2012. 12.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우수상품공모전  

 우수상수상 -STS 벽체패널-

• 2013. 04.  조달우수제품 지정 “SPE"복합저수조”

• 2013. 06.  2013년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STS 수류유도판  

 내장형 저수조”

• 2013. 11.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우수상품공모전  

 은상수상 -STS 물탱크-

주요 제품 및 기술 

SPE 복합 저수조

• 조달우수제품, KC인증, 2013년 신제품

• 스테인리스와 PE와 복합구조

• 우수한성능과 저렴한가격

코너 무용접 라운드형 STS 패널탱크

• 조달우수제품, KS인증, KC인증 2012년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 코너 무용접 라운드로 모서리부의 응력집중 현상 방지

• 다이아몬드형 단위패널로 강성도 우수

STS 벽체패널

• 조달우수제품, KC인증, 2012년 철강협회스테인리스클럽 우수 

  상품 공모전 우수상, 2013년 대한민국혁신대상

• 듀플렉스스테인리스 스틸 적용으로 내식성 우수

• 반영구적인 수명, 유지관리가 뛰어남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코너 무용접 라운드형 STS 패널탱크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 제2산업단지 공업용물탱크(2,700톤)

• 대구광역시 이시아폴리스 the# 1~3차 및 라이프스타일센터 

  (7,500톤)

•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아파트(2,230톤)

•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오투그란데(1,900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광역배수지(4,000톤)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공업용수 물탱크 

  (4,000톤)

• 서울특별시 이촌렉스 아파트 재건축공사(1,000톤) 

STS 벽체패널

• 서울특별시 진관배수지

• 구미시 전기초자공장 공업용수

• 대구광역시 내당, 지산, 화원 배수지

• 칠곡군 왜관배수지

• 예천군 호명여과지

• 체천시 고암정수장

• 영주시 생현배수지

SPE 복합 저수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중지 배수지

스테인리스벽체패널

스테인리스물탱크

SPE복합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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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특수 | Bio Special

President 오재연 | Jae-Yeon, Oh 
Add. 경기 양주시 남면 경신리  271-6 | 271-6, Gyeongsin-ri, Nam-myeon, Yangju-si, 
Gyeonggi-do, Korea   Tel. 031-826-1066    Fax. 031-601-3013   

Web. www.ansenpp.com   E-mail. voip9@naver.com

(주)바이오특수는 먹는물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친환경소

재를 개발하여 지하저수조, 배수지, 정수장 등에서 라이닝재로

서 수처리시설의 성능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하수종

말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 화학탱크 등에도 방식재로서 적용가

능하도록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인증 및 특허

• 2009. 04. 실용신안 [제 20-0404731호]

• 2010. 03.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인증 취득

  국회 환경위 포럼 표창장 수상 [국환 제10-06]

• 2011. 09. 특허 [10-1065129호] 등록

• 2011. 12. 특허 [10-1099818호] 등록 

• 2012. 01. 직접생산확인증명[제2012-01911호]

• 2012. 04. 특허 [10-1142123호] 등록

• 2012. 05. 특허 [10-1144227호] 등록

  특허청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대상선정

  [제2012-1285호]

• 2012. 06. 특허 [10-1155148호] 등록

• 2012. 09. 특허[10-1181999호] 등록

  환경표지 인증 [제10038호] 취득

• 2013. 01. OHSAS 18001(산업안전보건경영) 인증 취득

• 2013. 02.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인증 재취득

• 2013. 03. KC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KWC-2013-0098] 인증취득

• 2013. 04. 조달청 우수제품등록[지정번호: 2013038]

• 2013. 05.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

  [제2013-268호]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No. 202]

• 2013. 11. 2013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수도신기술부문 수상[제13-163호]

• 2013. 12. 녹색기술인증 (제GT-13-00248호) 

주요 제품 및 기술 

인체에 가장 안전한 PP(폴리프로필렌)수지를 작업이 용이하도

록 연질화하여 롤시트로 가공하여, 먹는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저장탱크 등에 방수·방식재로 적합하게 

만든 친환경 방수자재.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20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앙동 물탱크 보수공사   

2009 양주수도관리단 광백정수장 착수정 보수공사

2010 빙그레 논산공장 담수시설 보수공사 / 전남 무안군 삼향

농공단지 배수지

2011 용인시 고기동 배수지 신축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

소재동 보수공사 / 전남 순천시 대룡정수장 알루미나 황산탱크 

보수공사 / 경북 구미시 LG실트론 불산폐수탱크 보수공사

2012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 물탱크 보수공사 / 전남 광양 

마동정수장 신축공사 (흡수정) / 전남 여수 경도 배수지 보수공

사 / 평택 발전본부 활성탄 슬러지(황산)탱크 보수공사 / 표준과

학기술원 연구원 아파트(현대) / 구례군 마산배수지 보수공사

2013 전남 광양 마동정수장 보수·신축공사 / 구례군 화엄사

배수지 보수공사 / 전남 무안군 청계배수지 보수공사 / 안성정

수장 응집지 보수공사 / 남해군 율도배수지 신축공사 / 강북아

리수센터 유입수로 신축이음부 보수공사

Ansen PP Roll Sheet

BioSP Co., Ltd. is a eco-friendly company, which 
has been consistently in pursuit of an increase in 
performance of the water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an underground water tank, a water-supply 
reservoir and a filtration plant as lining material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s of drinking 
water environment through developing the eco-
friendly materials and furthermore expanded the 
our product’s area of coverage as anti-corrosion 
materials to the chemical treatment facilities like a 
sewage treatment plant,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chemical tanks and so on. 

Certificate & Patent
2012
•  Direct production in January 2012 confirmed  
 prove [the No. 2012-01911]
• April patent [No. 10-1142123] Registration 
• May patent [No. 10-1144227] Registration 
•  Good inventions first purchase May Patent  
 recommended target selection [No. 2012-1285] 
• June patent [No. 10-1155148] Registration 
•  September patent [No. 10-1181999] Registration 
• September eco-label [No. 10038] 

2013
•  January 2013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  February ISO9001 (Quality Management),  
 ISO14001 (env i ronmenta l  management )  
 certification re-acquire 
•  March KC hygiene safety standards for water  
 works [KWC-2013-0098] certification 
•  April PPS excellent product registration [specify  
 number: 2013038]

•  Good inventions first purchase May Patent  
 recommended target selection [No. 2013-268] 
•  World Women Inventors Competition May gold,  
 Seoul Mayor's Award [No. 202] 
•  Republic of Korea in November 2013 may also  
 technology Technology Competition Awards [No.  
 13-163]

Performance
•  The safest PP (polypropylene) resin for people.
•  Was processed in  the  ro l l  sheet  so f t l y  
 polypropylene resin.
•  Water tank to store drinking water,  used to keep  
 the chemicals storage tank.
•  It is a waterproofing system environmentally  
 friendly.

안센 PP 롤 방수시트안센 PP 롤 방수시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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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복주 | BOKJU CO.,LTD

President 권귀순 | Kui-Soon, Kuan
Add. 대구 북구 산격동 505-7. 소프트웨어벤처타워 805호 | 805 Software venture tower,
505-7, Sangyeok-dong, Buk-gu, Daegu   Tel. 053-955-9500   Fax. 053-955-9560  

Web. www.bokju.com   E-mail. bj9559500@hanmail.net

저희 ㈜복주는 2009년 창립 이래 오직 깨끗한 물, 건강한 물, 지

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으며, 친환경적

인 현대식 물주머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여 온 결과, <SPE패널라이닝>과 <SPE패널결합형 배수지>, <내

외부가 보강된 원통형 물탱크> 등을 잇달아 개발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 일동 

인증 및 특허

• 2013 02. KC인증 획득

• 2013 05.  특허등록(물저장 탱크내의 도류벽 설치구조)

  특허등록(내외부보강구조를 갖는 원통형 탱크)

  K마크 인증 획득(내외부보강구조를 갖는 원통형 탱크)

  Q마크 인증 획득(내외부보강구조를 갖는 원통형 탱크)

• 2013 07.  특허등록(저장탱크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저장탱크)

• 2012 01.  K마크 인증 획득(SPE패널 라이닝 저수조)

• 2012 03.  해외사업부 중국진출

• 2012 05.  중국위생부 시험합격

• 2012 07.  벤처기업선정 제 20120400448호

• 2012 08.  조달우수제품인증획득(SPE결합형저수조, 라이닝)

• 2012 09.  “SPE” 상표획득

• 2012 10.  2012년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기술혁신부문 

  국회지식경제위원장상 수상

• 2012 0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물관리 녹색기술상 수상

  “SPE”상표 등록 확정

• 2011 04.  특허등록 제 10-1029748(이중바닥 구조를 갖는 저수조)

• 2011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산지사, 대구지사 설립

• 2011 12.  건마크 인증(SPE패널 라이닝유닛 콘크리트 저수조)

• 2010 03.  특허등록 제 10-0949071호

  (라이닝용 패널유닛 및 이를 사용한 저수조)

• 2010 08. 특허등록 제 10-0978244호(패널결합형 저수조)

  ISO9001: 2008 & KSQ

  ISO9001: 2009 인증획득

• 2010 11.  CLEAN 사업장 지정

• 2009 07.  법인설립

• 2009 08.  공장 등록(안동 남선농공단지 입주)

• 2009 09.  직접 생산 증명 확인

주요 제품 및 기술 

SPE패널라이닝

• SPE패널을 콘크리트 구조체와 에폭시로 접착시킨뒤 케미컬 

 앙카로 중복고정 시공하여 구조물 내부를 방수/방식하는 기법 

 (친수면은 PE).

SPE패널결합형배수지

• 콘크리트구조물 일체형 즉, 신규 저수조 (정,배수지) 건축시 콘 

 크리트 구조체 타설과 동시에 SPE패널을 일체화로 동시 시공 

 하여 구조체 내부를 방수/방식 처리하는 기법이며, 구조체까지  

 포함하여 시공.

SPE 원통형 탱크

• (신제품)SPE패널을 원통형 탱크로 제작, 기존의 FRP 또는 PE재 

 질의 약품탱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한 제품. 특 

 히 물탱크로 활용시 부식걱정 전혀 없이 사용가능.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2013년 - 안막배수지 라이닝 공사 외 56개소

• 2012년 - 대구테크노폴리스 도시시설물 설치공사 외50개소

• 2011년 - 청송군 외 37개소

Since its founding in 2009, Bokju has been 
devoting itself to only supplying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water. We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to manufacture 
eco-friendly modern water tanks. Now we are 
delighted to fulfill customers' expectation by 
accomplishing the development of <SPE Panel 
Lining>, <SPE Panel-combined type Reservoir> 
and <Internal ly and External ly Reinforced 
Cylindrical Water Tank> in succession
Executives and employees of Bokju

Certificate & Patent
• 2013 02. Acquired a KC certificate
• 2013 05. Registered a patent(A structure of  
  instal l ing a baff lewall in a water  
  storage tank)
  Registered a patent(A cylindrical  
  tank with an internally and externally  
  reinforced structure)
  Acquired a K mark cert i f icate(A  
  cylindrical water tank with an internally  
  and externally reinforced structure)
  Acquired a Q mark cert i f icate(A  
  cylindrical water tank with an internally  
  and externally reinforced structure) 
• 2013 07.  Registered a patent (A storage tank  
  manufacturing method and a storage  
  tank using this)
• 2012 01.  Acquired a k mark certificate(A water  
  storage tank of SPE panel lining)
• 2012 03.  Our overseas business department  
  advanced into China
• 2012 05.  passed an test from Chinese Health  
  Department
• 2012 07.  Selected as a venture enterprise  
  (No.20120400448)
• 2012 08.  Acquired an excellent procurement  
  item certificate (SPE-combined water  
  storage tank, lining)
• 2012 09.  Acquired a “SPE”trademark
• 2012 10.  Won a congress’s knowledge and  
  economy commission chairman prize  
  in the technology innovation part of  
  2012 Korea smal l  and medium  
  middle-standing enterprise innovation  
  grand-prize
• 2012 11.  Won a green technology supplies  
  in water control from the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Concluded the  

  registration of a “SPE”trademark
• 2011 04.  Registered a patent No.10-1029748
  (A water storage tank with a double  
  floor structure)
• 2011 07.  Established a R&D center
• 2011 12.  Acquired a Geon mark certificate
  (A water storage tank of SPE panel  
  lining unit concrete)
• 2010 03.  Registered a patent No.10-0979071
  (A panel unit for lining and a water  
  storage tank using this) 
• 2010 08.  Registered a patent No.10-0978244(A  
  Panel-combined water storage tank) 
  Acquired an ISO9001 : 2008 & KSQ
  Acquired an ISO2001 :  2009 &  
  certificate
• 2010 11.  Designated as a CLEAN workplace
• 2009 07.  Established a corporation
• 2009 08.  Registered a factory (At Namseon  
  agricultural comples, Andong)
• 2009 09.  Conf i rmed a  d i rect  product ion  
  certificate

Main Product & Technology 
SPE Panel Lining
It employs a method of waterproofing or rust-
proofing the inside of a structure by affixing SPE 
panels to the concrete structure using Epoxy and 
then anchoring them using chemical anchor bolts.

SPE Panel Combined Watertank 
T h i s  p ro d u c t  n o t  o n l y  e n s u re s  d o u b l e 
waterproofing effect through the concrete 
structure to which Epoxy adhesive is applied 
and PE-steel combined panels, but enables prior 
identitication of defects in the waterproofing 
operation before filling water.

SPE Cylindrical Tank 
As a new product, it has resolved all problems 
of the existing FRP or PE pharmaceutical tanks 
through its cylindrical shape made of SPE panels. 
tank.

Performance
• 2013 -  56 installations including installation at  An  

 Mak Watertank
• 2012 -  50 installations including urban facility  

 installation at Daegu Technopolis
• 2011 -  37 installations including installation at  

 Cheongsong-gun office

SPE패널라이닝 SPE패널결합형배수지 SPE 원통형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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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정에스비티 | samjung SBT Co., Ltd

President 김동균 | Dong-Gyun, Kim
Add.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134번길 55 | 55 Bonggol-gil, 134beon-gil, Opo-eup, Gwangju-si, 
Gyeonggi-do, South Korea   Tel. 031-766-2350    Fax. 031-767-0836    

Web. www.stswatertank.co.kr   E-mail. samjung1962@hanmail.net  

세계 최초 무용접 볼트 조립식 스테인레스 물탱크는 1999 년

에 당사에서 개발하여 국내특허 (2000), 미국특허 (2004), 중국

특허 (2005)를 등록하고 러시아 위생증명서 (2003)를 취득하여 

SBT 브랜드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식

수를 저장하는 물탱크 입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탱크는 과거에 사용하던 FRP/SMC 물탱

크 및 용접식 스테인레스 물탱크의 단점을 해소하고 또한 스테

인레스 재질의 물탱크 보급에 걸림돌이었던 고가격과 용접부 

부식문제를 해결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인증 및 특허

• KC위생안전기준인증서

•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 직접생산증명서

• ISO 9001:2000 인증

• 러시아 위생증명서

• 특허, 원통형 스테인레스 물탱크 (제0318586호)

• 특허, 스테인레스 물탱크의 패널 연결방법 (제0358018호)

• 미국특허 (US 6,739,469 B1)

• 중국특허 (第220767号)

주요 제품 및 기술 

무용접 볼트조립식 스테인레스 물탱크

•  위생적인 물탱크: 물탱크용으로 개발한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 

 용하여 위생성, 내구성, 내식성이 좋으며, 또한 완벽한 자외선  

 차단 및 미생물 서식 방지가 되어 더욱 위생적입니다. 또한 물 

 탱크 하부구조가 역원추형이고 중앙부에 배수관(Drain Line)이  

 설치되어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물탱크 내부에  

 고여있는 물의 완전 자연배수가 가능하여 물탱크 오염 시 청 

 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  시공성 및 안전성 우수: 무용접 볼트조립식으로 설치공정이  

 빠르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또한 물탱크 상단에 환기통(Air  

 Vent Line)을 설치하여 급수시 발생하는 염소가스 배출이 원 

 활하므로 염소가스로 인한 스테인레스 부식 문제를 해결하였 

 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벽면을 구성하는 패널사이에 수밀을 위해 삽 

 입된 고무 패킹은 완충역할을 하여 외부충격(지진 등)에도 물 

 탱크의 손상을 방지하는 내진 설계된 제품입니다.

•  경제적인 물탱크: 무용접 볼트/너트 조립식으로 설치하고 스테 

 인레스 박판으로 마감 처리된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반영구적이 

 며 보수가 거의 필요 없고, 기존의 물탱크처럼 2~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이 불필요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  

 됩니다. 물탱크 제작 대부분의 공정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현 

 장에서 조립/설치 공정만 이루어지므로 공사기간이 짧으며, 또 

 한 무용접 시공하므로 용접사 등 고비용 기능공 없이 초급 기능 

 공만으로 조립할 수 있어 전체 공사비용이 줄어듭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수출: 러시아, 베트남, 호주등

•  관공서, 지자체, 학교, 아파트 등

Samjung SBT has developed the world’s first 
non-welding bolt assembly type stainless steel 
water tank in 1999 and it has been registered for 
Korean patent in 2000, US patent in 2004, and 
Chinese patent in 2005.
Non-welding assembly type stainless steel 
cylindrical water tank supplied by Samjung SBT 
is a product that has successfully solved the 
weaknesses of existing FRP/SMC water tank and 
welding typed stainless steel water tank, and it 
is produced with new innovative technology that 
has resolved the issues of high cost and corrosion 
of the welded parts.

Certificate & Patent
• KC Certificate of Hygiene and Safety
• Certificate of Direct Production
• ISO 9001:2000 Certificate
• Russia Certificate of Hygiene
• Korea Patent, Circular Stainless Steel Water 
 Tank (No.0318586)
• Korea Patent, Connection Method of STS panel 
 (No. 0358018)
• US Patent (US 6,739,469 B1)
• China Patent (No.220767)

Main Product & Technology 
Non-welding Bolt Assembly Stainless 
Steel Water Tank
•  Hygienic water tank: It has outstanding hygienic  
 feature, dur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 as  
 we use the stainless steel which is specially  

 designed for water tanks. And also it completely  
 blocks UV and prevents the growth of germs.

 The understructure of the tank is inverted cone  
 typed base with drain line installed in the middle  
 of the base, which makes natural drain easier by  
 simply opening the drain valve.
•  Easy installation and high stability: Non-welding  
 bolt assembly type makes the installation work  
 process quick and easy.

 The vent line installed in upper panel of the tank  
 resolved the issues of corrosion by making  
 better discharge of chlorine gas formed by water  
 supply.
 And an earthquake-resistant design prevents  
 damage f rom external  shocks by shock  
 mitigation with rubber packing inserted between  
 the water tank panels.
•  Economical water tank: It is semi-permanent  
 water tank with non-welding bolt and nut  
 assembly and stainless steel sheet finished with  
 rubber packing. Unlike the existing water tanks,  
 it does not require painting works every 2-3  
 years so that it lowers maintenance cost greatly.

 And it makes installation terms short with simple  
 assembly and installation on site because most  
 assembling works is done in our factory.

Performance
•  Exports to Russia, Vietnam, Australia.
•  Public office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Apartments.

무용접조립식 원통형 스테인레스 물탱크 단판완성 무용접조립식 원통형 스테인레스 물탱크 내부 모습

러시아 1,000톤 2대 설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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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제이금속 | SJ METAL INTERNATIONAL CORP.

President 김인숙 | In-Suk, Kim
Add.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13번길 84 | 84, Bupyeong-daero, 313beon-gil, 
Bupyeong-gu, Incheon, Korea   Tel. 032-330-8065~6   Fax. 032-330-8064   

Web. www.sj-metal.kr   E-mail. sj130601@hanmail.net  

(주)SJ 금속은 20여 녀간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상-하수로 배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

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항상 앞선 기술로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위생안전기준인증 [ KCW-2013-0326 ]

•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9001 : 2008 / KS Q ISO 9001 : 2009 [ SKQ - 10486 ]

주요 제품 및 기술 

제품 특징

• 획기적인 원가 절감:

 동관 배관 공사비에 비해 월등한 원가 절감의 효과 발생

• 편리한 시공성:

 숙련공이 필요없으며, 포인트 압착시간이 (25su)기준 20초 이내로 시공 가능

• 진동,지반 침하에도 안전:

 200만회 진동 시험 및 22.28도의 굴곡 시험에 적합.(압착부위가 22.28도까지 휘어져도 안전)

• 보온 시공 및 마감 작업의 편리함:

 일반 부속보다 압축부의 돌출이 적기 때문에 마감 작업이 용이

• 위생적인제품:

 식품, 위생, 의료기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와 동일 재질의 이음쇠

제품 규격

• JOINT(프레스식) / LOK(이중링프레스식) 13su ~ 60su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생산.

정티 숫아답터엘보소켓 숫아답터소켓

베어소켓 수전티레듀샤 수전엘보90' 엘보 수전소켓

SJ Metal Co.,Ltd is one of the Korea's top competitors in all areas including water and sewer pipeline 
with 20 years of experience and technology accumulation.
We will provide high quality products to our customers based on the craftsmanship and try to research 
and develop new products so that we can satisfy our customers with the best quality and service.
We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will try our best to be a trusted company with advanced 
technology.

Certificate & Patent
•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 KCW-2013-0326 ]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 : 2008 / 
 KS Q ISO 9001 : 2009 [ SKQ - 10486 ]

Main Product & Technology 
Products Features
• Significant Cost Reduction 
• Convenient Construction
• Safe Under Vibration and Ground Subsidence  
• Convenient Thermal Insulation and Finishing Work
• Hygienic Product

Products Size 
• SJ JOINT (Rubber Press Type) / SJ LOK (Stainless Steel Ring Press Type) 13su ~ 60su
• Various Customized Products

캡 암아답터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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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텍 | Watech Co., Ltd.

President 장경순 | Kyong-Soon, Jang 
Add.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고개 4길 8 (다가동) | 8 4way, chadolgoge, Daga-dog,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Tel. 041-621-0801   Fax. 041-621-0811  

Web. www.watek.co.kr   E-mail. watech@hanmail.net  

• 당사는 2009년 2월 설립하여 벤처기업등록,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탱크 15종, 무선수위조절기 4종, 정수장비세트 5종을 등록하여 전국관공서에 납품 중입니다.

• 최근 염소투입기를 쇼핑몰에 추가 등록하였고,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통한 조달 우수제품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더욱 더 향상된 서비스와 품질 개발로 물관리 분야의 선도업체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ISO9001

• ISO14001

• 벤처기업

• KC인증

• Q마크인증

• 단체표준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제품 및 기술 

• 스테인리스물탱크

• 무선수위조절기

• 정수장비세트

• 염소투입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2013년: 예산군 고덕면 상장2리 마을상수도 물탱크교체공사  

  외 121개소

• 2012년: 아산시 선장면 궁평3리 정수장비 설치공사외 77개소

• 2011년: 청원군 양지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보수공사 외 45건

• Co., Ltd.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9 Watech
•  We venture company with ISO 9001, 14001 certified.
•  Water tank, 15 species, wireless water level controller 4 kinds, integer sets of the equipment for five species  
 are registered in the country marketplace mall.
•  Add to shopping mall recently registered chlorine feeder wa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quality  
 management of government procurement superior products actively pursue in the future.
•  We positioned as a leader in the field of water management to the development of more and mproved  
 services and quality will be.

Certificate & Patent
• ISO9001
• ISO14001
• Venture company
• KC certification
• Q certification
• Standard of a Group certification
• R&D Center

Main Product & Technology 
• Stainless Water Tank
• Wireless Water Level Conroller
•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Water Purifying Devices
• Chemical Feeder

Performance
Cities and counties nationwide, schools,  
millitary Etc.

스테인레스물탱크 수위조절기 약품투입기 정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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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원진 | WONJIN Co., Ltd.

President 김근표 | Geun-Pyo, Kim
Add.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17 | 17, nonggong-gil, miryuk, Boseong, 
Jeollanam-do, Korea   Tel. 061-853-7750   Fax. 061-853-7740   

Web. www.wjno1.co.kr   E-mail. ytrgh@hanmail.net 

인류와 가장 밀접한 자원중 하나인 물.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우수한 기술진에 의한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설비

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POSCO의 A+최고급 스테인리스 원자재만을 엄선하여 만들어진 

환경친화적인 명품 STS칼라 물탱크 출시를 계기로 미래의 환경

조건에 걸맞는 고품질화 물탱크를 추구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STS물탱크 산업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임직원 일동은 수요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보답 하고자 항상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  KC위생안전인증

•  Q마크인증

•  단체표준인증

•  특허

주요 제품 및 기술 

STS 원통형 칼라물탱크, 특수제작 STS샤워기, STS디자인 

가로등

•  우수한 고내식성-염기에강하여 바닷가등의 도서지역에 특 

 화되있으며, 내식성, 내부식성이 매우 우수한 KS-D3698- 

 STS329LD(린듀플렉스)로 제작.

•  외장의품질 개선-알루미늄 외장용 판재에 내식성, 내자외선 

 색바램, 내오염성을 갖는 우레탄재료를 코팅함으로서 스크래 

 치강도를 높이고 기존 외장재의 변색 및 산화를 개선하여 높은  

 내구성을 갖으며 주변환경과 매치되는 다양한 컬러선택으로  

 미려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음으로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킴.

•  세심한 안전의 배려-사각SQ STS로 사다리를 제작하여 디딤  

 단면적이 넓히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처리를 하여 안전성을 높 

 였다.      

•  지붕본체에 외장재 고정용 보강재를 별도 설치하여외장재와  

 본체를 STS피스로 직접 결합하여 태풍같은 강한바람으로부터  

 파손에 안전하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13년 보성군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 물탱크 납품(10개소)

•  여수교육청 도원초교, 화양고 외 - 물탱크 납품

•  13년 고흥군 생활용수 개선사업 - 물탱크 납품(3개소)

•  완도교육청 보길중 외 3개소 물탱크 납품

•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낙월도 생활용수 개선사업 - 물탱크 납품

•  영광교육청 홍농중 외 3개소 - 물탱크 납품

•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STS 원형샤워기 외 급수시설 공사

STS칼라물탱크 1

STS칼라물탱크 3

기타제품 1

기타제품 2

STS칼라물탱크 2

STS칼라물탱크 4

배수지 타입

STS칼라물탱크의 색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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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산업 | Eunwoo industry

President 최희선 | Hee-Sun, Choi
Add.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1121-30 | 1121-30, Hwayang-ri,Hwayang-myeon, 
Yeosu-si, Jeollanam-do, Korea   Tel. 061-762-2193   Fax. 061-762-2194   

Web. www.eunwoo.co.kr   E-mail. eunwoo2193@naver.com  

저희 기업은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현재업계 선두를 달

리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

오를 통해 은우산업은 성장하였습니다.

관련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님

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상용화와 제

품에 대한 특허등록, 성능인증등을 취득하여 수처리업계의 이

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은우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된 기술력을 앞세워 친환경 

제품개발을 통해 수처리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현황 

•  조달우수제품인증 •  ISO9001, ISO14001

•  KC인증 •  성능인증

•  INNO-BIZ인증 •  직접생산증명

•  환경표지인증 •  벤처기업확인서

•  연구개발전담부서등록

제품기술현황

•  콘크리트STS일체형물탱크 •  PP시트라이닝방수

•  무용접패널 도류벽 •  약품자동재투입장치

•  여과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콘크리트STS 일체형 물탱크

•  스테인리스 재질(STS444)로 위생성 및 내구성이 좋고, 표면이  

 매끄러워 오염물부착이 어렵다.

•  STS소재 외측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누수 및 내진 구조로 안전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

무용접 STS패널 도류벽

• STS판넬을 특허공법에 따라 가공하여 현장 조립하는 공법

• 최적의 CT값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설계가 가능

•  Ni, Cr등 다양한 원소를 첨가한 철제 합금강으로 일반강에 비 

 해 내식성이 뛰어난 STS444판재를 사용

PP시트 방수라이닝

•  폴리프로필렌(PP)수지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수질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

•  오존가스, 염소가스 등에 반응 또는 용출이 없어 안전성우수

•  내수성이 뛰어나 물에 장시간 침적 후에도 물성변화 없음

배수지용 재염소투입기

• 관리가 쉽고 사용이 편리한 약품자동주입 시스템구성 

• 스테인리스 재질로 외장함을 제작하여 반영구적인 수명

•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이가능, 원격제어 전용통신망 프로그 

 램에 의한 별도 제어가능

정수처리 시스템

•  물리, 화학적 정수처리시스템으로 무기성흡착제를 이용하여  

 탁도, 불소등을 선택적으로 제거

•  고분자 화합물을 활용하여 질소,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흡착  

 수원의 변화에 쉽게 대처할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재생으로 운 

 영비의 소모가 적음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전국 시·군 물탱크 및 상하수도 기자재 납품

Eunwoo Industry is a leading company in this 
field equipp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and 
accumulated know-how through hard work and 
trial and error for many years. 
Under increasingly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is industry, we have successfully achieved 
commercialization of trial products, patented 
p roduc t  reg i s t r a t i ons  and  pe r fo rmance 
certifications through the ceaseless investment 
and R&D to deliver clean water to our valuable 
customers based on the technology considering 
customers first.
Eunwoo Industry will do continuous efforts to be a 
leader in the water treatment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products based on 
trust and cutting-edge technology.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ion:  Procurement Excellence Product  

cert i f icat ion /  ISO9001, ISO14001 / KC 
certification / Performance certification / INNO-
BIZ certification / Direct product certification / 
eco-label certification/ Venture Corp. certificate/ 
R &D dedicated department registration

•   Status of product technology: Concrete STS 
integrated water tank / PP sheet waterproof lining 
/ Non-welding panel baffle / Automatic chemical 
re-feeding equipment / Filtration system

Main Product & Technology 
Concrete STS integrated water tank
•   Made of stainless steel (STS444) providing 

better hygiene, excellent durability and less 
contamination due to smooth surface.

•   Eliminating safety problems and water leakage  
 by reinforcing outside of STS with concrete dual  
 structure and seismic structure design. 

Non-Welding STS panel baffle
•   STS panel processing according to the patented  
 method and on-site assembly. 
•   A variety of structure designs are available to  
 achieve optimum CT value.
•   Use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STS444 panel which 
is iron-alloy steel including Ni, Cr and various elements.

PP Sheet Waterproof Lining
•    Polypropylene (PP) resin based Eco-friendly product  
 without any water contamination concerns
•   Provide excellent safety due to no reaction or  
 dissolution of ozone gas and chlorine gas.
•   No change of physical properties with excellent 

water resistance after immersion in water for a 
long time.

Chlorine re-feeder for reservoir 
•  Chemical auto-feeding system configuration  
 which is easy to manage and use. 
•  Semi-permanent enclosure made of stainless steel.
•   Interlocking with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available. In addition, separate control  
 is available by the remote control dedicated  
 communication network program.

Water Treatment System
•   Physical and chemical water treatment system. 

Selective removal of the turbidity and fluorine by 
using inorganic adsorbents.

•    Selective adsorbing of nitrogen and heavy 
metals by using polymeric compound provides 
easy measures for the change of water source. 
In addition, it helps to reduce operating cost due 
to semi-permanent recycling. 

Performance
Delivered water tanks and sewage equipment to 
the cities and counties nationwide.

배수지용 재염소투입기 정수처리 시스템콘크리트STS 일체형 물탱크 무용접 STS패널 도류벽 PP시트 방수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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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씨텍 | CHEMCTECH Co.,Ltd.

President 신현덕 | Hyun-Duck, Shin 
Add.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율길 59-39 | 59-39, Sanyul-gil,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Korea   Tel. 031-922-0014 / 010-3787-6898   Fax. 031-971-0774   

Web. www.chemctech.com   E-mail. shddok11@naver.com/hktimmy@empas.com  

(주)켐씨텍은 창사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상수도 시

설물 전용 친환경 세척제를 개발하여 깨끗한 상수도 시설물 유

지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기존 상수도 구조물 내벽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

여 새로운 구조물 내벽처리 공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수도 발전

을 위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 ISO 14001 인증

• 벤처기업인증

• 자율안전확인필 제 B071H136-9001

• 특허 제 10-0808373호

• 특허 제 10-1140217호

• 특허 제 10-1274012호

주요 제품 및 기술 

CHEM BIO [켐바이오]

상수도 시설물 전용 친환경세척제인 켐바이오는 2차수질오염 

및 인체 무해성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거친 제품으로 정수장, 

배수지 및 상수관로 등에 폭넓게 사용하여 금속산화물로 이루

어진 물때 및 유기퇴적물 등의 생물막을 용해, 제거함은 물론 

세척 후 소독효과를 얻음으로써 기존의 물리적청소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구조물훼손, 청소효과의 불만족 등의 다양한 문

제점을 완벽히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독, 세척제입니다.

CHEMCOATILING [켐코타일링공법]

상수도 구조물 내벽은 상시담수 및 다양한 수처리 약품사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의 사용이 요

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막식 방수방식의 경우 용해 - 수포발

생 - 도장면 파손박리 - 구조물노출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이 보

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착식 자재들의 경우 경제성 및 내

구성에 대한 단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켐코타일링은 부착식 공법으로서 위생성, 내구성, 내화학성이 뛰

어나고 우수한 강도와 광택을 가지는 수조용 자기질 타일로 내벽

을 마감하여 구조물과 수질을 보호하고 방오성과 내세척성이 우

수하여 구조물 유지관리에도 효과적인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수

도 구조물 내벽처리공법 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배수지)

• 서울시 시설관리사업소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 대전시 수도시설사업소

• 대전시 송촌정수사업소

• 대전시 월평정수사업소

• 대전시 신탄진정수사업소

• 경기도 시군 정수사업소

CHEMCTECH Co.,Ltd. is the result of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development of water supply facilities 
dedicated to eco-friendly cleaning agents maintain 
facilities through clean water tap water quality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In addition, the 
inner wall of the existing problems and improve 
water supply structures, complemented by a 
new structure on the inner wall treatment method 
applied to the field while also developing. The 
fu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water supply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roles will go to perform responsibly.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 ISO 14001 
• Venture Company
• KC B071H136-9001
• PCT 10-0808373
• PCT 10-1140217
• PCT 10-1274012

Main Product & Technology 
CHEM BIO
Chem Bio is eco-friendly detergent for Water 
treatment plant, reservoirs and water pipelines.

CHEMCOATILING Technology
CHEMCOATILE as a strap-on process hygiene, 
durability, high strength and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luster finish Ceramic inner wall of 
the structure and to protect water quality, and 
superior stain resistance and washability in 
maintaining the structure is effective for sanitary 
and safe water supply for the structure lining 
material.

Performance
•  SEOUL CITY 
 Waterworks Authority 
 (Water treatment plant, Water Reservior)
• SEOUL CITY Facility Office
• BUSAN CITY  Waterworks Authority
• DAEJEON CITY 
 Waterworks Authority (Water treatment plant)
• KYUNG GI DO (CITY Water treatment plant)  

켐바이오 CCT-BD10CHEMCOATILE CCT-P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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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1999년 설립 이후로 꾸준한 기술 개발로 STS 라이닝, STS 물탱크, 바이오플랜트 및 수처리 약품등 획기적인 공법을 개발, 

현장에 적용 물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음.

인증 및 특허

•  품질경영시스템인증(KS Q ISO 9001)

• 위생안전기준(KC)인증 - 물탱크, 벽체패널

• 다수의 특허등록(약 20개)

• 2013스테인리스스틸우수상품공모전 은상수상

주요 제품 및 기술 

•  STS 라이닝(STS, PE, 유리)

• STS 물탱크(무용접 5중접음탱크)

• 바이오가스 플랜트

• SDC 공법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평창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혐기소화조 공사 (800톤 2지) 

• 포스코 건설발주등

 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b-4-2

트리렉스 | TRIREX

President 민경섭 | Kyeong-Seob, Min
Add. 전남 순천시 서면 구랑실재길 130 | 130, Gurangsiljae-gil, Seo-myeon,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Tel. 061-724-9925   Fax. 061-753-9923  

E-mail. trirex1@hanmail.net  

회사제품 1

회사제품 3

회사제품 2

회사제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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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켐(주) | Tiochem Corp.

President 노창섭 | Chang-Sup, Noh
Add.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80 | 80, Wanjusandan 8-ro, Bongdong-eup, 
Jeollabuk-do, Korea   Tel. 063-291-7750   Fax. 063-291-7753   

Web. www.tiochem.com   E-mail. tiochem23@naver.com  

티오켐(주)는 국내 최초로 나노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세라믹수

지를 제조 공급하는 기업으로, 세라믹수지를 이용하여 도료분야, 

코팅제 부분을 개척하는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고기능성 산업용 

코팅제와 친환경적인 나노세라믹수지도료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노소재 및 고분자 합성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know-

how를 지닌 전문가들이 모여 긴밀한 산학연 협동 체제를 갖추

고 있으며, 환경공학 및 화학공학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여 최첨단

NT(Nano Technology)분야 중 무기나노소재, 유/무기 나노복합소재 

및 이를 이용한 세라믹 코팅제 및 나노세라믹수지도료에 대한 집

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건설신기술(NET)인증-국토교통부

• 신제품(NEP)-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지정-조달청

• 환경표지인증

• 위생안전기준(KC) 

• 품질 경영시스템(ISO 9001:2009)

• 환경 경영시스템(ISO 14001:2009)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전북 선도기업 선정  

주요 제품 및 기술 

나노세라믹수지도료는 석유수지의 일반 도료와 달리 주성분이 세

라믹(SiO2, Al2O3, TiO2)수지로 구성되어 친환경적이며, 불연성 및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세라믹수지도료입니다. 또한 나노기술을 

응용하여 우수한 표면침투력으로 접착력이 뛰어나 어떠한 소재에

도 적용 가능한 고기능성 도료로, 금속표면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용융아연도금 및 스테인리스 강판 등 댜양한 구조물의 표면보호, 

방수방식, 오염방지용 코팅제로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적용분야

상하수도 구조물 

• 정수시설(정수지, 침전지, 배수지, 배수관 등)

• 하·폐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침사지, 반응조, 하수관거 등)

• 저류시설(우수저류조, 펌프장 등) 

도로 구조물 

• 교량, 육교, 교통시설물(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가드레일 등)

해양 및 수처리 구조물 

• 선박, 배수갑문, 수문 등

• 항만시설(계류시설 등) 및 담수화시설

일반건축 구조물 

• 옥상, 바닥, 내·외벽(중성화방지 및 방수방식) 등

산업용 및 기타 구조물 

• 산업용 기능성 코팅, 알루미늄·스테인레스 등의 구조물

Tiochem corp. is a company which manufactures 
and suppl ies the ceramic res in that  was 
developed using the nano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and has made efforts to blaze 
a trail the paint field and coating material portion 
with applying the ceramic resin. In particular, 
we concentrate our efforts on the production of 
paints for industrial use with high-function and the 
eco-friendly paints.
We strive for the technical innovation through 
an intensive investment for nano new material 
and R&D, and further promise to grow up as 
an innovative company of 21 century in nano 
field with preoccupying the new technology 
of the future in environment, life and chemical 
engineering.

Certificate & Patent
•  NET(New Excellent Technology)-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NEP(New Excellent Product)-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Excellent Product-Public Procurement Service
•  KC(Korea Certification) 
•  ISO 9001:2009
•  ISO 14001:2009
•  INNO-BIZ

Main Product & Technology 
The Nano ceramic resin paint(Cerasu) is a ceramic 
paint of which the main ingredients consist of the 
ceramics(SiO2, Al2O3, TiO2), being eco-friendly 
with an excellent incombustibility and durability 
against the chemicals. In addition, it is a paint of 
high function which can be applied to any kind of 
materials showing an excellent adhesive strength 
with high penetrative power on the surface with 
applying the nano technology. 

Application
• Drainage and water purifying plant 
• Sewage water disposal plant and wastewater  
 dispasal plant 
• Maintenance of drainage floodgate and the  
 dams 
• Tunnels and tiles
• Zinc and Stainless
• Sign boards traffic signal lamps street lights 
• Waterproof in rooftop and bottom 
• Concrete

The business field is Tiochem티오켐(주)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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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S ENG | DS ENG CO.,LTD

President 김영철 | Yeong-Cheol, Kim
Add. 전남 순천시 송정길 37 (조례동) | 37, Songjeong-gil,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Tel. 061-727-0224~7   Fax. 061-727-0229   

Web. www.dsh-tech.co.kr   E-mail. dseng@dsh-tech.co.kr

(주)DS ENG는 자체 개발된 특허·실용신안 기술을 바탕으로 STS 

원통형 물탱크를 전문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기업으로, STS 원

통형 물탱크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시공능력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국 지자체 및 조달청에 간이상

수도·생활용수 물탱크 및 대형배수지공사 등에 STS 원통형 물탱크

를 납품 설치하여왔고, 조달청 우수제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특허디자인 등록, 

ISO 9001 / ISO 14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마크, Q마크, CLEAN

사업장 인정,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우수 단체표준표시인증(원통

형,패널형) 등 각종 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2006년 3월, 2010년 2월, 2013년 12월 (주)DS ENG

의 STS 원통형 물탱크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3번째 진입하여 전국

적인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매년 STS 패널형 물탱크 제

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

니다. 단순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께 깨끗하

고 위생적인 최고의 물탱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 모두가 혼

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것을 약

속드리며 늘 저희 (주)DS ENG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인증 및 특허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ISO 14001)

• 조달청 우수제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 위생안전기준(KC) 인증서 • K마크 인증서

• Q마크 인증서 • 우수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 벤처기업확인서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주요 제품 및 기술 

STS원통형물탱크(표준형)

•  친환경물탱크의실현: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4/445NF재 

 질을 물탱크에 적용함.

• 강도 및 구조적 안전성의 향상

-  본체 및 지붕 유니트를 서로 다른 크기의 ㄷ자형 암수플랜 

 지부를 겹침 방식으로 시공하여 구조적 강성을 증대시킴

-  Channel 및 Channel Belt 외부 보강공법 적용하여 배부름  

 현상을 최소화 시킴

-  와이어 로프 및 턴버클 보강공법 적용하여 적설이나, 자체  

 하중에 의한 지붕판의 처짐현상을 최소화 시킴

-  물탱크 시공시 Channel, 보조지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 

 확한 원 주를 이루고 작업의 안전성 및 신속함을 확보

•  외장 알루미늄 S골 케이싱 채택: 보온재와 S골지 사이의 공기 

 층의 1차 보온 효과, 보온재에 의하여 2차 보온을 할 수 있음

• 기본 보온제품: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

STS원통형물탱크(안전형)

•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모델을 기본품목로 하여 특허공법 

 인 판재 가공 기술 /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함.

•  외부안전계단 및 상부안전난간 설치

- 사용자 안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계단설치시 상부에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킴

•  기본 보온제품: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

STS원통형물탱크(고급형)

•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모델을 기본품목로 하여 특허공법 

 인 판재 가공 기술 /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함.

•   STS 제수밸브 및 BOX와 물탱크의 일체형 시공: 추가공사비 

 용을 절감시키고, 전문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 시킴

•  외부안전계단 및 상부안전난간 설치

- 사용자 안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계단설치시 상부에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시킴

•  기본 보온제품: 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보온

STS원통형물탱크(월류형)

•  STS 원통형 물탱크(표준형,안전형)모델을 기본품목로 하여 특 

 허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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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S패널형물탱크(패널형)

•  친환경물탱크의실현: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5NF재질을  

 물탱크에 적용함.

•  STS 판재를 PRESS와 절곡가공이 이루어지며, 최적의 모양인  

 볼 형태로 설계하여 PRESS(1000톤)를 통하여 성형·가공함 

 으로써 강도와 안정성이 향상됨

•  건물 내·외부 등에서 물탱크 용량 선택이 다양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STS라이닝(부착시 패널)

•  친환경 소재인 STS 304/445NF 재질을 라이닝에 적용함.

•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저수조 또는 정수지, 배수지, 침전지 등에 시공됨.

•  기존 콘크리트 저수조의 수질 및 환경문제와 화학성분인 에폭 

 시를 이용하는 라이닝 공법의 문제점을 친환경 소재인 스테인 

 레스 재질로 시공하여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한 라이닝 공법임. 

STS원통형물탱크(표준형)

STS원통형물탱크(고급형)

STS 패널형 물탱크(사각형)

STS원통형물탱크(안전형)

STS원통형물탱크(월류형)

STS라이닝(부착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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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브론즈밸브

뉴토크코리아

대영주물

대영파워펌프

대풍건설

동아기공

동양밸브

두크

모나스펌프

바램

삼진정밀

서광공업

서울테크

성일엔지니어링

세계주철

신정기공

신진정공

신평주철

안국밸브

안국인더스트리

에너토크

에스엠테크

에치케이씨

영동금속

우성밸브

은하

제우스이엔지

조흥밸브앤파이프

지텍이엔지

천세산업 

청원산업

폴리텍

플로우테크

하지공업

한국주조

W & P 코리아

KUNIL BRONZE VALVE

NEWTORK KOREA CO., LTD.

DAEYOUNG CASTING CO.LTD

DAEYOUNG POWER PUMP CO.,LTD

Daepoong Co.

Dong-A Machinery Co., Ltd.

DONG YANG VALVE CO.,LTD

DOOCH

MONAS PUMP CO.,LTD.

BALEM Co., Ltd.

SAMJIN PRECISION CO.,LTD

SEOKWANG MFG. CO., LTD.

SEOUL TECH

sungileng

SEGYE CAST IRON CO.,LTD.

SHIN JEUNG MACH. CO., LTD.

SHIN JIN PRECISION IND. CO., LTD

SHIN PYEONG Cast-Iron CO.LTD

ANKUK VALVE CO.,LTD.

ANKUK INDUSTRY CO.,LTD.

ENERTORK LTD.

SM TECH CO.,LTD.

HKC Co., Ltd.

Young Dong Metal Co.,Ltd

WOOSUNG VALVE CO., LTD.

EUNHA MACHINERY INDUSTRIAL CO.,LTD(EMICO)

ZEUSENG CO.,LTD.

Cho Heung Valve&Pipe

G-TECH.ENG.CO.,LTD

Cheonsei IND. Co., Ltd.

Chung Won Industrial

POLYTEC CO.,LTD

FLOWTECH CO., LTD.

HAJIE INDUSTRIAL.,LTD

HANGUGJUJO CO.,LTD

W & P KOREA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밸브, 액츄에이터, 펌프

 Valve, 
Actuato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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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브론즈밸브 | KUNIL BRONZE VALVE

President 박춘웅 | Choon-Woong, Park
Add.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6-3 3다 204호 | 1276-3 Jeo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KOREA   Tel. 031-499-0606   Fax. 031-499-1074   

Web. www.kunilvalve.com   E-mail. ra22@naver.com 

1976년 설립된 건일브론즈 밸브는 청동밸브 전문 업체로서 몸

통전용 가공설비와 덮개전용 가공설비, CNC 설비 등의 가공설

비를 거친 후, 도금 두께 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청동밸브는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며 황

동에 비해 탈 아연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 수질에 유해성분이 

생성되지 않고 황동 밸브 보다 부식도를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내식성과 내구성, 정밀성이 뛰어나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동 흙털기 설비, 콘베이어, 소

트 블라스트, 자동몰딩기, 여과집진설비, 자동중자 제조설비, 고

주파 전기 유해로 등의 주물용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최고의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인증 및 특허

• 청동밸브 KS B 2301 인증 (5K 게이트밸브, 5K 글로브 밸브) 

• 청동밸브 KS B 6405 인증 (난방용 방열기밸브, 유니언 엘보) 

• 볼밸브 KS B 2308 인증 획득  

• 수도용 역류방지용 연결밸브 실용신안 제 20-0433211 호

• 한국상하수도 협회 단체표준 인증 획득 

 (KWWA B200 수도용역류방지밸브)

• 한국상하수도 협회 위생안전기준(KC) 인증서 획득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주요 제품 및 기술 

•  청동밸브

•  볼 밸브

•  수도용 역류 방지 밸브

•  수도용 앵글밸브 

•  구리 합금 납땜 관이름쇠

•  감압밸브

•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자재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부수도사업소)

• 충청남도 (당진수도사업소)

• 울산광역시 (납부수도사업소)

• 대림산업 (김포 대림e편한세상)

• 포스코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 삼성물산 (세곡2지구 3단지)

• 태영건설 (세곡2지구 1단지)

Kunil Bronze Valve founded in 1976 with a 
mandate to become a world class manufacturer 
of gate, globe, check and Ball Valves to meet the 
high standards of the markets.
Kunil Bronze Valve is committed to excellence and 
our in house quality controls are in accordance 
with ISO 9001 and we thoroughly inspect and test 
every valve to ensure only 100% quality products 
leave our factory.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the 
opportunity to earn your valued business.

Main Product & Technology 
•  BRONZE GATE, GLOBE, ANGLE AND CHECK  
 VALVES
•  BALL VALVES
•  ANTI-REVERSE VALVES FOR WATER SUPPLY 
•  COPPER ALLOY SOLDER-JOINT FITTINGS 
•  PRESSURE REDUCING VALVES 
•  VALVES AND FITTINGS FOR RADIATOR

수도앵글밸브 나사끼움형 글로우브밸브 10K 나사끼움형 청동보온용 물밸브이중식 역류방지밸브 일자형Ⅱ

 동파이프 SU파이프 엑셀 PB NPB 수진

세대별 급수용 대유량 감압밸브 SET

파이프 연결 소켓

파이프 연결 이음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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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 | Newtork Korea Co., Ltd

President 허응무 | Eung-Moo, Huh
Add. 경기 성남 분당 구미로 9번길 17 광림빌딩403호 | #403, Gwanglim Bldg.,
17 Gumiro-9, Bundang-gu, Sungnam-si, Gyunggi-do   Tel. 031-711-3107   
Fax. 031-711-3057   Web. www.newtork.co.kr   E-mail. newtork@newtork.co.kr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는 20여년동안 원자력, 화학플랜트, 

상·하수도, 발전소, 댐, 정유사, 가스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Electric, Pneumatic Actuator 및 Valve를 공급 및 유지보수 서

비스를 제공하며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엔지니어들이 모여 설립

하였습니다.

밸브 자동화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노력과 실력을 쌓아

왔기에, 다방면에 걸친 교육과 자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

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

합니다.

앞으로 뉴토크코리아주식회사는 밸브 전동화부문에서 최상의 

솔루션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오랜 경력의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플랜트의 안전성과 차

별화된 기술지원 및 완벽한 사후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국제 품질 관리 인증

• ISO 14001 국제 환경 관리 인증

• CQC 국제 보건, 안전관리 인증

• ATEX 방폭 인증

• TUV CE 인증

• Greatork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 액츄에이터 의장 등록

• ABSG 제품 안정성 컨설팅 검수

주요 제품 및 기술 

비간섭  디자인

Greatork의 전동밸브는  non-intrusive design으로 되어있다. 모

든 부품은 방수용 금속재로 이중 씰링  되어있다. (IP68, 15 미

터 90시간) 방폭인 IIC T4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전동밸브 셋팅

은 기계식 리미트 스위치를  대체한 가장 효율적인 적외선 리모

컨으로 할 수 있다.

LCD 표시와 현장 제어

GREATORK 액츄에이터는 고화질의 LCD디스플레이를 채용하

였다. 백-라이트의 큰표시창은 밸브위치, 토크값과 기능상태 등

을 어두운 지역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있다. 뚜렷한 초록, 노랑

과 빨강의 LED는 고객들이 쉽게 밸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해준다.

리모컨 셋팅과 운전

액츄에이터의 커버를 열지 않고 적절한 토크값, 리미트셋팅, 제

어와 출력기능 셋팅을 할 수 있다. 특히 방폭 위험지역에서 안

전하게 변경할 수 있다.

에러 감지 및 알람 기능

에러 감지프로그램이 항시 감시를 하고 있다. 에러가 감지되면 

관련된 알람이 LCD창에 표시가 된다. 이로써 문제점을 찾아내

고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밸브알람, 배터

리알람, 제어알람과 액츄에이터알람이 있다.

배터리

내장된 백업배터리는 외부전원공급없이 5년동안 데이터를 보

관할 수 있으며, 주로 전원차단시 밸브위치를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람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필드 버스

GREATORK 액츄에이터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필

드버스 및 프로토콜과도 호환성을 가진다. 가능한필드버스는 

Modbus와 Profibus가 있다. 인터페이스카드는 셋팅을 한 후에 

메인보드 후면에 장착된다.

주요제품

• 액츄에이터 (전동, 공압, 유압)

• 기어박스

• 전동화 컨설팅

• 액츄에이터 유지보수 서비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SK㈜ 기술평가 합격 및 공급업체 등록

• 대우조선해양건설  공급업체 등록

• LG  MRO 공급업체 등록

• 현대오일뱅크 MOV유지보수연간계약

• 한국가스공사 전동액츄에이터 납품

• 한국석유공사 전동액츄에이터납품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납품

•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 한국수자원공사  납품

•  대구시 포항시 춘천시 김해시 고양시 횡성군 인천시 부산시  

 익산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AVA 내부도면

리모컨 셋팅과 운전

고선명 LCD 표시창

AVA Model

전자시스템 채용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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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영주물 | DAEYOUNG CASTING CO.LTD

President 전숙희 | Suk-Hee, Jeon
Add.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89-2 | 1089-2, Buksa-ri, Jain-myeon, Kyoungsan-si, 
Kyoungsangbuk-do   Tel. 053-474-5654   Fax. 053-473-5597   

Web. www.manholes.kr   E-mail. ra22@naver.com 

1979년 설립이래 고객의 신뢰와 함께 성장해온 저희 대영주물

은 부단한 연구와 개발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나가며 

건실한 KS 규격주철과 맨홀 제작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서 오직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

다는 신념아래 대영주물은 고객의 믿음과 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새로운 도전의지의 실현을 꾸꾸는 21세기를 향하여 내

실과 단결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의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서 축적된 기술력과 제조시스템으로 작은 

부품에서 부터 제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우수

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KSA(제99-0767) • 특허 제10-1288401호

• 특허 제10-1179735호 • 실용신안 제03882495호

주요 제품 및 기술 

키잠금맨홀뚜껑

•  주물의 자체 탄성을 이용한 신개념 공법으로 설계된 키잠금맨 

 홀뚜껑

•  탁월한 잠금기능, 소음차단기능, 완벽한 수밀성 실현

•  전용키 없이는 개폐가 어려운 신개념 공법작용

•  주물의 탄성을 이용한 견고성이 탁월한 신개념 결속공법

•  전용키를 이용한 잠금구조로 자동잠금 및 도난방지효과 탁월

•  소음 방지와 완벽한 수밀성 실현을 위한 EPDM 재질의 천연고 

 무링 채택

대장금맨홀뚜껑

•  헥사포트공법적용으로 탁월한 잠금기능 실현

•  오링공법채택으로 수밀성 강화

•  정밀가공으로 수평공차 해결

•  국내최초로 ks맨홀뚜껑과 호환기능을 해결한 결정판

배수집중맨홀

•  배수극대화를 위한 특허공법

•  토사배출극대화

•  곡선경사판으로 견고성증대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 관공서 관급공사 및 민간투자공사 다수 공급함.

해외 필리핀 RMP-2사업 공급함.

Since established in 1979, we have experienced 
spectacular sales growth year by year based on 
the technological growth including the automated 
production lines and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btaining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 we 
have been focusing on the investment in R & D 
and achieving considerable outcomes.
We have been greatly encouraged by these 
achievements and are thus motivated to be 
propelled even further. In addition to this, we 
highly acknowledge that providing credibility 
to the customers is to be the foundation for us 
to step up in the future. We have been making 
incredible effort not to let our customers down 
because we do recognize this basic principle.
We appreciate your interest in us and the full 
support of all our customers, both at home and 
abroad. With the best wishes for your prosperity, we 
hope to see your continuous attention in Daeyoung.

Certificate & Patent
• KSA(NO.99-0767)
• Korea Institute of Patent NO.10-1288401
• Korea Institute of Patent NO.10-1179735
• Utility Model NO.03882495

Main Product & Technology 
648 Round Shaped Manhole, Square Shaped Manhole
•  This locking mechanism is derived from an idea  
 that prevents any possible losses or damages of  
 the cover installed. It has an O-ring for the noise  
 reduction and locks automatically without a key  
 when the cover is closed.
•  “Key Locking Manhole” is designed to be opened  
 with a designated key which prevents other tools  
 like a wrench to open.
•  Using the elastic locking arm, it gives exact  
 designed rotation and thus to be opened  
 smoothly. It is designed to absorb impact and  
 vibration, and to provide water-proof as well as  
 the locking function.

DAEJANGKUM: 648, 766 Grand Lock Manhole 
•  Super Precise Tolerance Method: Horizontal  
 machining method solves the allowance difference

•  Anti-theft locking system: Using Hexapot  
 method, multi-locking structure upgrades the  
 anti-theft function
•  EPDM material O-ring: Natural rubber O-ring is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cover, which gives  
 the perfect water-proof and noise-reduction.
•  Compatible with KS products: The manhole  
 frame suits KSD6021, which allows the KS  
 covers to be applied, as well.

Intensive Drainage Manhole
•  “Intensive Drainage Manhole” is designed to  
 better off the inflow of rain by giving sloping  
 angles at the incoming vents, which allows  
 decent water inflow even when it comes to a  
 heavy rain. This system makes the inflow speed  
 faster when rain comes in right after the trench  
 area, and thus gives better drainage.
•  The System raises the assembling tolerance to  
 eliminate sand at the trench. The sloping area  
 also solves the accumulation of sand and dust  
 when it rains.
•  “Intensive Drainage Manhole” swells in the  
 middle to evenly decentralize the load, which  
 provides better intensity than a flat type.

Performance
•  Domestic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Ltd. and  
 a number of government issue Government Delivery
•  Philippines RMP-2 project delivery.

대장금맨홀뚜껑 648, 766 Grand Lock Manhole 배수집중맨홀 키잠금맨홀뚜껑 원형 Ø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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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영파워펌프 | DAEYOUNG POWER PUMP CO.,LTD

President 조만기 | Mab-Kie, Cho
Add.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421-13 | 421-13, Mado-ro, Mado-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57-5000   Fax. 031-357-8766   

Web. www.dypump.co.kr   E-mail. dypump@dypump.co.kr

당사는 1969년 창업하여 45년간 펌프산업에 전념하여 국내 고

유의 브랜드로서 품질이 우수한 펌프 보급에 힘써 왔습니다.

당사는 높은 기술력에 기반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우선 인라인 순환펌프는 국내 최초로 수입대체품목으로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입형다단터빈펌프 개발로 EM 인증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최근 초절전형 부스터시스템에 대한 NEP인증을 받

았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제품들로 인해, 저희는 한국의 산

업용펌프 업종을 선도하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연

구소 및 본사공장 전국 50여개의 대리점 및 특약점을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펌프로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 인증

• ISO 9001, ISO 14001

• MAIN-BIZ, GREEN-BIZ, INNO-BIZ

• EM-MARK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전기용품안전인증

• KC 인증

• NEP 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 특허 - 인버터 부스터 펌프 시스템의 제어방법

        - 인버터 부스터 펌프 시스템 침 이의 제어방법

         - 난방순환펌프 제어방법

         - 냉난방 시스템의 차압비례제어방법

주요 제품 및 기술 

GBT - 그린베스텍 부스터시스템

 펌펌프의 정확한 성능을 자동인식하는 제어기술과 높은 효율

지점으로 자동이동하는 제어기술로 펌프의 성능 최적화에 의한 

절전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 대비 13.8%의 

전력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DVT - 입형다단펌프

 97개 제품 고효율인증을 통해 높은 효율이 보장됩니다. ALL 

STS로 제작되어 항시 깨끗한 물의 이송이 가능합니다.

• DLP - 인라인펌프 • DLP-I - 인버터내장 인라인펌프

• DSV - 편흡입 볼류트펌프 • DVP - 볼텍스펌프

• DMT - 다단터빈펌프 • DMV - 다단볼류트펌프

• DSS - 스프르트펌프 • DDV - 양흡입펌프

• DWE - 수중배수펌프 • DWE-G - 그라인더펌프

• DWE-PC - 오수패키지펌프 • DYV - 수봉식진공펌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  SH 공사 현장

•  전국 상수도 공사 현장

•  1,2군 건설업체

Our company was founded in 1969 and devoted 
45 years to the pump industry for supplying 
high-quality pumps as a national brand We have 
developed lots of high-tech product. For example, 
first, we produced in-line circulation pump which 
is import substitution item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econd, our Vertical Multi-Stage Pump won EM 
certification also. And our ultra-low-type booster 
system won NEP certification. With those cutting-
edge our products, we are regarded as a leading 
company in industrial pump market of Korea. 
With R&D institute, Headquarter factory, and 
more than 50 distributors/dealers of Korea, we do 
our best for supplying the best quality and service

Certificate & Patent
• KS
• ISO 9001, ISO 14001
• MAIN-BIZ, GREEN-BIZ, INNO-BIZ
• ISO9001 
• EM-MARK
• High Energy efficiency equipment
• Electrical safety certification
• KC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ion
• NEP certification
•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certification
• Patent

-  METHOD FOR CONTROLLING AN INVERTER  
 BOOSTER PUMP

-  METHOD FOR CONTROLLING OTHER  
 INVERTER BOOSTER PUMP 

-  METHOD FOR CONTROLLING HEATING  
 CIRCULATION PUMP 

-  METHOD FOR CONTROLLING DIFFERENTIAL  
 PRESSUR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Main Product & Technology 
GBT - Green Bestech Booster System
With automatic control technology recognizing 
the exact performance of the pump and moving 
to the highly efficient position, it maximize energy 
saving by performance optimization. It will save 
13.8% energy, comparing with existing system.

DVT - Vertical Multi-Stage Pump 
With certificated 97 products, high efficiency is 
guaranteed.  Supply of clean water is always 
possible  because it was composed of ALL STS

• DLP - In-Line Pump
• DLP-I - Inverter In-Line Pump
• DSV - Single Suction Volute Pump
• DVP - Vortex Pump
• DMT - Multi Stage Turbine Pump
• DMV - Multi Stage Volute Pump
• DSS - Spurt Pump
• DDV - Double Suction Volute Pump
• DWE - Waste Water Effuent Pump
• DWE-G - Grinder Pump
• DWE-PC - Dual Sanit System
• DYV - Vacuum Pump

Performance
•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 SH Corporation
• Waterworks construction sites national
• Group one, two Construction Company

GBT-모터내장형 GBT-판넬형 DVT-입형다단펌프 HBI-스텐횡형가압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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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건설 | Daepoong Co.

President 김제현 | Jae-Hyun, Kim
Ad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2층 | 2F, 44, Achasan-ro 7-gil, Seongdong-gu, 
Seoul, Korea   Tel. 02-456-7456   Fax. 02-455-8726  

Web. www.daepoong.com   E-mail. daepoong-co@hanmail.net 

부단수(不斷水)공법 전문기업!! 끊임없는 R&D로 무한기술혁신 

추구!! 대풍건설은 부단수 천공공법에 대한 일관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동 분야의 기술혁

신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풍건설은 세계적인 기술인 EM 부단수 공법(기설

관 절삭공법, 부단수 S-GATE밸브 삽입공법)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후 S-GATE VALVE를 소프트하고 경량화된 제품으로 리

모델링에 성공하여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을 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S-GATE VALVE에 대한 기술성을 

인정받아 성능인증을 획득 보유하여 현재 우선구매지원이 가능

한 품목입니다. 대풍건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

없는 R&D를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과 첨예한 경쟁 속에서 독

보적인 품질과 친환경적인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로 거

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급제품소개

S-GATE 밸브, 부단수 할정자관, 동구경 할정자관, 누수방지대, 

S-CLEAN, 밸브일체형 할정자관(자사제품을 활용한 부단수 시공)

인증 및 획득마크

• 2013 “셀프락 부단수 제수밸브” 성능인증 취득(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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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특허등록 (기설관 절단공법, 기설관 절삭공법, 배관구 

 조, 부단수 밸브 삽입공법 및 부단류 밸브삽입공법)

제품 및 공법 소개

EM 부단수

유체가 운용되고 있는 각종 관로 상에서 유로를 차단하지 않고

(부단수) 관과 일체형으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

법으로 중간밸브 설치, 관로이설 및 증설, 유지보수(관로개보수, 

세척갱생, 블록고립화, 노후관 및 불용관 정비, 노후밸브 교체 

및 대체),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  적수로 인한 수질악화방지, 

단수구간 축소, 누수사고 시 신속한 복구 등 단수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S-GATE밸브(모든 관종 / 규격: Ø80㎜ ~ Ø500㎜) 

 - 보조밸브가 내장되어 빠른 시공 가능 

 - 천공기계가 작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용이 함 

 - 복잡한 공정과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

부단수분기공사 및 관련자재

•  할정자관(규격: 80×80 ~ 1,000×600): 유체가 흐르고 있는  

 상수도 등 모든 관로에서 본관의 유로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 

 로 분기 공사가 가능한 필수 자재

•  동구경 할정자관(규격: 80x80 ~ 500x500): 본관과 분기관의  

 구경이 같은 할정자관으로 이음관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1:1 천공에도 안전하므로 노후관 교체 및 관로이설 등 공사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재

•  누수방지대 (규격: Ø80㎜~Ø500㎜): 관 외주면 전체를 감

싸는 패킹구조로 이음관 형태가 되어 파손부위가 넓어도 신속

하고 완벽 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제품

Specialization in Under Pressure method!! Unlimited 
pursuit of R&D and innovative technology!! We have 
been growing continuously in the business of water 
pipe works, mainly on production and installations 
of hot tapping sleeves or other equipments. 
Recognized with our endless accumulation of know-
how, we are now granted with a certificate of “INNO-
BIZ” issued by SMBA. As a result of our world-
wide partnership, we obtained the exclusive license 
on EM Under-Pressure Installation System (Valve 
insertion and Cutting Methods) and developed our 
own models with more light-weight and compact 
structure. Now we have been exporting them to 
Japan, USA, and so on. Our model of S-Gate valve 
obtained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SMBA after technological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later, Public Procurement Office approved it as a 
“designation for an Excellent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Hereby, we will try our best to 
achieve our goals - constant effort for unique product 
quality and eco-friendly technology with enthusiasm 
for World-Class level.

Our Products
S-GATE Valve, Tapping Sleeves, Size-on-Size 
Tapping Sleeves, Repair Clamps, S-CLEAN, EZ 
Valves(all-in-one tapping sleeves combined with 
an internal metal valve), as well as our on-site 
water pipe jobs  with our products.

Our Quailifications Acquired
• 2013 “Self-lock Under Pressure Sluice Gate  
 Valve” achieved an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SMBA
• 2012 registered a patent / KC Certificate by  
 Hygiene & Safety Certification System
• 2011 Extension on an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SMBA for “S-GATE Valve” 
 KC Cert i f icate by Hygiene & Safety  
 Certification System
• 2011 acquired ‘ISO 9001:2008’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and ‘ISO 14001:2004’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2010 registered a patent/ certificatate of design  
 registration
• 2009 “S-GATE Valve” achieved a designation as a  
 Excellent Product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2008 “S-GATE Valve” achieved an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SMBA
• 2007 got a certificate of "INNO-BIZ" from SMBA.
          / Registered a patent
• 2005 registered as an exclusive license on the patent

Our Products and Methods
EM Under Pressure Installation
A innovative method that realizes the installation 
of the gate valve directly on flowing pipe without 
shutting up the stream. Installation of an interval 
valve without any water supply cut-off, Relocation or 
extension of the main pipe, Maintenance(repair of the 
main pipe, cleaning & renewal, block maintenance, 
replacement or substitution of the end-of-life valve, 
closure of useless pipe), Installation of the flow-meter 
and the pressure reducing valve, prevention of water 
pollution by rust stain, minimization for the span of 
cut-off, and the case of getting rid of or minimizing 
civil complaints or claims, etc.
•  S-GATE Valve
 (For various types of pipes-Sizes: Ø80㎜ ~ Ø500㎜)

- The built-in subsidiary valve saves time to install  
-  Available in the limited space with the compact  
 and light-weight cutting machine

- Safe and fast job with the simple process

Hot Tapping Equipments
•  Tapping Sleeves(Sizes from 80x80 to 1000×600):   
 The essential equipment for hot tapping without  
 any cut-off in the main pipe where liquid flows)
•  Size-on-size Tapping Sleeves (Sizes from 80x80  
 to 500x500): The joint pipe-typed product  
 covering the whole main pipe with gaskets  
 inside, and the safest way applicable to size- 
 on-size cutting for replacement of the end-of-life  
 pipe and relocation of the main waterway
•  Repair Clamps (Sizes: ∅80∅~∅500∅): The joint pipe- 
 typed product covering the Whole Main Pipe  
 with gaskets inside and Suitable for prompt and  
 perfect repair in spite of the big damaged part

할정자관 할정자관 (시공 후)누수방지대동구경 할정자관
S-GATE 밸브

S-GATE 밸브 설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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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기공 | DONG-A MACHINERY CO.,LTD.

President 황용완 | Yong-Wan, Hwang
Add. 인천광역시 남구 봉수대로 55-49 | 55-49 Bongsu-daero, nam-gu, Incheon, Korea
Tel. 032-582-0048   Fax. 032-581-5374   

Web. www.donga21.net   E-mail. donghwng@lycos.co.kr

동아기공은 1994년7월1일 산업용 중대형 모터펌프의 정비 및 

생산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국내 상하수도에 관련 펌프를 

2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상수도가압용 수륙양용 인라인

펌프를 개발하여 국내 상수도사업소 납품 및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년 펌프시험설비, 제조설비 증설 및 부설 연

구소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친환경 재생에너

지의 소수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

촌공사와 연계하여 정수장, 댐, 저수지 등 소수력 수차 제작 및 

설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 하수도사업소에 고효율의 산업용 중대형 펌프 및 소수

력 발전 수차를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상수도 문화를 창조하는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기업인증 

• 건설업 등록증(기계설비 공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인증서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인증서(원심펌프, 수중펌프)

품질인증 

•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상수도 위생안전 KC인증서

• 국내5개 발전사 정비적격업체 인증서

• 유럽 CE 인증서 (펌프 5종)

산업재산권 

•  특허 5건 / 실용신안 3건

주요 제품 및 기술 

•  상수도 가압펌프: 수륙양용 모터펌프(송수관로 중간지점에 설 

 치되어 부족한 수압을 가압(중압)시켜 고지대의 물을 공급하 

 는 펌프)

•  원심펌프: 편흡입펌프, 양흡입펌프, 단단, 다단, 입축사류, 슬 

 러지 등

• 수중펌프: 오배수펌프, 축류펌프, 사류펌프 등

•  소수력 발전: 프란시스 수차, 카플란 수차, 튜브라 수차, 튜고  

 수차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펌프제작 설치 및 성능개선

•  상수도 사업소: 서울시/인천시/안양시/남양주시/울산시/포항 

 시/목포시/대구시/광주시/속초시

•  관공서 및 기업: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연구원/한국전력 

 공사/한국환경공단/일진전기(주)/국립수산과학원/삼성에버랜 

 드/금전기업㈜ 

소수력 발전 납품실적

• 고산소수력 (프란시스 수차: 600㎾)

• 탑정소수력 (카플란 수차: 320㎾)

• 청전소수력 (카플란 수차: 490㎾)

• 정우소수력 (프란시스 수차: 500㎾)

• 인천남동정수장 (크로스후로 수차 400㎾)

• 부산회동댐소수력 (튜블러 수차 55㎾)

• 제주어승생소수력 (튜고 수차 305㎾)

Dong-A machine July 1, 1994 The medium and 
large sized industrial motor pump repair and 
founded the production company, 20 years water 
supply, sewage pump, while producing a large 
number of accumulated technology holds patents 
and utility models.
In addition, the pump test facility in 2009 and 
expanded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established 
the Institute of amphibious motor pumps, 
hydraulic turbine is a company specialized in 
developing and producing.

Certificate & Patent
• ISO9001 • Ventures
• R & D Center  • CE Certification: 5EA  
• Patent: 5EA  • Utility Model: 3EA
• New and renewable Company specialized
• Component materials Company

Main Product & Technology 
• Amphibious Motor Pump
•  Centrifugal Pump: Double Suction Volute Pump       
 / Single Suction Volute Pump / Multi-Stage  
 Volute Pump

•  Submersible Pump: Drainage Pump / Mixed- 
  Flow Pump / Axial-Flow Pump
•  Hydraulic Turbine: Kaplan / Tubular / Francis /  
  Turgo / Pelton / Cross

Performance
Pump Delivery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  Tropolitan Waterworks: Seoul/Incheon/Anyang/ 
 Namyangju/Ulsan/Pohang/Mpkpo/Daegu/ 
 Guangzhou/Sokcho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Hydraulic Turbine
• Gosan: Francis Type 600㎾

• Tapjeong: Kaplan Type 320㎾

• Cheonjeong: Kaplan Type 490㎾

• Jeongwoo: Francis Type 500㎾

• Namdong: Cross Type 400㎾

• Busan: Tubular Type 55㎾

• Jeju: Turgo Type 305㎾

수중(사류)펌프 수중축류 펌프 수륙양용 가압펌프양흡입 벌류트 펌프 다단 벌류트 펌프

VAlVe, ACtuAtOR, PuMP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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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tuAtOR, PuMP C-4-3

(주)동양밸브 | DONG YANG VALVE CO., LTD

President 구충호 | Chung-Ho, Goo
Add.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95번길 136(고잔동 688-13 118B-7L) | (7th Lot.118B 688-13 
Gojan-dong) 136, Neungheodae-ro 595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12-3344   Fax. 032-812-3348   Web. www.dyvalve.co.kr   E-mail. dyvalve@chol.com  (주)동양밸브

(주)동양밸브는 1979년 설립 이래 상하수도용 밸브를 전문적으

로 생산하는 회사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동양밸브는 전 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정밀가공에서부터 도장까지직접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안전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와 시장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밸브를 개발하는데,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항균 소프트실 제수밸

브,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등 각종 특허 및 신제품

으로 시장에 선을 보였으며, 수자원 보호와 절약,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밸브를 공급하고자 (주)동양밸브

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 할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연구·고객을 위한 개발·고객을 위한 생산’이

라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항상 고객 여러분을 생각하고, 최선

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 KC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인증 KCW-2012-0043외 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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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버터플라이밸브, 4중지수 항균 소프트실 제수밸브)

• 인천시 비전기업인증

• 신뢰성 인증 R-mark 

  (삼중편심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밸브(소프트실제수밸브))

주요 제품 및 기술 

삼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본 제품은 삼중편심 구조로 회전시 시트 마찰이 없어서 조작토

크가 낮고, 시트 수명이 반영구적인 경제적인 밸브입니다. 원뿔

(corn) 형상의 시트가공으로 실링효과가 우수하며, 디스크 오버

런(over-run)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항균 분체도장을 실시하

여 부식방지 및 항균효과가 탁월한 친환경적인 밸브입니다.

4중지수 항균 소프트 실 제수밸브

본 제품은 디스크가 양면 4중시트로 획기적인 디스크 밀림방지

와 지수능력 향상시킨 밸브입니다. 항균 분체도장 및 항균 고무

를 적용하여 부식방지 및 항균효과가 탁월한 친환경적인 밸브

입니다. 기타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없이 밸브의 원료 제조과정

에 항균력을 포함시켜 항균력이 반영구적입니다.

충격방지 급속공기밸브

본 제품은 배관내의 물과 섞여있는 공기를 빠른 시간 내에 흡입 

또는 배기를 하여 관로를 보호하는 용도의 밸브로써, 펌프 초기 

가동시 관로상의 공기에 의해 워터 햄머와 유사한 에어 햄머 현

상이 나타나 플로트와 플로트 가이드 파손의 원인이 되어 밸브 

고장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기존 밸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순간적인 공기 충격을 완화시켜 플로트를 비롯하여 밸브와 배

관을 보호합니다.

HDPE 플랩밸브, HDPE 수문

본 제품은 비금속 재질인 고밀도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부식의 염려가 없으며, 자유로운 규격

(예:240 X 480)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중량이 금속제품에 비

해 월등히 가벼워 설치 및 이동이 수월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촌공사 /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국 각 시, 군 , 구청 / GS건설(주) / 대

우건설(주) / 현대건설(주) / 두산건설(주) / 코오롱건설(주) / 포

스코건설(주) / 쌍용건설(주) / 대림산업(주) / SK건설(주) / (주)

동양건설산업 / 한신공영(주) / 브라질 포스코 CSP Project / 

Equatorial Guinea Project / Saudi Kayan Polycarbonate Project 

Dong Yang Valve Co., Ltd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in business of valve for fresh water 
supplying and sewage water draining line since 
established in 1979.
Dong Yang has been dedicating its activity to 
design and production of Gate valves, Butterfly 
Valves, etc offering avariety of products to give 
a high degree of customization, The company 
attainment of prestigious certifications underlines 
a leval of overall quality unmatched in this sector. 
In the meantime, our main customers are Korean 
Government and big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Some of our products
have been exported by Korea construction 
companies to Middle East country and South 
East country.
We can offer our customers a fast solution to 
meet their needs with our proven technology. 
If you need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on our 
company and porducts, Please feel free go 
contact us.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 ISO 14001 
• Patent  • Q-Mark Cretificate
• INNO-BIZ Cretificate 
• Excellent product Certificate
•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 Venture Business Cretificate
• K-water Resources Cretificate
• K-water Resources Repair Cretificate
• Collective Standard Cretificate (VQ)
• Certificate of Endorsement
• Certificate of Recognition
• Certificate of Reliability

Main Product & Technology 
Triple Offset Metal Seated Butterfly Valves
The product structure of the triple-eccentric rotation 
seat because there is friction, low torque operation, 
seat-life semi-permanent. Is a cost-effective valve. 
Cone in the shape of the sheet, cutting a good 
sealing effect, and the disc overrun. To prevent the 
structure. Antibacterial and antimicrobial powder 
coating corrosion protection by conducting an 
excellent eco-friendly valves

Quadruple of Resilient Seated Gate Valves 
This product is four-sided emphasis on the disc 
to prevent forest teuro breakthrough disc valves 
and improved ability to index. Antibacterial and 
antimicrobial powder coating by applying a corrosion-

resistant and antimicrobial rubber an excellent eco-
friendly is the valve. Other Valve without the need for 
additional equipmen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raw materials by including antibacterial 
antibacterial activity is a semi-permanent.

High Speed Air Valves for air Hammerless 
This product is mixed with water in the pipe as soon 
as the air intake or exhaust valve of the pipe as the 
purpose of protecting, pump start-up by the air 
ducts on the water hammer phenomenon appears 
similar to the air hammer floats and float guides valve 
failure, causing damage caused. The problem with 
these valves to complement the existing air-shock 
moments, as well as to mitigate the float valve and 
piping protection.

HDPE FLAP VALVE , HDPE SLUICE GATE 
This product jaejilin nonmetallic material using high-
density polyethylene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does not even have to worry about corrosion, the 
free specifications (for example: 240 X 480) of the 
product can be produced, and significantly lighter 
weight than metal products and mobile installation is 

straightforward.

Performance
• Korea Water Resources Corp.
• Seoul Office of Waterworks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GS Construction Corp.
•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 Ssangyong Engineering & Constuction Co., Ltd.
• Daelim Industrial Co.,Ltd.
• Posco Construction Co., Ltd.
• Kolon Construction Co., Ltd.
• SK Construction Co., Ltd.
• Hyundai Construction Co., Ltd.
• Hanshin Engineering &Construction Co., Ltd.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 Brazil POSCO CSP Project
• Saudi Kayan Polycarbonate Project
• Equatorial Guinea Project

삼중편심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충격방지 급속공기밸브

항균소프트실제수밸브 HDPE 플랩밸브 HDPE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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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크 | DOOCH Co.,Ltd.

President 정상용 | Sang-Yong, Jung 
Add.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295 | 295, Sagok-ri, Jang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831-1200   Fax. 031-831-1240~50
Web. www.doochpump.com   E-mail. kobong69@hanmail.net 

(주)두크는 에너지절감형 전자제어펌프(E-PUMP)와 산업용펌프

를 생산하는 펌프전문 제조업체로서,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하

여 전자제어펌프의 핵심기술인 펌프전용인버터와 제어장치를 

국산화하여 국내최조로 부스터펌프 NEP인증, 조달우수제품 인

증을 획득한 기술혁신형 펌프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2007년 10월에 경기도 화성에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신

축하여 국내최대 규모의 부스터펌프와 인버터제어장치 생산 라

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전자제어펌프 기술을 선도하는 일등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고객에게 고품질의 경쟁력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DOOCH”라

는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글로벌 전자제어펌프 메이커로 도약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조달우수제품인증

• 고효율펌프 인증

• 위생안전인증(KC)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 ISO 9001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NEP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부스터펌프시스템

• 입형.횡형다단원심펌프

• 인버터펌프(IQ, EQ, SQ, JQ)

• 인버터(Q-Drive) & 펌프제어장치

• 산업용펌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국내 부스터펌프 업계 최초로 수출탑 수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토지주택공사

•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 조달청 & 교육청 & 상하수도사업소 & 방위사업청

•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벽산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계룡건설, 현대아산, 

• 한진중공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등.

부스터펌프의 구성

상해두크 제2공장 생산장현장한국두크 생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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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스펌프주식회사 | MONAS PUMP CO., LTD.

President 이만수 | Man-Soo, Lee
Add.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4-15 시화공단 3마 815 | 3-Ma-815, Sihwa-kongdan, 
Jeongwang-dong, Siheung-si, Kyungki-do, Korea   Tel. 031-499-6966   Fax. 031-499-6967   

Web. www.monas.co.kr   E-mail. monas@chol.com 

저희 '모나스펌프주식회사'는 모노펌프 전문 제작 회사로써 경기도 시화공단에 모노펌프 전용 생산 공장과 고정밀의 로타, 스테이타 

전용 가공기를 갖추고 고급형 모노펌프 ‘모나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급형 모노펌프 ‘모나스’는 고농도·고점도액 이송용 특수 펌프로써 국제 수준의 품질임을 자부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되

어 각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플렉시블 트랜스미션 샤프트 특허 

• 플렉시블 트랜스미션 샤프트용 커버튜브 특허 

• 탄성튜브 시일 시스템 특허 

• 탈수케이크의 압송 장치 특허

• 탈수슬러지 이송용 피더몸체 디자인 등록

• 탈수슬러지 이송용 피더교반날개 디자인 등록

• ISO 9001:2000 & KS A 9001:2001

전시품목

모노펌프(슬러지 이송펌프, 산업용 모노펌프, 고점도물 이송펌프,  

식품용 모노펌프, 미량·정량 이송펌프) 탈수케익 압송장치,  

충진기, 모노펌프를 이용한 각종 시스템

We, MONAS PUMP Co., Ltd. is a pump manufacturer specialised in the progressive cavity pumps, the 
eccentric screw pumps. Our shop is located in Siwha industrial area, kyoungkido, korea, and is 
equipped with various special machine tools with experienced engineers and skilled technicians.
Our products, ‘MONAS’, the high quality eccentric screw pumps, are the special pumps to pump the 
high thickness and high viscosity liquids, and are acknowledged as top class quality eccentric screw 
pumps by our clients at home and abroad.

Exhibits
•  Mono Pumps(Eccentric Screw Pumps) - Sludge Pumps, High viscosity Pumps, Sanitary Pumps
• Small metering pumps
• Feed pumps for dehydrator cake transfer
•  Filling machines and Various systems using eccentric screw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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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램 | BALEM Co., Ltd.

President 조상현 | Sang-hyun, Cho
Ad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46 | #46, Noksansaneopjung-ro, Gangseo-gu, 
Busan, Korea   Tel. 051-831-5557   Fax. 051-831-5559   

Web. www.balem.com   E-mail. balem@balem.com  

주식회사 바램은 수위조절 및 자동제어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

로서, 1981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오랜 경험

과 축적된 기술로 상하수도 관련 밸브 개발 및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구경 1,000A까지 자체 성능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는 Dynamic Test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년간 연구개발의 결과인 원격제어밸브 (로보

시스 로보콘)를 관로 내 유량 및 압력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한 블록화 사업단

지에 설치하여, 수자원 관리 및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

고, 그 결과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 받고 있

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조달청 우수제품 • 중기청 성능인증제품 

• 수출 유망 중소기업 • 클린 사업장

• ISO9001 : 2008 인증 • CE인증

• 벤처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INNOBIZ 인증(기술혁신형)

• GOST-R 러시아 인증

• 수도용 위생안전인증(KC위생인증)

• KOTRA 보증 브랜드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주요 생산품: 정수위조절밸브류 / 감압밸브류 / 고효율감압밸

브류 / 수충격예지밸브류 / 솔레노이드밸브류 / 펌프제어밸브

류 / 체크밸브류 / 원격제어밸브류

원격제어 밸브 (MODEL 130-010) - 로보시스 로보콘

•  SCADA System과 연동 가능한 독립형 밸브 (산업용으로 사용 

 이 공개된 Modbus Protocol과 Data 구조를 완전 공개하여 어 

 떠한 SCADA System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프로파일 내장 제어   

• 다양한 제어 방법 및 뛰어난 정밀도   

• 11개의 신호입력 포트 및 4개의 통신포트 내장 

• 유지관리용 Program 제공

수충격 예지 밸브 (MODEL 133-040)

•  급격한 유속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충격 으로부터 배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의 Bypass 라인에 설치되는 제어 밸브

•  펌프의 급작스런 정지시 자동으로 밸브가 급 개방되어 관로내의  

 부압을 방지하고 상승압력을 최소화 하도록 설정하며 설정압력 이 

 상의 압력은 배출 시킴

•  민감한 압력제어가 가능한 다이어프램형 구조

감압밸브 (MODEL 132-010)

•  압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압력제어가  

 가능한 차압작동식 다이어프램형 밸브입니다.

• 쉬운 조정과 간편한 유지보수

유량연동 이중제어 감압밸브 (MODEL 132-080)

•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기계식 구조

•  두개의 감압비 설정 가능(고압, 저압)

•  2차측의 사용 유량에 따라 자동으로 공급압력 변환

•  정확하고 정밀한 압력 제어가 가능한 이중 챔버형 구조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1, BALEM has 
focused on water level control valves and 
automatic control valves. With th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technology for over 30 years, 
Balem has continued its endeavor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valves for water and sewage 
management. As the result, Balem has grown 
up to be an advanced company with superior 
technology for various type automatic control 
valves. Balem has its own R&D center and a test 
facility to conduct a performance test on valve up 
to 1,000 mm in diameter.
Lately, Balem has introduced a Remote Control 
Valve “Robosys Robocon”, which manage the 
flow rates and pressures in the piping system 
automatically around the clock in conjunction with 
the seasonal water consumption pattern. This 
new model has contributed greatly to efficiency 
improvement in water management at several large 
scale water management networks systemized by 
block, and Balem enjoys good reputations from 
the customers for superiority of quality.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certification
• CE certification
• Hygiene certification by KWWA.
• GOST-R certification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by SMBA, KOREA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by PPS, KOREA
• KOTRA GLOBAL BRAND

Main Product & Technology 
• Main Product & Technology: Level Control Valve 
/ Pressure Reducing Valve / Pressure Relief Valve
Flow Rate Control valve / Pressure Sustaining 
Valve / Calm Check Valve / Surge Anticipator 
Valve / Solenoid Control Valve / Pump Control 

Valve / Remote Control Valve

Remote Control Valve (Model 130-010) - 
Robosys Robocon
Controls the flow rates and pressures in the 
piping system automatically around the clock in 

conjunction with the seasonal water consumption 

pattern. The valve is compatible with existing 

Modbus protocol and data structure which is 

freely available in the industry. The valve can be 

adopted to a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for which a program will be 

provided. The monitoring screen can be designed 

to suit the user’s requirement

Surge Anticipator & Relief Valve (Model 133-040) 

Protects pump and pipe line from the surge which can 

be occurred by a sudden flow speed change in the 

water supplying system. The valve anticipates surges 

by sensing sudden pressure changes in the system, 

and open the valve to prevent negative pressure 

and relieve the sharp pressure raise in the system to 

recover the pressure to normal condition rapidly. The 

valve has a double chamber structure with diaphragm 

actuator which controls pressure sensitively, and is 

installed at the bypass line in the system.

Pressure Reducing Valve (Model 132-010) 

Maintains the downstream pressure constantly at preset 

level regardless of the upstream pressure fluctuation. 

The valve has double chamber structure with diaphragm 

actuator operated by differential pressure, which controls 

the pressure accurately and rapidly. Balem can produce 

the valve size up to 1000 mm in diameter.

Performance
• East Rand Valve, South Africa
• Pressure Vacuum Level Ltd., UK
• Pacific Control Pty Ltd., Australlia
• Duybinh Engineering and Trading, Vietnam
• PT CIPTA SANALIDA UTAMA, Indonesia
• ODCON Holding Co., Mongolia
• Dexterton Corporation, Philippines
• Companion-NN, Russia
• Al Jort Al Hader Company
• Ultraspin, Australia
• Iversen Trading Asp., Denmark

Also, Balem has supplied to so many companies, 

Korea waterworks associ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local market, which can be 

available upon request. 

원격제어 밸브 (MODEL 130-010) - 로보시스 로보콘 수충격 예지 밸브 (MODEL 133-040)감압밸브 (MODEL 132-010)

※국내 최대구경인 1,000A까지 제작되며, 현장 조건에 따라 Globe / Angle / Y-Type 으로 밸브 선정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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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정밀 | SAMJIN PRECISION CO.,LTD

President 정태희 | Tae-Hee, Jeong
Add.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22 | 22-#132, Daehwa-Ro, Daedeok-Gu, 
Daejeon, Korea   Tel. 042-672-3600   Fax. 041-626-3142   

Web. www.samjinvalve.com   E-mail. samjin@samjinvalve.com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용 밸브제조업체인 (주)삼진정밀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밸브제조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07년3

월 오일/가스용 밸브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를 인수하여 새로운 

법인인 삼진 JMC를 설립, 산업용 밸브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법인설립 후 국내밸브업체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가공설비

와 테스트설비를 구입하여 국제규격에 부합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삼진정밀 구 공장으로 공장을 이전, 정유 및 가스, 석

유화학 플랜트용 밸브 생산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

계 40여개국으로 수출하며 해외시장에서도 짧은 시간 내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삼진의 우수한 연구개

발과 생산능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국제적회사가 공장 및 연구

소를 방문하고 실제로 업체등록을 하여 세계적인 업체 제품과 

경쟁하여 납품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직원의 15%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지금까지 약300여 건에 달하는 특

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에 의한 완

제품 전수검사로 품질관리는 물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

동할 수 있는 지역별 A/S 팀을 별도운영, 신속하고 철저한 고객 

불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보다는 바르고 정직한 제

품을 만들어 ‘가장 좋은 기업’을 만들 것” 이라는 모토를 갖고 

“(주)삼진JMC, 삼진코리아 설립을 발판으로 국내최초의 다국적 

밸브기업으로 ‘제2의 밸브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ISO 9001) (‘10. 7)

•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ISO 14001) (‘10. 7)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OHSMS 18001) (‘10. 8)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INNO-BIZ) (‘10. 11)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케비테이션저감 제수밸브 외) (‘13. 8)

•  K마크 인증(맥동완화 컨트롤밸브-ChatteringRelaxation  

 ControlValve) (‘12. 3)

• 특허증 (캡 상승식 제수밸브 외 80여건) (‘05. 9)

주요 제품 및 기술 

3중편심 버터플라이밸브

3중편심구조로 작동 시 마모가 없어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쐐기

형 구조로 디스크가 넘어가지 않으며, (오버런이 없다) 분체도장

으로 부식에 완벽한 구조입니다.

부식방지 소프트 실 제수밸브

주로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용 제수밸브에는 토양 오염등 부식환경

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부식방지 제수밸브는 별도의 외부전원이 필요

없는 부식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인접 시설물에 간섭현상이 없이 간

편하게 부식환경으로부터 제수밸브와 배관을 보호하여  수명을 연

장 시켜줍니다.

맥동완화 컨트롤밸브

기존 컨트롤밸브의 문제점이던 저개도 운전 시 유체의 오리피스

(Orifice) 통과 유속이 증가하여 디스크의 양력이 발생하고 다이

아프램의 조절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채터링(Chattering) 현상

을 유체가 직진하지 못하도록 격자구조의 통로를 통과하게 하여 

유체의 흐름을 제한하는 맥동완화 격자 장치를 적용하여 해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방글라데시 하리푸(Haripur) 

 화력발전소 설립현장 (1억36백만원)수주

• 아랍에미레이트 보르지(Borouge) 

 석유화학단지 설립현장 (3억 60백만원)수주

• 현대제철(당진) 수처리시설공사 (7억원)수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62백만원)수주

• STX 사우디아라비아 미니밀(mini-mill) 제련소 현장 (3억원)수주

부스터펌프의 구성

부식방지 소프트 실 
제수밸브

부식방지 삼중편심 
버터플라이밸브

맥동완화 컨트롤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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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ast 50 years, SEOKWANG MFG. CO., LTD. 
has been producing various valves used in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to provide clean water 
and build the safe environment. In the 1960s when 
just as other industries, most of the equipment 
used in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were 
imported, we succeeded in developing butterfly 
valves and ball valves with in-house technology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valve industry in Korea and 
requested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establish the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for valves and pipes, 
making contributions to the standardization of water 
facilities. Against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s, 
we continue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cquire 
a number of technology certificates and patents 
and work hard to pay back to our customers with 
faithful A/S. It was only possible to have the butterfly 
valve, metal seated butterfly valve and ball valve, 
which are certified as the good product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intain the top level 
in terms of quality and performance because there 
were customers' support and encouragement. 
We promise you to return your support with more 

advanced products and service.

Certificate & Patent
Excellent Product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Metal seated butterfly valves with adjustable seat
 2013.02.19~2015.02.18/Certificate number-2009233
•  Metal seated ball valves to prevent backward flowing
 2013.06.26 ~ 2014.06.25/Certificate number-2009068
•  Metal seated butterfly valves/2013.11.01 ~  
 2016.10.31/Certificate number-2013187

Performance certification
• Butterfly valves with adjustable seal/2013.04.16  
 ~ 2016.04.15/Certificate No. : 15-995
KS
•  Butterfly valves for water works/2009.07.24 ~/KS B2333
•  Fi t t ings of  coated steel  p ipes for water  
 works/2009.07.24 ~/KS D3578

ISO
•  KS  Q  I S O  9 0 0 1 : 2 0 0 9  /  I S O  9 0 0 1 :  

 2008/2013.09.15 ~ 2016.0914/QMS-1575

•  ISO 14001:2004/2012.11.19 ~2014.12.07/ 
 EAC-04739

API
•  API Spec 6D, Standard 609/2012.10.16 ~  
 2015.10.16/6D-1256

C E
•  CE0045 Butterfly Valve (SO/MO/PO)/2010.12.23 
~/K3113~5/M10

Patents
•  Butterfly valves with adjustable seal/2012.07.20 
~ 2022.06.07/Certificate No.:10-1168918
•  a floating type apparatus preventing water leakage  
 of metal seated butterfly valves/2007.02.20 ~  
 2024.12.09/Certificate No.:10-0687294
•  the apparatus preventing water leakage with  
 double  pilot valve for butterfly valve/2007.09.28  
 ~ 2025.0729/Certificate No.:10-0761457
•  Meta l  seated ba l l  va lves/2009.12.09 ~  
 2027.06.25/Certificate No.:10-0932400
•  Shutoff valve to facilitate separation of segment/2010.05.06  
 ~ 2027.10.01/Certificate No.:10-0957764
•  Butterfly valves to maintain sealing performance  
 for high/low-  temperature service/2011.12.14 ~  
 2031.04.26/Certificate No.:10-1096525
•  Sealing apparatus of ball valve according to out  
 /2010.05.06 ~ 2027.10.01/Certificate No.:0344107
•  apparatus preventing water leakage for ball  
 valves/2005.07.05 ~ 2021.12.31/Certificate No.:0501255

Main Product & Technology 
Butterfly valves
(Manual,Electric,Pneumatic,Hydraulic)
•  Single disc butterfly valve
 (Metal sheet,Rubber sheet)
•  Double disc butterfly valve(Rubber sheet)
ball valve
•  ball valve((Metal sheet,Rubber sheet)
•  back draft matal sheep  ball valve
 (check valve function)
Cryogenic valve
non-return valve
Coated steel pipes for water works
Arc Welded Carbon Steel Pipes

서광공업㈜ | SEOKWANG MFG. CO., LTD.

President 김윤철 | Yoon-Chol, Kim
Add.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62 | 498-62, Jugyang-daero, Iljuk-myeon, Anseong-si, 
Gyeonggi-do, Rep. of Korea #456-912   Tel. 032-661-1888   Fax. 032-661-3888  

Web. www.skvalve.co.kr   E-mail. skvalve@chol.com

서광공업은 지난 50년 동안 상.하수도 플랜트, 시설현장에 소요

되는 각종 밸브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오직 맑은 물 공급과 깨

끗하고 안전한 수도시설 환경을 위해 일해 온 회사입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산어현장에서와 마찬 가지로 상.하수도 시

설분야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산 수입 제품이 차

지하던 시절 자체 기술로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와 수도용 볼

밸브를 국산화하여 국내 밸브제조 산업의 기틀을 마련 하였으

며 나아가 수도용 밸브와 강관의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 신

청을 통하여 수도시설 표준화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기술인증과 수십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한 

A/S로 항상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정된 '버터플라이밸브'와 '메탈시트 버

터플라이밸브',그리고 '수도용 볼밸브'가 그 제품과 성능에서 최

고의 수준을 유지할수 있는 것은 수요기관의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의 고마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기술 획득현황

조달청우수제품

•  시트조정형 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2013.02.19 ~ 2015.02.18/조달청 - 2009233

•  역류방지용 메탈시트볼밸브

 2013.06.26 ~ 2014.06.25/조달청 - 2009068

•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2013.11.01 ~ 2016.10.31/조달청 - 2013187

성능인증

•  실링정도 조절이 가능한 메탈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2013.04.16 ~ 2016.04.15/중소기업청(제15-995호)

KS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2009.07.24 ~/KS B2333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2009.07.24 ~/KS D3578

ISO

•  KS Q ISO 9001:2009

 ISO 9001:2008/2013.09.15 ~ 2016.0914/QMS-1575

•  KS I ISO 14001:2009

 ISO 14001:2004/2012.11.19 ~2014.12.07/EAC-04739

API

•  API Spec 6D, Standard 609

 2012.10.16 ~ 2015.10.16/6D-1256

C E

•  CE0045 Butterfly Valve (SO/MO/PO)

 2010.12.23 ~/K3113~5/M10

특허권

•  실링 정도의 조절이 가능한 버터플라이 밸브

 2012.07.20 ~ 2022.06.07/제10-1168918호

•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의 부동형 누수차단장치

 2007.02.20 ~ 2024.12.09/제10-0687294호

•  더블 파일로트 밸브 붙이 버터플라이밸브 의 누수차단장치

 2007.09.28 ~ 2025.0729/제10-0761457호

•  메탈시트를 갖는 볼 밸브

 2009.12.09 ~ 2027.06.25/제10-0932400호

•  세그먼트의 분리가 용이한 개폐 밸브

 2010.05.06 ~ 2027.10.01/제10-0957764호

•  저온 및 고온에서 실링성능이 유지되는 버터플라이 밸브

 2011.12.14 ~ 2031.04.26/제 0344107호

•  볼 밸브의 외부조정 실링장치

 2002.06.28 ~ 2019.08.12/제 0344107호

•  볼밸브의 누수차단장치

 2005.07.05 ~ 2021.12.31/제 0501255호

주요 제품 및 기술 

버터플라이밸브 (수동 / 전동 / 공압 / 유압)

• 싱글디스크 버터플라이밸브 (메탈시트 / 고무시트) 

• 더블디스크 버터플라이밸브 (고무시트)

볼밸브

• 볼 밸브 (메탈시트 / 고무시트)

• 역류방지용 메탈시트 볼 밸브 (체크밸브 기능)

초저온 밸브

역지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 강관

유압볼밸브버터플라이밸브 완폐식 체크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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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ech is located in Bucheon-City, Korea. 
We are one of the big manufacturer and supplier 
in Mechanical seal, Rotary joint.
Especially we have been developed various 
mechanical seal such as rubber bellows seal, 
Multi spring seal, Single Spring seal, submersible 
pump seal, Acid resistant seal, Lip Seal and seal 
unit for agitator and rotary joint. Etc. 
These Mechanical seals are used for water 
pump, Chemical pump, oil refining industry, Food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etc. 
Now we are supplying every type of mechanical 
seal to our customer and they are satisfied with 
our excellent quality and service. 
Also we are now enjoying great reputation from 

our customer. 

Status of acquiring
Certification/ Technology
• ISO 9001

Main Product & Technology 
• Mechanical Seal
• Seal Unit: for Chemical, Food industry
• Dry Running Seal: for Chemical, Food industry
• Chemical resistance mechanical seal
• Mechanical Seal for high pressure pump
• Mechanical Seal for submersible pump
• The other seal for industrial pump
• Lip seal
• Rotary Joint

Performance
Dong-A pharmacy 
Setting sanitary pump and pipe arrangement.
High tech pharm 
Manufacture Seal Unit for agitator, Repair agitator.
KC Chemical 
Supply mechanical seal for increase chemical 
factory.

서울테크 | SEOUL TECH

President 이기영 | Ki-Young, Lee
Ad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36 춘의테크노파크 102-511 | 102-511,Chunuitechno park, 
36, Bucheon-ro 198beon-gil,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32-661-1888   Fax. 032-661-3888   Web. www.seoul-tech.kr   E-mail. soulteclky@naver.com

경기도 부천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테크는 1996년 10월 창업

한 이래, 화학, 식품, 석유, 선박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산업부품 중 하나인 Mechanical Seal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Mechanical seal 제품으로는 싱글스프링씰, 멀티스프링 씰 

및 고무 벨로우즈씰, 수중펌프씰, 내산용씰, 고온용씰, 씰 유니트

등 다양한 용도의 Mechanical seal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베트남등의 해외수출로 사업 영

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들에게 안정된 품질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표준품의 

재고보유로 신속한 납기, 철저한 사후 관리로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인증 및 기술 획득현황

• ISO 9001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Mechanical seal 

• Seal Unit: 화학,의료,식품용

• 믹서용 Dry Running Seal: 화학,의료,식품용

• 고압용 펌프 Seal

• 수중 및 오폐수용 seal

• 기타 산업용 Mechanical seal

• Lip Seal

• Rotary Joint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동아제약 펌프 및 배관用 Seal Unit 제작 및 교반기 Repair 공사

하이텍팜 제약용 교반기 Repair 공사수주 

KC주식회사 화학용 라인 증설공사 M/seal 부분 수주

STM85 SUC MSU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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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엔지니어링 | sungileng

President 오강원 | Kang-Won, Oh 
Ad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62-14(도당동) | 14, Pyeongcheon-ro 862beon-gil,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32-676-0233   Fax. 032-673-6297   

Web. www.sungileng.com   E-mail. sungileng1@naver.com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회

사 저희 성일엔지니어링은 상하수도 및 배관설비용 장비를 제

작하는 전문업체로, 수년간 자동화 장비 제작을 통해 습득한 정

밀 가공 및 자동화 응용기술과 공사현장에서의 사용자 요구사

항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현장조건에 적합한 작업 편리성과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수많은 장비들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또 하수연결구를 개발 생산하여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사의 신속성, 공정의 단순화를 이루어 여러 공사현

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일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우리나라 환

경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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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 SRS하수연결 단지관(품목명: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 부단수 천공기 150A

• 부단수 천공기 200A

• 전동 부단수 천공기 15A∼50A

• 주철관 자동 절단기

• 하수관 천공기(굴삭기부착용하수관맨홀천공기

• 거치식유압하수관천공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2006년부터 서울시 25개 구청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하수개량공사.

• 2011년 11월 경기도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 2011년 10월 경기도 김포시 김포공항 산업도로 및 

   마곡하성 간 도로개설공사.

• 2012년 7월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남동구, 계양구) 정비공사.

• 2012년 6월 SH공사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

• 2012년부터 LH공사 택지개발사업(기흥.위례).

• 2013년 하수관거 정비공사(수원,인천,안양).

• 2013년 논산시 동산산업단지 진입공사.

• 2014년 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we think about the customers first with leading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products, sungileng 
specializes in manufacturing the equipment of 
water supply  and Water and Wastewater  and 
Plumbing Fixtures.
Production automation equipment acquired 
through the years a prec is ion machin ing 
and automation application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precise analysis of 
user requirements in the field through a suitable 
working conditions to improve the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of water and wastewater 
quality production equipment was developed 
, the development of sewage produced by 
the connector to prevent leakage of sewage, 
construction speed, simplicity of the process 
made   it 
As a result we sungileng  reputation well received.
sugi leng wi l l  constant ly contr ibute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promise to do our best

Certificate & Patent
•  Drill ing without blocking (automatic) ,1995   
 Patent (Utility Model No. 090365)
•  September 1995 pipe (cast iron) with auto cutter  
 Patent (Utility Model No. 090615)
•  Hume pipe (sewer) drilling December 1996  
 patent (Utility Model No. 090615)
•  Connections October 2001 sewer maintenance  
 developed patented technology assessment and  
 decision (Utility Model No. 299981)
•  Korea in  January 2013 Plast ic  Industry  
 Cooperat ive group standard cert i f icat ion  
 (polyethylene sewer pipe fittings-KPS M 2017)

Main Product & Technology 
•  SRS only sewage connection tube (item name:  
 General polyethylene eumgwan)
•  Drills can unceasingly 150A
•  200A Drills can unceasingly
•  15A ~ 50A uninterrupted power can Drills
•  Cast iron pipe auto cutter
•  Sewer  per fora tor  (per fora tor  excavator 
attachment sewer manholes
•  sewer geochisik hydraulic perforator)

Performance
•  Seoul 25 since 2006  sewer maintenance work  
 and sewer construction. 
•  Uijeongbu, Gyeonggi Province in November  
 2011 East Road extension project. 
•  Gimpo Gimpo, Gyeonggi Province in October  
 2011 industrial road construction roads between  
 fluvial and Magog. 
•  July 2012 Incheon Asian Games Stadium  
 (NAMDONG, Gyeyang) maintenance work. 
•  SH(Construction) June 2012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sinnae business district. 
•  LH(construction) land development business in  
 2012 (Giheung. Wirye). 
•  2013 Sewer Maintenance Corporation (Suwon,  
 Incheon, Anyang). 
•  Just enter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2013,  
 Nonsan garden. 
•  Shiheung winter 2014 urban development  
 district creation construction projects.

SRS하수연결단지관 -국내 모든하수도관 적용가능 자동주철관절단기 굴삭기부착하수관천공기 부단수전동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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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계주철 | SEGYE CAST IRON CO., LTD

President 최익구 | Ik-Goo, Choi 
Add.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길 5길 29 | 29, Yougcheon-5gil, Wachon-myeon,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Tel. 054-331-0123   Fax. 054-331-1175   

Web. www.caston.kr   E-mail. yuchoi@caston.kr

세계주철은 맨홀뚜껑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과 21세기형 친환경

적 제품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

구·개발의 성과로 여러건의 인증과 특허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첨단시설을 만드는 기업, 인간을 행복으

로 이끄는 기업

인증 및 특허

조달우수제품인증, EN24인증, 성능인증, KS인증, 품질경영시스

템인증, ISO9001인증, IOS14001인증, 보도용 디자인맨홀 특허

출원, 덕타일 주철 이형관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D 4308 인증, KP메커니컬 죠인트용 압륜, 볼트, 너트 

KSD 4308 인증,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적합성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취급제품: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부양식 안전잠금 맨홀 

 뚜껑(쇼바형)-수자원공사 공동 특허, 조달우수 제품/보도용디 

 자인맨홀/부양식 일체형 맨홀뚜껑/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 

 (사각)/상수도 맨홀뚜껑/악취차단 맨홀뚜껑/KS맨홀/통신맨홀/ 

 한전맨홀/이형관 및 보강이탈방지압륜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 뚜껑(쇼바)

•  2013년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대상(수도신기술 부분)

•  제품 설명

-  기존의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에 쇽 업쇼바(Shock  

 Absorber)를 장착한 제품

-  작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차량 등에 많이 사용하는 쇽업쇼 

 바를 상·하수도 전기통신용 맨홀에 적합하도록 성능을 개선

- 작업자 1인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개폐작업이 가능함

-  쇽 업쇼바는 차량용 제품을 기본으로 맨홀뚜껑의 중량에  

 맞게 주문 제작

-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습기, 녹 발생, 열, 진동 등에 관한 성능시험 완료

- 이상 발생시 교체가 가능하여 큰 어려움이 없음

•  용도: 도로용, 차집관거용(밀폐용), 하수도, 상수도, 통신용,  

 도시가스용, 전기용

•  규격: Ø648, Ø766, Ø918, 620×1120×135

 (기존제품 576×538 2장제작, 당사는1개로 제조)

•  기대효과

- 1인 개폐가 가능하다.

- 1인 작업 시 개폐 시간은 20초 가량 소요

-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된다.

-  작업의 효율성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적인 측면을 고 

 려해볼 때 월등히 경제적이다.

보도용 디자인맨홀(인도용·공원용·화단용)
•  적용범위: 인도용, 공원용, 화단용

•  제품설명: 파손우려가 높은 인조석 칼라맨홀 뚜껑의 대체품으로  

 100%주철로 제작하여 내구성 우수하며 분체도장을 적용한  

 제품으로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에 우수한 제품입니다.

•  규격 및 재질: 800×800×60(Ø648), 주철재(구상흑연주철)

•  적용사례: 기존 보도용 칼라맨홀(중국산)과 규격이 같아 교체 

 공사가 용이함

보강이탈방지압륜
•  이제품은 주철관 및 주철이형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존 압륜에 직 

 각부분을 스파이크로 힘을 가하여 주철관에 이탈력을 감소시켜 안전 

 하게 주철이형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스파이크 볼트를 압륜 볼트너트와 같은 방향에서 조임을 하여 기존에  

 필요로 했던 작업공간(주철이형관에 수직으로 조임하여 많은 작업공 

 간이 필요함)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작업시간에서도 기존보다 빠른  

 시간에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날은 주철이형관에 동 

 심원을 똑같이 하여 접착율을 높였으며 열처리하여 뛰어난 강도를 자 

 랑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지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 

 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성을 가진 세계주철에 보강이탈방지압륜은 기 

 존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전국지자체, 전국BTL, 한국전력, 서울시상수도 사업본부,  KT,  도시가스

We, Segye Cast Iron, have made an effort to 
satisfy customers with perfect product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on manhole cover 
and to provide 21st friendly environmental goods 
together with safety of users. Based on this 
endeavor and achievement, there are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 we have. We promise 
that we are not satisfied with present position but 
do our best.
Think about environment. Create cutting-edge 
facilities. Lead human to be happy.

Certificate & Patent
En124(European standard), ISO 9001, ISO 
14001, Certification of best products on Korea 
Procurement,  Certification of efficiency, Korea 
standard, Korea Certification, Certif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Patent for design 
manhole, Ductile cast iron fitting KC sanitation 
safety certification, Ductile cast iron fitting KSD 
4308 Certification, KSD 4308 for KP mechanical 
Joint fitting, blot and nut, Certification of suitability 
for Ductile cast iron special fitting 

Main Product & Technology 
Floating-type safety locking manhole cover
Awarded by Korean Water Supply for part of 
technology.
•  Application: Road, Sewage, Drinking water,  
 Electronic Communication, Gas, Electricity 
•  Specification: Ø648, Ø766, Ø918, 620×1120×135
•  Strong point

- Cover can be opened by only 1 worker
- It takes about 20 sec. to open a cover.
-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against a heavy  
 weight cover during opening and closing it.

-  Cost effective due to less worker and more  
 efficient to open and close cover 

Design Manhole
• Application: Foot way/ Park/ Flower garden
• Specification: 800×800×60(Ø648)

•  Strong point
-  Replacement of color manhole by artificial  
 stone which is easily damaged. It is excellent  
 durable for looking good.

-  Easy to substitute previous manhole made by  
 China due to same specification 

Reinforced Compressing Band
This product is for fitting goods. It is reducing pipe’s 
dislodgement force by giving vertical pressure from 
compressing band to ductile cast iron pipes. Unlike 
the other goods, the spikes bolt are located at the 
same direction of compressing band’s tightening 
bolts. It can minimize the working space, labor cost, 
and working hour remarkably. Strong fixing spikes 
which were designed specially and treated by heat 
enables the reinforced compressing band to fix and 
holds pipes safely even up to 50 bar extremely high 
pressure. As you may know, these day there are 
lots of disasters happening such as earthquake. Our 
quake-proof high technical goods  are precisely fit for 
response to these kind of calamity. 

Performance
Korea municipality, Korea Electric Power corp, KT, 
Seoul Water Work, City gas corp

보강이탈압륜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쇼바형)보도용칼라-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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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정기공 | SHIN JEUNG MACH. CO., LTD.

President 오인식 | In-Sik, Oh
Add.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3로43 (예현리 764-7번지) | #764-7 Yehyeon-ri, 
Guji-myeon, Dalseong-gun, Daegu, Korea   Tel. 053-617-2332   Fax. 053-617-2334   

Web. www.sjvco.co.kr   E-mail. sjvco@hanmail.net/sjvco@naver.net 

“창조적인 기술로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처음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정기공입니다.”

저희 (주)신정기공은 창사 이래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꾸준

한 기술개발과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비약적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또한, 상·하수도 시설현장에 소요되는 각종 

밸브, 수문, 수처리 기자재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오직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시설 환경을 위해 일해 온 (주)

신정기공입니다. 대부분의 산업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하수

도 시설분야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산 수입 제품

이 차지하던 시절 자체 기술로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와 수도

용 제수밸브를 국산화 하여 국내 밸브제조 산업의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나아가 수도용 볼밸브와 강관의 한국산업규격 (KS)의 

제정 신청을 통하여 수도시설 표준화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주)신정기공은 최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자

재 입고시부터 각 세부공정완료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철저하

게 품질관리를이루고 있습니다.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해 작업환경 및 품질관리에 전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제조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생산과정에 자원절약과 에너지절약

의 관점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 정확한 납기, 보다 나은 성능, 그리

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 모든고객의 바람

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13. 04. 05 특허 제10-1253650호

  (무게 추를 이용한 자동수문장치) 획득

• 2013. 04. 18 특허 제10-1257705호

  (콘 밸브에 있어서, 실린더 게이트의 슬라이딩 

  조절기능 구조를 갖는 가이드 안정장치) 획득

• 2013. 08. 19 ㈜신정기공 3공장 설립

• 2013. 08. 23 특허 제10-13011528호 볼밸브 취득

• 2013. 09. 03 특허10-1306946호 제진기 휘득

• 2012. 06. 14 품질보증(Q-Mark)지정서 획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2012. 08. 16 특허 제10-998023호 

  (수문의 슬러지처리장치) 전용실시권자 등록

• 2012. 08. 16 특허 제10-1085335호 (수로 및 배수장에 설 

  치되는 부유물질 제거용 승강식 제진기) 전용 

  실시권자 등록

• 2012. 11. 15 특허 제10-1203680호

  (버터플라이밸브의디스크 실링조정장치)획득

• 2011. 01. 01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 (한국수자원공사)

• 2011. 05. 01 ㈜신정기공 2공장 설립

• 2009. 10. 21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08. 12. 08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한국품질재단)

• 2002. 12. 03 의장등록(특허청) 등록품목: 벨로우즈형 버터 

  플라이밸브, 벨로우즈형 게이트 밸브

• 2001. 07. 16 ISO 9001 인증서 획득(한국품질인증센터) 인 

  증범위: 밸브류의 설계, 개발, 생산 및 부가서비 

  스 (수도용 닥타일 제수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수문 권양기, 수도용 스테인레스 제수밸브)

• 2001. 11. 29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획득(한극표준협회)  

  규격표시품: 수도용 닥타일 제수밸브(KS B  

  2334),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KS B 2333)

• 1999. 11. 25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획득(한극표준협회) 

  규격표시품: 수도용 닥타일 제수밸브(KS B  

  2334),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KS B 2333)

주요 제품 및 기술 

• 취급제품: 밸브(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밸브, 볼밸브)·수문류, 제진기, 크레인, 체크밸브, 벨로우 

 즈형 신축관이음, 신축관이음

• 주요제품소개: 제수밸브류

• 기존 소프트 실 제수밸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제품

• 대형 게이트밸브

• 한버터플라이밸브

 2중 편심 버터플라이밸브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더블시트 버터플라이밸브

• 수문류

• 체크밸브류

• 볼밸브류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자재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 수자원공사

• 상수도 사업본부

ball valve

butterfly valve

check valve

sluice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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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정공(주) | SHIN JIN PRECISION IND. CO., LTD

President 김재호 | Jae-Ho, Kim 
Add.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6-6 58B 7L 신진정공(주) | 58B 7L, 626-6, Gojan-dong,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22-2590    Fax. 032-822-2596  

Web. shinjinvalve.co.kr   E-mail. sjsrs@chol.com  

•  저희 신진정공은 1967년 신진정공사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 

 기까지 36년간 오직 상수도밸브 분야만을 전문제조하였고 축 

 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하여 1994년 수도 

 용소프트 실 제수밸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특허 및 EM인증 

 을 획득하여 정부의 『맑은 물』 공급에 기여 하였습니다.

• 국내업체 최초로 ISO9001, ISO14001인증획득에 이어 1999   

 년도 산업기반 기술개발 사업과제 수행으로 차세대밸브(일 

 체 주조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SMSB) 연구·개발에 성 

 공, KT/EM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초대형 버터플라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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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4-080 ‘04.12.09)을 획득함으로써 대형 밸브 부문에서 

 도 국내시장을 주도함은 물론 해외 수출(SAUDI ARABIA,$600 

 만)에 성공,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 

 점, 신기술은 물론 품질·환경경영에서도 앞장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밸브 전문 제조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및획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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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용버터플라이밸브 

 (호칭지름 2,900mm~4,000mm)

•  성능인증서(중기청):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과토크방지캡)

•  성능인증서(중기청): 수도용 제수밸브(소프트 실 제수밸브)

•  우수제품인정서(조달청): 캡연장식 소프트 실 제수밸브

주요 제품 및 기술 

• 센터캡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신제품)

• 수도용 일체형 소프트실 제수밸브 (신제품)

• 다용도 소프트 실 제수밸브

• T형관 / 양방향 소프트실 제수밸브

• 수도용 보수밸브 일체형 급속공기 밸브

• 수도용 양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소화전(지상식,지하식)

• 신축가동관 가변이형관 

개도표시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다용도 소프트실 제수밸브(원본)

수도용 양면 제수밸브보수밸브일체형급속공기밸브 센터캡금속시트버터플라이

양방향 소프트 실 제수밸브(원본) 자동 캡 상승식 제수밸브 해수담수버터플라이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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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평주철 | SHINPYEONG Cast-Iron CO.LTD

President 김승중 | Seung-Jung, Kim 
Add.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동 531-6번지 | 531-6, Gaju-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856-2297   Fax. 043-856-2298  

Web. www.주철뚜껑.한국   E-mail. sp2287ks@daum.net  

주식회사 신평주철은 1972년(주)유신주물로 출발하여 4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및 전기,통신

용 맨홀뚜껑과 주철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

로서 2008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조달물자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로,항만,택지등 개발사업에 설계,제작,시공납품을 하

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에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

달납품을 하고 있으며 년간 약 3,000톤 규모에 주물제품을 생

산판매하는 업체로 건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2006년2월에 주식회사 신평주철로 상호를 변경하여 충주에 정

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공급

하고 있으며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과 공공기관의 민원발생에 가장문제인 소음에 개선을 위하

여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완전밀폐형 맨홀을 개발하는 쾌거

를 이루었으며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이며 현재에 만

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한발 앞선 신기술,신제품 개발

에 오늘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의 산업재산권은 특허3건,디자인등록 5건이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07년 09월  한국표준협회 KSD 6021 획득

• 2008년 11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체결

• 2010년 03월   특허획득(특허제10-0949361호):파형강관의 

분기관결속장치

• 2010년 04월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획득

• 2013년 01월  ISO 9001: 2008 인증

• 2013년 01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체결

• 2013년 02월  한국표준협회 KSD6021 획득

• 2013년 05월   특허취득(특허제10-1264059호):맨홀지지틀

과맨홀뚜껑의 잠금장치

• 2013년 11월   특허취득(특허제10-1119149호):맨홀용 받침

틀과 덮개의 잠금장치

사각트랜치맨홀 연속자동잠금형맨홀뚜껑볼트잠금형맨홀뚜껑 소형오수받이용맨홀뚜껑

SHIN PYEONG CAST-IRON CO. LTD was 
established in 1972 by the name of Yoo shin 
casting CO. Ltd and at present, based on its 40 
years of accumulated technology, it specializes 
in the production and sales of manhole for water 
supply and sewage and manhole cover and cast 
iron products for telecommunication. Since 2008, 
we made third party price contract with Public 
procurement Service Department of Korea and 
supply the products which government procures.
We’ve got recognition for our thchnology by 
the design,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and 
delivery for the roads, ports and land development 
projects of  the nat ion and th is has been 
continuing since 2008 up to now and we have 
been growing steadily and soundly as a company 
producing and selling abut 3,000 tons of casting 
product per year. In February 2006, we changed 
our name to SHINPYEONG CAST-IRON CO. LTD 
and settled down in chungju. Based on 40 years 
of accumulated technology,we are supplying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and making unceasing 
efforts to improve our technology,and as the 
results of the efforts to improve thenoise problem 
which is the biggest source of environment 
and civil complaints, we have made splendid 
achievement of developing a fully sealed manhol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got patent for that 
for the first time in Korea.We will move forward to 
supply superior quality products, and we will not 
be satisfied with out current status and promise 
to do our best for the development of one step 
ahead new technology and new product and this 
effort is going on even today. Thank you.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es three 
invention patents and five design patents.

Certificate & Patent
•  September 2007

Acquired KSD6021 from Korea Standards  
Association

•  November 2008
Made third party price contract with Public 
Procurement Service Department of Korea

•  March 2010
Acquired Patent, Patent No.10-0949361 
(Bi furcated Penstock Binding Device of 
corrugated steel pipe)

•  April 2010
Obtained Main-Biz certificate (Management 
Innovation certificate Small Business) approval

•  January 2013
ISO 9001 : 2008 Certification

•  January 2013
Made third party price contract with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Department of Korea

•  February 2013
Acquired KSD6021 from Korea Standards 
Association

•  May 2013
Acquired Patent, Patent No.10-1264059 
(Latching device for manhole support frame and 
manhole cover)

•  November 2013
cquired Patent, Patent No.10-1119149 (Latching 
device for manhole prop frame and manhole 
cover)

▲ 만능잠금기존제품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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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국밸브 | ANKUK VALVE CO.,LTD

President 안병무 | Byung-Moo, Ahn 
Add.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 381, Songsan-ri, Yangg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66-6622   Fax. 031-366-6711  

Web. www.ankuk.co.kr   E-mail. ankuk77@naver.com  

주식회사 안국밸브는 국내 최초로  SMC ball valve를 개발하였

으며 특히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석

유화학, 포스코, LG화학, 삼성토탈 및 100여 개 사에서 테스트 

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다수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을 하였습

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10여 개국(유럽연합)에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신기술 기업으로 평가 받

아 벤처기업인증확인, 일반산업분야의 품질시스템을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신제품 인증

(NeP)과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받은 기업입니다.

안국 SMC ball valve는 열경화성 수지이므로 고온에서도 연화

하거나 변형이 되지 않고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이 생기

지 않으며 비중이 금속, 철의 약 1/5정도로 대단히 가볍고 중량

에 비해 강도비가 우수합니다. 

끝으로 저희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개발로 고객만족

을 위함과, 그리고 세계의 안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 신제품 인증(NeP)

• 벤처기업

• ISO 9001:2008

• 우수산업디자인(GD)

• PL보험가입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 위생안전인증(KC)

주요 제품 및 기술 

SMC 볼밸브

•  고온(150℃)에서 누설이 없음

•  내산, 내식, 내염기, 내열, 무독성

•  녹, 스케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음

•  열전도율이 금속의 1/180 정도로 낮고 단열성이 양호하므로  

 보온·보냉이 필요 없음

•  전기 절연성이 우수함

•  비중이 금속, 철의 약 1/5 정도로 가볍고 중량에 비해 강도비 

 가 우수함

조이클램프

•  안국 조이클램프는 Two-Piece 타입으로 기존의 One-Piece  

 타입으로 밴드 끝이 연장되어 마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밴 

 드 끝 체결부위에 분리된 수밀부자재가 구비되어 있어 적은  

 힘으로 보다 완벽한 수밀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경이  

 일정하지 않아 정원이 나오지 않아도 볼트만 세게 조여주면  

 관에 밀착되어 누수를 완벽하게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임펠러

•  임펠러 날개의 회전방향으로 커터날을 설게하여 오수 및 슬러 

 리 등의 고형체를 효과적으로 분쇄, 이송할 수 있게 함

•  기존 오수펌프의 임펠러보다 날개를 두껍게 적용하여 내구성 

 을 향상시킴

•  유체의 흐름방향인 원심방향으로 요홈을 형성하여 원심력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유체 이송량을 최대화 하였음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포스코

•  현대하이스코

•  삼성토탈

•  화력발전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

슬러리펌프

상수도용밸브

조이클램프

공압식자동밸브 전동식자동밸브

수동밸브

임펠러

VAlVe, ACtuAtOR, PuMP 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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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프리맨홀

PE암거

홈트랩

빗물받이

밀착수밀밴드(JOYBAND)

날개벽

PE원형오수받이

프리맨홀

안국인더스트리(주) | ANKUK INDUSTRY CO.,LTD

President 안병무 | Byung-Moo, Ahn 
Add.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 381, Songsan-ri, Yangg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66-5757   Fax. 031-366-6711  

Web. www.ankuk.co.kr   E-mail. ankuk77@naver.com  

안국인더스트리(주)는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통해 높이를 조

절할 수 있는 원형프리맨홀에서부터 완벽한 수밀을 자랑하는 

JOYBAND, 냄새방지 홈트랩, 한번 조이면 풀리지 않는 이지너

트, 각도조절이 가능한 법면용 날개벽 등 미국, 일본, 유럽 등 선

진국에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신제품을 설계·제작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간편한 시공과 비용절

감, 동절기 시공 가능, 공기단축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하였으

며,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없는 친환경 제품을 제작함으

로써 환경보존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 개발로 고객 만족을 위해, 그

리고 세계의 안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성능인증

• SO 9001:2008

• 벤처기업

• 국내·외 특허 다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우수산업디자인 (GD)상품

주요 제품 및 기술 

원형프리맨홀

•  주문제작으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제작이 가능하여 관 유입부  

 위치나 방향, 관저고에 관계없이 생산, 시공이 가능하다.

•  맨홀본체와 지관이 일체형이며 연결관을 맨홀 지관에 삽입하 

 는 형식으로 부등침하에 특히 강하고 유입, 유출관 접합부 수 

 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  포장 개수 시 높이조절부 사용으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포장 

 레밸을 맞추기가 용이하다.

• 폐기물 처리 시 철재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

밀착수밀밴드(JOYBAND)

•  스텐레스와 PVC수밀포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제작되며, 기 

 존의 1Piece밴드와 다른 2Piece로 이루어져 관경이 일정하지  

 않아도 완벽한 수밀을 유지한다. 

•  체결부위의 환봉이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볼트의 조임 시  

 조임 각도가 각도에 따라 별도로 움직여 나사산의 마모가 적 

 게 발생되어 여러 회 반복하여 조여도 조임이 용이하다.

•  관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관 접합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홈트랩

•  홈트랩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공기 유통을 막아 악취 

 를 차단한다.

•  오물제거통이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뚜껑을 열고 오물 

 제거통의 손잡이를 들어올려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ABS수지로 되어있어 열, 동파, 외압에 강하다.

PE원형오수받이

•  제품의 몸체가 두꺼워 외압 및 토압에 따른 변형이 없다. 

•  상단부에 높이조절체가 삽입되어 있어서 H200까지 높이 조절 

 이 가능하여 포장면에 따른 레벨맞춤 및 마무리가 완벽하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서울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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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너토크 | ENERTORK Ltd.

President 조재찬 | Jae-Chan, Cho
Add.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능여로 344 | #344, Neungyeo-ro, Neungseo-myeon, 
Yeoju-si, Gyeonggi-do, Korea   Tel. 031-880-2800   Fax. 031-881-5860   

Web. www.ar-korea.com   E-mail. enertork@enertork.com 

당사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써 

1987년 설립이래 플랜트 및 관공서에 신뢰성 있는 전동 액츄에

이터를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선

진화된 제품인 유럽산 및 미국산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자

사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기술개발과 고객

의 신뢰를 모토로 경영하고 있는 (주)에너토크는 좋은 품질과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 CE

• Class1E PROFIBUS

• GS

주요 제품 및 기술 

TM 시리즈

•  TM 시리즈는 다회전 전동 액츄에이터로써 제수변 게이트 밸 

 브, 수문, 글로브 밸브를 비롯해 웜감속기와 결합해 대형 접형  

 밸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TQ 시리즈

•  TQ 시리즈는 90도 회전 전동 액츄에이터로써 접형밸브, 볼밸 

 브, 댐퍼 등과 같은 90도 회전 밸브에 적용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하수처리장: 23,025대 

•  정수장: 19,736대

•  발전소: 6,578대

•  기타:32892대

Enertork Ltd is the leading manufacturer of 
electric actuator in Korea. 
Since establ ished in 1987, we have been 
developing, producing and selling our electric 
actuators to plant and government facilities in 
Korea. Due to enforcing quality management, 
our product is more competitive than any other 
products made in U.S and UK. Also, Enertork has 
been investing in research & development, and 
putting much effort to build good customer trust 
in order to produce good quality prodcuts.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 CE
• Class1E PROFIBUS
• GS

Main Product & Technology 
TM SERIES
TM series are multi turn electric actuator. Basically 
use for multi turn valve's control such as globe, 
gate valves.

TQ SEIRES 
TQ series are specially designed for quarter turn 
operating applications such as ball, butterfly, plug 
valves, dampers and similar usages.

Performance
• Sewage: 23,025units
• Waterworks: 19,736units
• Power Plants: 6,578units
• etc.: 32,892units

TQ SERIES T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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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테크 | SM TECH CO., LTD.

President 양철수 | Cheol-Soo, Yang
Ad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 테크노파크 2차 201동 1204호 | 201-1204, Chunui 
Technopark2, 18, 198Beon-gil, Bucheon-ro, Wonmi-gu, Bucheon-si, Gyeonggi -do   
Tel. 032-623-0092   Fax. 032-232-5804   Web. www.waterhammer.co.kr   E-mail. antisurge@hanmail.net

(주)SM tech는 수(충)격방지설비 및 펌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계부터 생산, 검사, 판매 및 사후A/S까지 모든 업무

를 자체 처리하는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수(충)격방지설비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자체 설계 및 

수(충)격 전산해석까지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

천 기술 확보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는 (주)SM tech라는 회사명처럼 수충격

에 관한 관리기술 (Surge Management Technology)로 수충격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기술과 제품으로 귀사의 성공과 함께 

하는 (주)SM tech가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ICR/QI9474/09),  ISO 14001(ICR/EI4022/09)

• 벤처기업 (제20120103869호)

• INNO-BIZ 기업확인 (제110601-01342호)

•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수충격방지시스템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15-937호)

• 녹색기술인증 (제 GT-13-00017호)

• 녹색기술제품 (제 GTP-13-00037호)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2013026)

• 녹색전문기업 인증  (제 GE-13-00022호)

• 2013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동상 수상

주요 제품 및 기술 

수충격 방지설비

•  펌프의 운전 중 긴급정지, 밸브의 급격한 조작시 발생할 수 있 

 는 수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압력과 주기를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동작하므로 모든 상황의 수충격에 대해 보호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및 시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임 (우 

 수발명품, 수도기술대전 수상, 성능인증, 조달 우수제품)

•  수충격 전용 Simulator를 이용하므로 장치에 대한 동작성을 확 

 인하여 공장 및 현장에 설치된 장치에 대해 검증이 가능함

•  20년 이상의 전산유체역학(CFD)의 경험으로 정확한 수충격  

 분석과 안정된 장치로써 완벽한 수충격 방지기능을 수행

•  10년 이상 운전정보를 초 단위로 저장하여 유지관리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완벽한 성능 보장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 강북 취수장 176㎥ 외 다수

•  K-WATER 구미정수장  60㎥ 외 다수

•  해외수출 니카라과 15㎥ 외 다수

•  환경공단 경주 40㎥ 외 다수

•  각 지자체 다수

•  국내 다수 펌프장 전산해석

•  국내 다수 시설물에 대한 전산해석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외 해외 다수 프로젝트 전산해석

SM tech Co., Ltd. itself has been specialized in 
and handled with water hammer system and 
pump development, covering all the required 
processes from design, production, inspection, 
sales, to A/S . 
Particularly, SM tech Co., Ltd. has obtained 
original technologies by acquiring of intellectual 
properties for its water hammer systems as it has 
dealt with all the essential tasks from self-design 
to surge analysis of water hammer.
All our employees and executives will be your 
successful partner which takes responsibility for 
water hammering with our surge management 
technologies and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ICR/QI9474/09)
•  ISO 14001(ICR/EI4022/09)
•  Venture Business(20120103869)
•  INNO-BIZ (110601-01342)
•  Patent office: Excellent invention product 
 – Waterhammer control system
•  SMBA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15-937)
•  Green Technology (GT-13-00017)
•  Green Technology Product (GTP-13-00037)
•  Public Procurement Service: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2013026)
•  Specialized Green Enterprise certificate 
 (GE-13-00022)
•  2013 KOREA Water supply New technology 
 – Bronze prize
•  PCT/KR2013/002436: Water hammer sensing  
 and waterhammer preventive system for energy  
 saving and it’s control process.
•  Patent: 10-0781711, 10-0781716, 10-0742398,  
 10-0748848, 20-0436077, 20-0441012, 

 10-1000077, 10-1203826, 10-1198878, 
 10-1134613 and many others

Main Product & Technology 
•  The system can prevent water hammer which  
 might occur by urgent pump stop or fast valve  
 manipulation. By analyzing cycle and pressure,  
 it functions actively, securing st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to prevent all the potential water  
 hammerings under any situation and condition.
•  Since we use water hammer-exclusive simulator,  
 we can check the mobility of the system and  
 verify the equipments installed at the plants and  
 practical sites.
•  With more than 20-year experience in CFD, we  
 realize perfect water hammer prevention through  
 correct analysis and stable devices. 
•  I t  is possible to save more than 10-year  
 experience in operation by second and apply to  
 maintain. Perfect performance is guaranteed.

Performance
• Seoul gangbuk intake 176m³ and others
• K-WATER gumi WTP 60m³ and others
• Oversea Nicaragua 15m³ and others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gyeongju STP  
 40m³ and others
•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 Surge analysis of domestic pump stations 
• Surge analysis of domestic facilities  
• Surge analysis of a large number of projects in  
 Saudi Arabia, Iran, Iraq,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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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치케이씨 | HKC Co., Ltd.

President 한성민  | Seong-Min, Han
Ad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55 (성곡동) | (Seonggok-dong) 155, Byeolma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South Korea   Tel. 031-488-8266  
Fax. 031-488-8269   Web. www.hkcon.co.kr   E-mail. hkcelite@hkcon.co.kr 

㈜에치케이씨는 1991년에 창립하여 올해로서 23주년을 맞

은 액츄에이터 전문업체입니다. 1995년 10월 Electric Motor 

Actuator가 개발되었고, 성능과 디자인 개선을 거듭하여 1998

년 09월 모델명 HQ로 Actuator의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공압 액츄에이터 분야에서도 HP Model과 Heavy Duty의 ET 

Series Model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품목은 EU의 97/23/EC 

Directive에 따르는 CE Mark 인증과 IEC 61508에 근거하여 세

계 유수의 인증기관인 SIRA로부터 SIL 인증을 취득하여 품질

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압 액츄에이터는, 원거리에

서는 제어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가 밸브위치표시기입니다. 그 밖에 각 품목과 관련하

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Declutch Gear Override 등 각종 

Accessory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기업 부설 연구소 

• 특허 10-0827347  나사조립식 밸브개폐장치

• 특허 10-1132130  상하작동식 전동구동기

• 특허 10-1330993  솔레노이드밸브가 결합된 방폭형 

  밸브포지션 인디케이터

• 특허 10-1241765  유량조절밸브를 개폐시키기 위한 

  모터의 구동장치

• 특허 10-1219603  펄스아노다이징을 이용하여 내식성이 

  강화된 밸브액츄에이터 및 그 표면처리방법

• ATC 및 NET 인증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ABS (미국선급협회) 형식승인

• RINA (이태리선급협회) 형식승인

•  2004년 호주 자동화전시회 출품작 중에서 최우수상 수상         

 (Digital Electric Actuator)

• HQ Model (Quater-Turn 전동 액츄에이터) 

 2013년도 현재-세계일류상품 등재

• APL Model(밸브위치표시기) 2013년도 현재-세계일류상품 등재

• HQ Series, APL-4,5 Series CSA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전동 액츄에이터 (HQ Series)

•  Quarter Turn 밸브인 Butterfly, Ball, Plug, Damper 등 90°회전 

 용 밸브를 구동하는 전동식 구동기, 

•  각종 Plant의 자동화 공정, Intelligent Building의 HVAC System 

 의 제어 수행을 목적으로 배관에 밸브와 함께 설치되어 열림,  

 닫힘과 비례제어의 기능을 수행

•  방수등급 IP 67의 기본형, IP 68의 선택형과 현장에서 구동이 가능 

 한 LCU, 비례제어를 목적으로 한 PCU, 위험지역에서도 운전을 가 

 능케 하는 KCs, IECEx, ATEX 인증 방폭형 등 다양한 선택사양을 구비

전동 액츄에이터 (HM Series)

•  Quater Turn용 밸브뿐만 아니라 Gate, Globe 밸브 등 대용량 

 의 다회전용 밸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액츄에이터로써  

 차세대 주력제품으로의 잠재력을 가진 품목

전동 액츄에이터 (HL Series)

•  Gate, Globe 등의 상하 수직 개폐방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 

 는 Linear 방식의 전동액츄에이터

공압 액츄에이터 (HP Series)

•  범용성을 가진 다양한 조건에 적합화할 수 있는 액츄에이터이 

 며, CE/PED Mark와 IEC61508:2010에 의한 SIL 인증

공압 액츄에이터 (ET Series)

•  Heavy Duty 용으로써 대용량의 밸브 구동을 위하여 사용되며,  

 HP Series와 함께 CE Mark, SIL 인증을 득하여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밸브위치표시기 (APL Series)

•  APL-2, APL-3: Quater Turn용 밸브에 공압 액츄에이터와  

 함께 사용되는  범용성 있는 밸브위치표시기로서 IP66, IP67,  

 IP68의 방진 방수 등급임.

•  APL-4, APL-5, APL-7, APL-8: Quater 밸브에 공압 액츄 

 에이터와 함께 사용되며, 위험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KCs,  

 IECEx, ATEX 인증품이며, IP66, IP67, IP68의 방진 방수 등급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Intelligent Building의 HVAC System

• 인도네시아 Krakatau Posco 제철소

• 당진화력, 군산 열병합, 파주 열병합 등 발전소

• 대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지하철 및 인천공항 철도

• 하이닉스(중국공장) 

• 삼성전자(중국 서안공장), 삼성전자 수원, 화성, 탕정공장

• DSME Floating Dock 3 & 4, NA-91 Floating Dock

• 해외 조선소 ZPMC 1044, 1045, 1046 

• 포항제철 제 2열연공장, 

• 1700 kW Packaged Power Station in Cuba

• Riyadh PP11, Ruwais 4th NGL Train

• Ecuador Power Plant, Khalij 4x350MW, Venezuela Power Plant

• 마산 상수도, 덕산 상수도, Russia Water and Swage Construction Project, 

• Saudi Qurayyah IPP Project

HKC Co. is a professional Actuator manufacturer was 
established in 1991 and marked the 23rd anniversary 
this year. An Electric Motor Actuator was developed 
in Oct. 1995, it has been more and more improved 
on its performance and design, at last the actuator 
was launched as HQ series electric actuators in Sep. 
1998. Also, in the field of pneumatic actuators, HP 
model and ET series of heavy duty actuators have 
been manufactured, and these items were verified 
with the SIL certified by SIRA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dy in accordance with IEC61508, and CE/PED 
mark in accordance with 97/23/EC Directive of EC. 
When it comes to pneumatic actuators, because its 
open or close status cannot be checked from a long 
distance, the use of Valve Position Monitor called Limit 
Switch Box is necessary. In addition, HKC is providing 
and producing Accessories for the user convenience 
such as Declutch Gear Override. 

Certificate & Patent
•  Company affiliated R&D center 
•  Patent 10-0827347: Screw-assembly type valve  
 position monitor
•  Patent 10-1132130: Vertical-operated electric actuator
•  Patent 10-1330993: Explosion proof valve  
 position indicator with solenoid valve combined
•  Patent  10-1241765: Motor actuator  for  
 operating of control valve
•  Patent 10-1219603: Reinforced corrosion  
 resistance valve actuators and surface preparation  
 method using a pulse anodizing process.
•  ATC and NET certified
•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ed 
•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ertified
•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Type approval
•  RINA (Registro Italiano Navale) Type approval
•  Awarded Best New Product prize as SMS- 
 Digital Electric Actuator at “Automate CIM World  
 Exhibition 2004” in Melbourne.
•  HQ (Quater-Turn electric actuator) and APL  
 (Valve Position Monitor) Model were registered  
 as “Korean World-class Product Award 2013”
•  HQ Series, APL-4,5 Series CSA certified

Main Product & Technology 
HQ Series Electric Actuator
•  Electric actuator for 90°operated Quarter turn  
 valve such as Butterfly, Ball, Plug and Damper
•  Installed on piping with valve for automatic  
 control at various process of plant, HVAC system  
 control of Intelligent Building and performed  
 open or shut off function
•  Various optional items such as basic model of  

 weather proof IP67 grade, advanced type of  
 IP68 grade, LCU (Local Control Unit) which able  
 to operate at actual place, PCU (Proportional  
 Control Unit), and KCs marked, IECEx or ATEX  
 certified items for using at hazardous location.

HM Series Electric Actuator 
•  High performance actuator which is a potential  
 main item as next generation which able to  
 applied quater turn valves as well as multi turn    
 type heavy duty of Gate and Globe valves.

HL Series Electric Actuator
•  Vertical linear electric actuator for operating  
 Gate, Globe valves

HP Series Pneumatic Actuator 
•  Versat i le appl icable actuator for var ious  
 operating condition, it was certified CE/PED  
 Mark and SIL according to IEC61508:2010

ET Series Pneumatic Actuator
•  Applied for operating heavy duty and large size  
 valves. This model, which certified CE mark and  
 SIL,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export to    
 overseas markets.

APL Series valve position monitor (limit switch box)
•  APL-2, APL-3: Versatile applicable valve position  
 monitor with pneumatic actuator for quater turn  
 valves. These are dust proof and weather proof    
 of IP66, IP67 and IP68 grade.
•  APL-4, APL-5, APL-7, APL-8: High grade of valve  
 position monitor for quarter turn valves. These  
 position monitors, which certifed KCs, IECEx,  
 ATEX of explosion proof, IP66, IP67 and IP68  
 of dust and weather proof grade, are used with  
 pneumatic actuators and can be applied hazardous location.

Performance
• HVAC System of Intelligent Building
• Krakatau POSCO steel mill in Indonesia
• Dangjin thermal power plant, Gunsan combined heat  
 & power plant, Paju combined heat & power plant
• Subways and railways in Daejeon, Seoul, Busan, Inceon, Kwangju
• Hynix (Factory in China)
• Samsung Electronics(Xian Plant in China),  
 Suwon, Hwasung, Tangjung Plant
• DSME Floating Dock 3 & 4, NA-91 Floating Dock
• Overseas shipbuilding industry (ZPMC 1044, 1045, 1046)
• POSCO the 2nd hot roll mill,
• 1700 kW Packaged Power Station in Cuba
• Riyadh PP11, Ruwais 4th NGL Train
•  Ecuador Power Plant, Khalij 4x350MW, Venezuela Power Plant
• Masan, Deuksan water treatment, Russia Water  
 and Swage Construction Project, 
• Saudi Qurayyah I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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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금속(주) | Young Dong Metal Co., Ltd

President 김윤환  | Yoon-Hwan, Kim
Add.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10번길 22(경서동 363-201) | 22, Saryeom-ro 10beon-gil, 
Seo-gu, Incheon, Korea   Tel. 032-561-7900  Fax. 032-561-5773   

Web. www.yd-metal.co.kr   E-mail. yd7900@nate.com 

영동금속(주)는 일반배관 및 수도용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를 생

산하는 업체로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무결점의 제품을 생산하고

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량품제로에 도전하는 기

업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개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제품까지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터)는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

지하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국내의 어떤 업체와 

겨루어도 성능이 뒤지지 않으며 외국의 유수한 기업의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대비 성능이 타 회사의 제품보다 

우수하고 뛰어나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동금속(주) 임직원 일동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

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 끊임없는 신기

술 개발과 가치창조를 통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취급제품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터)

• 청동밸브(게이트, 글로브, 스윙체크)

• 공기/흡배기밸브

• 방열기밸브, 볼밸브

• 앵글밸브, 엘보, CM Nut

인증 및 획득마크 

•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B 200) 단체표준 표시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인정

• 특허청 특허등록

• ISO 9001

• KS 인증(KS B 2301, KS B 2308, KS B 6405)

제품 및 공법소개

수도용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터)

•  본 제품은 수도용 단일식, 이중식 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커넥 

 터)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L형 커넥터에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 

 으로 여겼던 역류방지용 카트리지 두 개를 일자형으로 배치한  

 제품임.

•  역류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성과 함께 국내수도 배관 

 구조에 적합한 실용성 및 좁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설 

 치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경 

 제성 측면에서도 일체화 되어 각 연결 부품을 해체하고 역류 

 방지 장치를 별도로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타 방식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였음.

•  외국에서는 30-40년 전부터 각 가정에 역류방지밸브를 상수 

 도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으 

 며 불이행시 벌금 및 단수 조치가 가능함.

•  고도수화 되어가는 수돗물과 더불어 급수장치의 질적인 향상 

 을 도모하고, 전기의 누전차단기와 같은 역할이 가능한 역류 

 방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함.

GnS 밸브

•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연결부품  

 및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간 절약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밸브의 디스크에 Teflon Ring을 장착하여 본체 Sheet부분과의  

 기밀성을 높이고 디스크 보수시 Teflon Ring만을 교체하여 비 

 용절감의 효과가 좋습니다.

•  스트레이너의 Screen Hole(여과망 구멍)설계를 최적화하여 압 

 력손실의 최소화 및 이물질 차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  수평·상향식 수직배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스트레 

 이너 여과망을 개선하였습니다.

•  간단한 공구로 스트레이너덮개를 열고 닫을수 있도록 하여 사 

 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하였습니다.

공기밸브

•  드레인 전용홀이 붙어 있어 급속 흡기, 배기 기능을 가진 공기  

 밸브임.

•  배관이 진공이 되는 경우에 빠른 흡기, 배기 기능으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함.

•  드레인 전용홀이 붙어 있어 옥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드레인관을 배수구까지 배관하는 때는 대기 개방에 따른 것임.

•  중앙직결급수 방식의 흡배기 밸브에 최적화 되어 있음.

청동밸브, 무연청동밸브, 볼밸브, 방열기밸브, 앵글밸브,    
엘보, CM Nut

•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

•  수도용은 무연청동제품입니다.

Technical Description
Back flow prevention function is strengthened by 
arranging two catridges of different size in straight 
line. And, this connector minimizes pressure 
drop in order to maintain basic flow quantity. 
User can choose single form or multiple form 
without changing the structure of connector. It 
works excellently even at low pressure because it 
adopts spring type back flow prevention. Canging 
flow velocity and flow rate are optimized vy using 
two separate cartridges. This connecter can ve 
installed in any direction and angle, and even in 
L-shaped connector widely used in Korea, which 
had been considered impossible.

Features
•  Prerect backflow prevention funciton
•  No need for additional installation space
•  Maintenance free
•  Lowered cost as each connection part can be  
 dismantled and assembled separately
•  Excellent durability
•  Easy cleaning and exchanging inner parts as the  
 main body of back flow preventing connector is  
 made as a cartridge

Application Areas 
 Apartments, houses and buildings

청동밸브/무연청동밸브/볼밸브/방열기밸브 앵글밸브/CM Nut/엘보

공기밸브 GnS 밸브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커넥터)



2014 W
ATE

R
 K

O
R

E
A   166 /

167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VAlVe, ACtuAtOR, PuMP C-2-10

우성밸브 주식회사 | WOOSUNG VALVE CO., LTD.

President 오찬세  | Chan-Sea, Oh
Add.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46 (송정동) | #46(Songjeong-Dong) Noksansandan 
335ro, Gangseo-Gu, Busan, Korea   Tel. 055-831-1251  Fax. 055-831-1201   

Web. www.pancheck.co.kr   E-mail. wsv@pancheck.co.kr 

우성밸브(주)는 1981년부터 30년동안 체크밸브만을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여 온 업체로서 국내외 산업, 건축, 조선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경험과 축척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일

본, 프랑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싱가폴, 중국 등 세계 각 지역

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성밸브(주)의 고유 브랜드인 “판(板) 체크밸브”는 원판을 뜻

하는 DISC에서 따온 이름으로 발음과 표기가 용이하며, “모든, 

널리”의 뜻을 가진 “PAN”으로 표기하여 범용화(汎用化), 세계

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의 시스템으로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맞추도

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이노비즈(기술혁신중소기업)

•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KWC-2012-0610)

• 부산시 선도기업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 CE

• 특허 3, 신용신안2, 의장2, 디자인1, 상표권 1

주요 제품 및 기술 

NON-SLAM NOZZLE CHECK VALVE

•  SIZE: 50A ~ 1000A, ASME Class 150 ~ 300, JIS 10K / 20K

• TYPE: FLANGE, WAFER

• MATERIAL: Stainless Steel, Bronze, ALBC3, WCB etc.

SWING PAN CHECK VALVE

•  SIZE: 40A ~ 1000A, ASME Class 150, JIS 10K / 20K

• TYPE: WAFER, LUG, FLANGE

• MATERIAL: Stainless Steel, ALBC3, WCB etc.

DUAL DISC CHECK VALVE

•  SIZE: 50A ~ 1700A, ASME Class 150 ~ 300, JIS 10K / 20K

• TYPE: FLANGE, WAFER, LUG

• MATERIAL: Stainless Steel,  WCB etc.

CENTER GUIDED DISC PAN CHECK VALVE

•  SIZE: 15A ~ 350A, ASME Class 150 ~ 300, JIS 10K / 20K

• TYPE: WAFER

• MATERIAL: Stainless Steel, Bronze, Brass, Ductile Cast Iron,  

 WCB etc.

NON-SLAM FOOT VALVE

•  SIZE: 300A ~ 1000A, ASME Class 150 ,  JIS 10K

• TYPE: WAFER

• MATERIAL: Stainless Steel, Bronze, ALBC3 etc.

OTHER MANUFACTURING CHECK VALVE

•  SCREW END CHECK VALVE

• VACUUM CHECK VALVE

• BALL FLOAT VALVE

Woosung Valve Co, Ltd is the special ized 
company developing and producing check valves 
for 30 years. And also we have a wide variety of 
experience and knowhow in the field of industry, 
building and shipbuilding at home and abroad.
“PAN” Check Valve which is Woosung Valve Co. 
Ltd.'s inherent brand name, comes from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 of disc. and PAN includes 
the meaning which our check valve can be used 
at every places and for every people in the world. 
We're always trying to persevere in our efforts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 eventhough small 
quantity but various specification of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Established a Developement Institute and  
 obtained the cetificate
• Certified as  INNO-BIZ 
 (Technical Innovation Company)
• Obtained the certificate of  KC (KWC-2012-0610)
• Certified as Busan Leading Company by Busan City
• Obtained ISO9001:2008
• Obtained CE mark 
 ( No. CE-PED-H-WSV 001-11-KOR)
• Patent 4, Utility Model Registration 2, Design  
 Right 2, Trade Mark Registration 1, Design  
 Registration 2 

Main Product & Technology 
NON-SLAM NOZZLE CHECK VALVE
•  SIZE: 50A ~ 1000A, ASME Class 150 ~ 300, JIS  
 10K / 20K
• TYPE: FLANGE, WAFER
• MATERIAL: Stainless Steel, Bronze, ALBC3,  
 WCB etc.

SWING PAN CHECK VALVE
•  SIZE: 40A ~ 1000A, ASME Class 150, JIS 10K / 20K
• TYPE: WAFER, LUG, FLANGE
• MATERIAL: Stainless Steel, ALBC3, WCB etc.

DUAL DISC CHECK VALVE
•  SIZE: 50A ~ 1700A, ASME Class 150 ~ 300, JIS  
 10K / 20K
• TYPE: FLANGE, WAFER, LUG
• MATERIAL: Stainless Steel,  WCB etc.

CENTER GUIDED DISC PAN CHECK VALVE
•  SIZE: 15A ~ 350A, ASME Class 150 ~ 300, JIS  
 10K / 20K
• TYPE: WAFER
• MATERIAL: Stainless Steel, Bronze, Brass,  
 Ductile Cast Iron, WCB etc.

NON-SLAM FOOT VALVE
•  SIZE: 300A ~ 1000A, ASME Class 150, JIS 10K
• TYPE: WAFER
• MATERIAL: Stainless Steel, Bronze, ALBC3 etc.

OTHER MANUFACTURING CHECK VALVE
•  SCREW END CHECK VALVE
• VACUUM CHECK VALVE
• BALL FLOAT VALVE

NOZZLE CHECK NOZZLE CHECK SWING CHECK DUAL DISC NON-SLAM FOOT VALVE BALL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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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하 | EUNHA MACHINERY INDUSTRIAL CO.,LTD

President 박순원 | Soon-Won, Park
Ad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25번길 47 (춘의동) | Suite 47, 425 Gilju 
ROAD(Chunui-dong),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2-806-4263   
Fax. 02-806-4266   Web. www.emico.co.kr   E-mail. actuator@emico.co.kr  

(주)은하는 ‘품질이 우선’ 이라는 이념아래, 1986년 설립하여 

전동 액추에이터 전문 생산 업체로서 최고의 기술과 고객만족, 

품질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 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30여개국의 밸브 제조사와 각종 빌딩, 

플랜트, 제철소, 상·하수 처리장, 발전소 등에 당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스프링 리턴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여 수입 대

체 및 해외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는 풍부한 경험과 유능한 직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속적

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유수의 업체들과 당당

하게 품질로써 경쟁하여 세계 최고의 액추에이터 회사가 되는 

것 이며 고객이 완벽하게 만족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 G-패밀리 기업 지정

• 한국원자력연구원 T등급 승인

• 캐나다 CSA 인증

• NA SERIES ATEX 방폭 인증

• 러시아 GOST 인증

• SA EXP 방폭 안전인증(KTL), ATEX(KEMA) 인증

• NA INTEGRAL 방폭 안전인증(KTL), ATEX(DEKRA) 인증

• SR 시리즈 방폭 안전인증(KTL), ATEX(DEKRA) 인증

• NEP 신제품 인증서 획득(비상용 스프링 리턴 전동액추에이터)

• 실용실안

- 제242838호 캠 리미트 스위치 구조 실용실안 

• 특허    

- 제0438361호 토오크 측정장치 

- 제10-0717736호 전동액추에이터용 일체형 바디구조

- 제501246호 밸브 개폐용 액추에이터의 모드 전환장치

- 제10-0803030호 내부 몸체 분리형 전동액추에이터

- 제10-0717737호 전동액추에이터 작동상태 발광 표시장치

- 제10-0734393호 스프링 리턴 밸브 액추에이터

주요 제품 및 기술 

SA Series 

SA-Series Actuator는 소형 Size로 협소한 공간에 설치가 용의 

하며, 본 제품은 30/50/90N.m의 다양한 Torque를 제공하여 작

은 Butterfly Valve 및 Ball Valve, Damper등 회전기기의 자동화

를 위하여 설계 되어 생산 됩니다.

NA Series

NA Series는 90̊ 회전 동작용으로 대형 사이즈 밸브, 댐퍼 및 

회전기기의 자동화를 위하여 설계 되어진 제품으로 60N.m ~ 

3000N.m의 다양한 Torque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NL Series

NL Series Actuator는 추력을 이용하여, 밸브의 자동화를 위하

여 설계 및 생산된 제품 으로 4KN ~ 25KN의 다양한 Torque를 

제공 하며 15A ~ 150A의 GLOBE VALVE등에 적용 됩니다

SR Series

SR Series는 국내 최초 Spring Return Actuator는 Emergency  

상황에 Actuator의 Fail Open 또는 Close로 Setting 하

여 제어 할 수 있는 Actuator로써 적용 가능한 Torque는 

50/100/200/300N.m로 생산 되며 버터플라이 밸브 및 볼 밸브, 

Damper등의 회전 기기에 적용 됩니다.

MA Series

Mul t i- tu rn Ac tua to r  로써 다회전 구동이 가능하고, 

1kg·m~180kg·m의 다양한 Torque를 냅니다. 그리고 리모

컨 셋팅이 가능하고 전자식 토크 센서를 사용하며 Gate Valve 

등에 적용 됩니다.

Pneumatic Series

NOD, NOS Series가 있으며, Scotch york Type과 Rack&Pinion 

Type으로 종류로 나뉩니다. Pneumatic Actuator의 옵션으로

는 Limit Switch Box, EP Positioner, Solenoid Valve, Air filter 

Regulator 등 부착가능 하며 버터플라이 밸브 및 볼 밸브, 

Damper등의 회전 기기에 적용 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수처리 참여 Project: 하수처리장, 분뇨장, 정수장, 펌프장 등

• 플랜트 참여 Project: 지하철, 가스공사, 조선소 등

• 발전소 참여 Project: 열병합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

• B.A.S 참여 Project: 빌딩, 백화점, 아파트 등

• 제철소 참여 Project

EMICO, founded on 1986, is the leading 
manufacturer of electric actuators in Korea and 
provides the best quality products with high 
technology and satisfactory services. 
EMICO supplies electric actuators especially to 
buildings, plant, steelworks, power plants over 30 
countries as well as domestic sales.
EMICO has launched spring return actuato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accelerated to 
expand market and to satisfy customers’ need by 
specialized products. We have made concerted 
efforts with expertise in electric actuators and 
continuous investment in R&D to be the world 
best in the market.
We promise we do everything we can to supply 
the reliable products and competent services.

Certificate & Patent
• INNO-BIZ
• MAIN-BIZ
• T grad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Canade CSA Certificate
• ATEX certificate for NA Series(Nemko)
• GOST certificate
• SA05X, SA09X certificate (KTL), ATEX(KEMA)
• NA INTEGRAL certificate (KTL), ATEX(DEKRA)
• SR Series certificate (KTL)

Main Product & Technology 
SA Series 
SA series actuators are suitable to be located 
in a small space, have a range of 30/50/90 N.m 
torque, and designed for butterfly valve, ball valve, 
damper and automation of rotary machines.

NA Series
NA Series actuators are suitable for quarter 
turn applications, designed for large size valves, 
dampers and automation of rotary machines, 
produce torque with range of 60N.m~3500N.m.

NL Series
NL series, using driving force, designed to 
automate valves, produce torque with range of 
4KN (400kg.m) ~25KN (2,500kg.m) and applied 
to 15A~150A glove valve.

SR Series
SR series actuators, as the first Spring Return 
actuators in Korea, shall be operated in the Fail 
Open / Fail close position in emergency situations, 
have a range of 50/100/200/300 N.m and applied 
to butterfly valves, ball valves, dampers and rotary 
machines.

MA Series
MA series, the multi-turn actuators are available 
for torques from1kg·m to 180kg·m and MA series 
having electronic torque sensor can work by 
remote control and are suitable for gate valves.

Pneumatic Series
Pneumatic series  actuators come in two varieties 
Scotch York type and Rack&Pinion Type. Limit 
Switch box, EP Positioner, Solenoid Valve, Air 
filter Regulator shall be installed with pneumatic 
actuators and applied to butterfly valve and ball 
valves, dampers and rotary machines.

Performance
•  Purification Plant Project: Sewage Disposal  
 Plant, Water Disposal Plant, Pump, Environment  
 Affairs Agency etc
•  Plant Project: Subway, KOGAS, Shipbuilding  
 (firefight boat) etc
•  Power Plant Project: Thermoelectric power  
 p lant ,  Nuc lear  power  p lant ,Dam Power  
 Plant,Cogeneration Plant etc
•  B.A.S Project: Building, Department, APT etc
•  Steelworks Project

Multi-turn Actuator & 
Gate Valve

SR30 Type 
Ball Valve

NL Series & Globe Valve
Pneumataic+ACC 
& Butterfly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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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우스이엔지 | ZEUSENG CO., LTD.

President 김용성/손도진 | Yong-sung, Kim/Do-jin, Son
Add.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 Onsu-dong, Guro-gu, Seoul, Korea 
Tel. 02-894-1979   Fax. 02-895-1979   

Web. www.zeuseng.net   E-mail. zeuseng09@hanmail.net 

저희 제우스이엔지는 에너지절감형 전자제어시스템과 환경친

화적 고효율 펌프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기술혁신형 펌프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전자제어펌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영

위함과 동시에 최선의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먼저 생

각하는 사업의 동반자로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ZEUSENG”는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생활가치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ZEUSENG”라는 브랜드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우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글로벌 펌프 메이커로 도약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제 10-1170425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부스터 펌프  

 병렬운전 방법

• 특허 제 10-1319002호 일방향 밸브 및 이를 구비한 급수장치

• 위생안전 기준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CLEAN 사업장 인증

• ISO 9001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JQP-008: 특허 등록된 신개념의 병렬운전 제어방식으로 기 

 준 개별운전과 비교하여 최대 15%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부스터펌프 시스템

• 부스터 펌프 시스템

• 인버터펌프

• 입형다단 원심펌프

• 횡형다단 원심펌프

• 개별 인버터 펌프

• 수중 배수,오수펌프

• 콘트롤러

• 엔진펌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주요 골프장

• 상하수도 및 가압장

• 전국 아파트 현장

• 단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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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흥밸브앤파이프 | CHOHEUNG VALVE & PIPE CO., LTD.

President 임공영 | Gong-Yeong, Lim
Ad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영전로 392 | 392, Yeongjeon-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el. 032-882-3037   Fax. 032-886-9705   

Web. www.chpipe.co.kr   E-mail. chpipe@hanmail.net

(주)조흥밸브앤파이프는 상.하수도용 밸브 및 기타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전문업체로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 맑은 물”보존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

답하기 위하여 우수한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성원과 격려, 도움

이 될 수 있는 충고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조흥밸브앤파이

프가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INNO-BIZ 기업 선정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 단체표시 인증 3종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KS 인증  2종

• ISO 인증 • 실용신안 등록  5종

• 특허 등록  12종

주요 제품 및 기술 

관망관리 누수탐지 송신밸브

•  무선송신기에  충격을 주면 밸브 캡 안에 있는 센서가 반응하 

 여 스마트센서가 작동, 제품의 이력과 수압 등을 리더기와 스 

 마트폰을 통하여 출력, 담당 PC로 송·수신하며 데이터 베이 

 스화가 가능한 밸브

세척구밸브

•  기존의 청소구(후러싱)는 배관부위를 절단하여 밸브를 설치하 

 고 배관하는 번거로움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바, 이 

 번에 개발한 세척구밸브는 밸브와  후러싱을 일체형으로 주조 

 하여 한번의 설치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밸브

•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주조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

이탈방지압륜

•  적층시 볼트가 압륜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나사산의 찍힘을 방 

 지하고 운반이 용이하고 시공시 불편함이 없음

•  스파이크가 압륜 외형 원내에 설치되어 시공시 부상의 위험이 없음

•  2~4중 날로 설계되어 등분포가 이루어져 집중응력에 의한  

 부식발생과 고압에도 견딜 수 있음

새들붙이분수전(청동/스테인리스)

•  소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배기성능이 우수

•  부착형으로 단수없이 설치 가능

•  기존 관로에 지수전 보호통을 사용하여 간편설치 및 설치  

 자재비 절감

가동형밸브

•  플랜지가 이동 가능하도록 구성됨에 따라, 굴착공사나 맨 

 홀 및 흄관 철거, 배관 절단 작업 등 부수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제수밸브의 교체작업 용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및 건설회사 다수

관망관리 밸브가동형 밸브

단방향 세척구밸브

새들붙이분수전(청동)

양방향 세척구밸브

새들붙이분수전(스테인리스)

이탈방지압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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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텍이엔지 | G-TECH.ENG.CO.,LTD

President 안준성 | Joon-Sung, Ahn
Add.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6 청기와빌딩 3층 | 3F Chung-ki-wa building, 173-6
Samjeon-dong, Songpa-gu, Seoul, Korea   Tel. 02-416-2671   Fax. 02-416-2674   

Web. www.g-techeng.com   E-mail. g-techeng@hanmail.net  

회사이념 새 기술 창조. 새 의식 개혁. 새 경영 혁신

설립년도 2000년 

사업분야 수자원 분야

  (상·하수도, HVAC, 소방, 가스, 오일, 핵에너지)

한국지사 Singer Valve, Val-Matic 

주요활동

• 상수도 시스템에 가장 효율적인 수(水)자원 관리 Solution 제공

• 각 현장 여건에 적합한 Solution 제공

• 수(水)자원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Solution 개발 

인증 및 특허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

• WRAS (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 UL

• NSF

• FM

•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주요 제품 및 기술 

•  Singer - 각종 자동조절밸브

  (Pilot operated diaphragm control valve)

• Val-matic - 각종 에어 밸브(Air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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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er Valve 감압밸브 (Model (S)106/206-PR)

• 저 유량 안정성 / 정확하고 안정적인 후단 압력 제어

• 밸브 내 외부 NSF 61 2회 에폭시 코팅(기본사양)

• 밸브 내부 재질: STS 316 / Seat Ring: 평생 보증(Guarantee)

감압밸브 & Back-UP (Model PR-SM)

• 메인 파일럿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2차 파일럿 시스템을  

 가동(백업 기능)

• 2차 측 서지(Surge) 방지

압력유량제어밸브 (Model PFC)

• 유량 및 압력 연동 제어(수력학적 작동)

• 원거리 위험 지역에 상시 일정 수압 제공

• 화재 시와 같은 긴급 상황 시 유량 증가에 따른 압력 보상

이토밸브 (Model TAPS)

• 현장 여건에 적합한 간단한 작동 프로그래밍(시간 및 수압 설정)

• 방수 컨트롤러 및 9V 솔레노이드

• 배터리 타입(IP68) - 전기시설 불필요

VALMATIC 각종 Air Valve, 체크 밸브 류

• 효과적인 에어(Air)의 배출을 통한 관로 시스템의 효율 향상 

• 관로 내 진공 형성 시, 에어(Air)를 유입하여 배관의 파열 및  

 배관 설비의 파손을 방지 

• AWWA C512 기준 설계  

• NSF/ANSI 61, NSF/ANSI 372 Lead Free, 

• 내부 재질: 316 STS / Floats: 평생 보증(Guarantee) 

Echologics 상관식 누수탐사 장비

• 모든 타입의 대형관로 누수 및 상태평가 가능

• 제품의 평균 내구연한: 10년

•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 구성

• 휴대성 / 경제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Singer(국내) 한국 수자원 공사 통영 수도서비스 센터/한국 수

자원공사 동두천 수도 서비스 센터/한국 수자원공사 양주 수도

서비스 센터/한국수자원공사 논산 수도서비스 센터/한국수자원

공사 서산 수도서비스 센터/한국 환경관리공단 태백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VALMATIC(국내) 풍납 메인 도수 관로/통영시 관로 공사/대구 

율하천 정비공사

해외 Project (Singer, VALMATIC) 다수

Valmatic

Principles Crea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of 
  Management, Reforming of consciousness
Established 2000
Business Water resource field 
  (water and sewage, HVAC, firefighting,  
  oil, nuclear energy)
Branch in Korea Singer valve, Val-Matic
Main Activity
•  Providing the best solution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waterworks system.
•  Providing the suitable solution in every field  
 situation,
•  Continue to develop the solution to save the  
 water resource 

Certificate & Patent
•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ISO 9001)
• WRAS (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 UL
• NSF
• FM
• Sanitation Safety Standards Certificate (KC)

Main Product & Technology 
• Singer - Pilot operated diaphragm control valve
• Val-matic - Air Valves
•  Echologics - Pipe Leak detection & Condition  
  assesment. 

Singer Valve Pressure Reducing 
(Model (S)106/206-PR)
•  Stability for Low flow / Control precise and stable  
 back pressure 
•  Heat bonded Epoxy coated internal and external  
 valve for 2 times in accordance with NSF 61 
•  Inner materials: STS 316
 Seat Ring: Guarantee for lifetime.

Pressure Reducing & Back-UP (Model PR-SM)
•  Includes a back-up system to protect against  
 diaphragm or pilot failure
•  Provides downstream surge protection

Pressure Flow Control Valve (Model PFC)
•  Compensates for pressure loss in the pipe to  
 keep a fairly constant pressure at a distant point.  

 This reduces the pressure during low flow in most  
 of system
•  Higher pressure is automatically provided for fire  
 or flushing

TAPS valve (Model TAPS)
•  Simple operation programming suited for site  
 condition (Set time and water pressure)
•  Waterproof controller and 9V solenoid
•  Battery type(IP68) - No necessary electric facilities

VALMATIC Various Air Valve, Check Valve and etc.
•  Improve efficiency of pipe system by discharging  
 air effectively.
•  If air in pipe is generated, make flow in air and  
 project pipe burst and damage. 
•  Designed by AWWA C512  
•  NSF/ANSI 61, NSF/ANSI 372 Lead Free
•  Inner material: 316 STS 
 Floats: Guarantee for lifetime  

Echologics Correlated Leak 
Detection Equipment
•  Available to do Leak Detection and Condition  
 Assesment for any type of large size of pipe 
•  Average durability life of product: 10 years
•  System is simple and easy to use 
•  Portability / Economical

Performance
Singer (Domestic) 
K-Water in Tongyeong / K-Water in Dongducheon 
/K-Water in Yangju / K-Water in Nonsan / K-Water 
in Seosan / KECO in Taebaek.

VAL-MATIC(Domestic)
Construction of main water conveyance pipe in 
Pungnap / Contruction of pipe in Tongyeong / 
Repair construction of river in Daegu

Oversea Project (Singer, VAL-MATIC)
A number of projects.

Singer Echolog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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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산업(주) | Cheonsei IND. Co., Ltd.

President 이충구 | Choong-Koo, Lee
Ad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58 | 119-58, Sasa-dong, Sangrok-gu, 
Ansan-si, Gyeonggi-do, Korea   Tel. 031-465-1003   Fax. 031-419-3223   

Web. www.cheonsei.co.kr   E-mail. cheonsei@cheonsei.co.kr

1986년 소형 마그네트펌프개발을 시작으로, 직동식 다이어프

램 정량펌프, 유압식 정량펌프, 공기구동식 다이어프램펌프를 

거쳐, 현재는 BLDC 자동제어 정량펌프, 크랭크구동 형 고압플

런저 정량펌프, 드럼펌프, 무맥동 정량펌프에 이르기까지 정량

펌프(약품펌프)를 총망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무맥동 

정량펌프는, 등속도 운동에 의해 실제 흘러나오는 토출유체의 

현상을 파악, 완벽한 무맥동류가 토출될 수 있도록 “등속도 캠

(constant velocity cam)기술에 보정기술”을 더한 당사만의 독자

기술이다. 이 기술은 NeP신제품인증품목으로서 현재 플런저형 

무맥동 정량펌프와 다이어프램형 무맥동 연속류 정량펌프 2품

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기술로 2011년 11월 숙원의 정량펌

프 무맥동화 시대를 열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로부터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인증 및 특허

• 2006.06  등속도 캠 보정방법(무맥동 정량펌프) 

• 2006.11  플런저형 무맥동 정량펌프 NeP신제품인증

• 2007.05  등속도 캠을 이용한 다이아프램형 연속류 

  정량펌프 NeP신제품인증

• 2007.12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 2008.03  BLDC 모터를 이용한 정량펌프 

• 2008.06  플런저형 무맥동 정량펌프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등속도 캠을 이용한 다이아프램형 연속류 정량펌프

• 2009.03  등속도 캠을 이용한 3연식 무맥동 정량펌프 및 제어방법  

• 2009.08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인증/

  정량펌프 전 품목 CE인증

• 2010.06  유압식 정량펌프 

• 2011.04  듀얼등속도 캠을 이용한 무맥동 정량펌프

• 2011.11  국무총리 표창(신기술 실용화)

• 2012.09  솔레노이드정량펌프 개발(총 5기종)

• 2012.09  솔레노이드정량펌프 우수디자인선정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2013.06  DR 에어모터 개발 

• 2013.08  솔레노이드정량펌프 굿 디자인 등록 

  (등록 제30-0704883호)

주요 제품 및 기술 

1. 무맥동 BLDC 정량펌프 (PKD 다이어프램형)

•  유량: 50㎖/min~42,000㎖/min

•  최고토출압력: 3bar ~ 10bar

2. 무맥동 BLDC 정량펌프 (PKP 플런저형)

•  유량: 26㎖/min~4,835㎖/min

•  최고토출압력: 24bar ~ 225bar

공통사항

•  입력신호 & 전원: 입, 출력신호 4~20mA & 220V, 380~460V 2종류

주요특징

•  맥동을 줄이기 위한 부대설비가 필요 없음으로 경비절감과,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주위환경 개선은 물론, 배관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아준다.

•  펌프의 등속도 Cam 보정방법을 사용한 구동장치는 펌프의 맥동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형태(타원형)로써 배관 및 펌프에 별도

의 맥동제거 장치(Air Chamber 등)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형태다.

•  관성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약품이 절약된다.

•  BLDC모터에 의한 rpm 피이드백 제어로 토출 량의 정확도가높다.

•  속도(토출량)제어기가 펌프일체형구조로, 현장판넬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음으로 설치비용을 줄여준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정수장, 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수처리설비

•  대전 하수처리장 / PKD-113 30SET 

•  광주 하수처리장 / PKD-521외 35SET(도척/광주/경안/곤지암/오포)

•  영등포 정수장 / PKD-521외 10SET 

•  강북 정수장 / PKD-702외 10SET

•  성남하수처리장 / PKD-113외 7SET

•  한국동서발전(주)일산복합 / PKD-702외 21SET

•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 PKD-333외 17SET

•  안성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 PKD-412외 17SET

•  삼척시 마평정수장 / PKD-521외 12SET

In 1986, starting with developing a Small Magnet 
Pump, we developed Direct Mechanical Action 
Diaphragm Metering Pumps, Hydraulic Diaphragm 
Metering Pumps, Air Operated Diaphragm Pumps 
and we are now producing all-inclusive metering 
pumps (chemical pumps) such as BLDC Automatic 
Control Pumps, Crank-Driven High Pressure Plunger 
Pumps, Drum Pumps & Pulseless Metering Pumps. 
Specially, Pulseless Metering Pumps are our own 
proprietary technology which “Compensation 
Technology of Constant Velocity Cam” for making 
complete pulseless flow is added to the identification 
for the phenomenon of discharging liquid actually 
flow out by constant velocity motion. 
This technology acquired NeP(New Excellent 
Product) Certificates and, we are now producing 2 
items including  Plunger Type Pulseless Metering 
Pumps and Diaphragm Type Pulseless Metering 
Pumps. We received Prime Minister Citation 
from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in recognition of pulseless technology 
on November, 2011. 

Certificate & Patent
• 2006.06  Compensation Method of Constant  
  Velocity Cam (Pulseless Metering  
  Pumps)
• 2006.11  NeP Certificate for Plunger Type 
  Pulseless Metering Pumps
• 2007.05  NeP Certificate for Diaphragm Type 
  Pulseless Metering Pumps using 
  Constant Velocity Cam
• 2007.12  Citation from the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 2008.03  BLDC Automatic Liquid Control Pump
• 2008.06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for Plunger Type Pulseless 
  Metering Pumps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2009.03  Pulseless Metering Pump of Triplex 
  Head using Constant
  Velocity Cam & Control Methods
• 2009.08  KS Q/ISO 9001:2009 Certificate
          CE Certificates for all metering pumps
• 2010.06  Hydraulic Metering Pump
• 2011.04  Pulseless Metering Pumps of Dual 
  Constant Velocity Cam
• 2011.12  Prime minister Citation
• 2012.09  Solenoid Metering Pump development 
  (Total: 5 types)
• 2012.09  Certificate of good design for Solenoid 

  Metering Pump fro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IDP
• 2013.06  DR Air Motor development 
• 2013.08  Solenoid Metering Pump is registered 
  on Good Design. 
  (Registeration No. 30-0704883)

Main Product & Technology 
1. Pulseless Metering Pumps(PKD Diaphragm Type)
• Flowrate: 50㎖/min~42,000㎖/min 
• Max. Discharge Pressure: 3bar ~ 10bar

2. Pulseless Metering Pumps(PKP Diaphragm Type)
• Flowrate: 26㎖/min~4,835㎖/min

• Max. Discharge Pressure: 24bar ~ 225bar

Common
• Input signal & Power: 
 4~20mA, output signal: 4~20mA & 220V / 380~460V 2

Features
•  The cost can be reduced by no need for  
 equipments to reduce pulsation and surrounding  
 environment can be improved & damage of piping  
 can be prevented by little noise and vibration.  
•  Constant cam of this pump is oval shape  
 specially degined and pump type should be no  
 need for equipments for removing pulsation (Air  
 chember & etc.) at piping & pump.  
•  Because it does not cause inert ia force,  
 chemicals are saved. 
•  Accuracy of flowrate is higher because of rpm  
 feedback control by BLDC motor. 
•  Installation coasts are reduced because motor  
 rpm(flowrate)controller is all-in-one structure with  

 pump and the panel is not required.

Performance
Purification Plant, Waste Water Treatment Plant, 
Power Plant, Water Treatment Facility 
•  Daejeon Waste Water Treatment Plant 
  / PKD-113 et 30SET 
• Gwangju Waste Water Treatment / PKD-521 et  
 35SET (Dochcuk/Gwangju/Kyungan/Gonjiam/Oppo)
•  Yeongdeungpo Purification Plant / PKD-521 et 10SET 
•  Gangbuk Purification Plant / PKD-702 et 10SET
•  Sungnam Waste Water Treatment Plant / PKD- 
 113 et 7SET 
•  Korea East-West Power Co., Ltd.IlSan / PKD- 
 702 et 21SET
•  Tancheon Water Recycling Center High Class  
 Treatment Facility / PKD-333 et 17SET
•  Mapyeong-dong, Samcheok-si Purification
   Plant / PKD-521 et 12SET연속류무맥동정량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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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업 | CHUNG WON INDUSTRIAL

President 원승연 | seung-yeon, Won
Add.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216-10 | 216-10, Gokhyeon-ro, Pogok-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031-339-8600~1   
Fax. 031-339-7552   E-mail. cw9119@hanmail.net

상하수도 전문기업 청원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6년 창립

이래, 프레스식 스테인리스 관 이음쇠를 생산하며, 관련기술의 

개발에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2004

년 “역류 방지 밸브”의 개발, 2005년 수년간 노력한 개발의 결

실로 “세계최초 승하강 소화전(등록상표)”을 독자 개발 하였으

며, 2012년 “S형 EF단관”을 개발하여 관련 조달 시장 및 소방

부서, 상하수도부서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산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열어 나감과 동시에 초

일류 제품의 선두주자로서, 부단한 노력으로 경주 하고 있습니

다. 저희 회사 임직원은 “최고가 되자”라는 사훈 아래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의 판단을 자신 있게 기다립니다.

인증 및 특허

• 형식승인 (옥외08-1-3)

• NEP인증 (NEP-MKE-2010-010)

• 성능인증 (제 15-523 호)

• 우수제품인증 (지정번호 2009184) 

• KS Q ISO 9001:2009/ ISO 9001:2008 (QSC 1989호)

• PCT (국제출원번호 PCT/KR2010/002466)

• 상표등록증 (제 40-0965298 호)

• 디자인등록증 (제 0390261 호)

• KS 인증 (제10887호)

•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KCW-2014-0004)

• 벤처기업인증

• 소상공인

• 연구개발전담부서

• 특허 제 10-0748850호 지하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의 구조  

 및 시공방법 외 다수

주요 제품 및 기술 

스테인리스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

•  무동력 승하강

•  핸들부착으로 소화시간 단축

•  잔류수 완전배수

•  조립식 구조로 A/S 가능

•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며 생활용수공급용으로 사용 가능

S형 EF단관

•  배관에 따른 급수전 높이 조절을 용이 하게 하는 연결관

•  퇴수밸브(릴리프 밸브)가 부착되어 잔류수 완전방출

•  종류: 45도형(회전작동거리 100mm)/ 90도형(회전작동거리 300mm)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 식 관이음쇠(KS B 1547)

•  작업시간 단축

•  원가절감

•  시공후 하자발생률 저조

•  경량배관 가능

•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

•  비숙련자도 사용 가능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숭례문, 청주 청풍문화단지, 제주도 외 다수

•  서울특별시, 수원시 외 10개 자치단체

•  GS네오텍㈜, 현대건설(주), 한라건설 외 26개 업체

•  조달 3자 단가 납품

CHUNG WON Industrial is specialized company 
in water supply and sewerage. CHUNG WON 
Industrial is an ISO registered company, started 
developing an innovative technology in November, 
2004. Five years later, in 2009, we succeeded 
in completing a unique design, “the Elevating 
Hydrant(first development in the world)”, which 
is simply installed underground and quickly 
converted to outdoor use whenever needed. 2012 
“S-type EF tube and joint” to develop the relevant 
procurement market and fire department, water 
and sewage department to get a great response. 
Employees of our company, “became best” is 
the best product to customers under the motto 
confidently wait for the judgment.

Certificate & Patent
• Standards and type approval (08-1-3)
• NEP (NEP-MKE-2010-010)
• Performance authentication (15-523)
• ISO 9001:2009/ ISO 9001:2008 (QSC1989)
• PCT (PCT/KR2010/002466)
• Registration of trade mark
• Registration of design
• Korea Standards (10887)
•  Safety and health standards KC∅certification  
 (KCW-2014-0004)
•  Patent  N0.  10-0748850,  St 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of Fireplug lay under the  
 ground and many others.

Main Product & Technology 
Elevating Hydrant
•  Can be used water for living supply
•  A new concept of two-way motion like an  
 elevator, using hydraulic mechanisms in order to  
 move a fire hydrant from under to above ground  
 and instantly activate fire extinguishing.
•  This specially designed Elevating hydrant is  
 in principle laid underground and simple lifted  
 aboveground by water pressure only when it is  
 to be used, then returns to its underground base  
 after use to be safely stored untouched until next use.
•  A unique device designed to be laid underground.
•  Improves util ization of outdoor space and  
 enhances aesthetic sense of the city environment.
•  Made of stainless steel(STS304), the material  
 from water and soil as to drains water completely.
•  The built-in relief valve prevents contamination  
 from water and soil as it drains water completely.
•  No limits in installation place and can be installed  

 at any place wherever required.
•  Semi-permanent life span thanks to the material  
 of stainless steel(STS304), as compared with  
 other conventional fire hydrant.
•  No worry about theft or breakage.
•  Easy to replace parts.
•  Easy to maintain.

S-type EF tube and joint
•  Height adjustable hydrant pipe according to  
 facilitate the connector
•  Relief valve is affixed to a complete release of  
 residual water
•  Type

- 45° type (Working distance of rotation: 100m)
- 90° type (Working distance of rotation: 300m)

Light gauge stainless steel pipes press fittings for 
ordinary piping(KS B 1547)
•  Work time reduction 
•  Cost reduction
•  A low flaw the incidence 
•  Can be lightweight pipe
•  Also available unskilled  

•  Hygienic stainless steel

Performance
•  “Sungnyemun”(the No. 1 national treasure of Korea)
•  “Chungpoong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eoul  
 Metropolis, Suwon-si and many local goverments.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Hall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and  
 many others.

소화전 S형 EF 단관 2S형 EF 단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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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폴리텍 | POLYTEC CO., LTD.

President 김덕현/이대영 | duck-hyun, Kim/dae-young, Lee 
Add. 충북 청원군 오송읍 동평서평길 54-1 | 54-1, Dongpyeongseopyeong-gil, Oso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Tel. 043-238-5300   Fax. 043-238-5299  

Web. www.polytec.co.kr   E-mail. sgyou@polytec.co.kr/overseas@polytec.co.kr

기술의 세계화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는 기업

25년 장수 경영을 자랑하는 (주)폴리텍은 충청북도 향토기업으

로 80여명의 임직원이 배관용 Polyethylene Valve, Polyetylene 

전자융착 시스템을 전세계 약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수출지역을 소개하자면, 미국시장 3위로 약 15%의 시장점유율, 

중국시장의 약 50% 점유율로 1위, 인도, 호주, 중동, 유럽, 아프

리카에도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8년전 등록한 연구소는 현재 연구인원 7명으로 전 직원

의 10%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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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영국, 스페인 및 중국에 수출하였고, 중

국과 미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품질경영) 

• ISO 14001(환경경영)

• KS M 3408-3 

• KS M 3529

• K마크 

• KC마크

• 세계일류상품

• 특허, 실용신안 등 20여건의 지적재산권 보유

• 조달우수제품인증 및 유럽, 캐나다, 독일,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인증 취득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용 PE BALL VALVE

• 방수가 필요없고 제품 중량이 가벼워 설치가 쉬움

• 밸브에 연결되는 파이프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결가능

• 신규 물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

• 내화학, 내부식성이 뛰어난 제품, 반영구적 수명

• Full Bore 설계로 압력 손실을 극소화

• 시공 후 물성변화가 없으므로 기밀, 수밀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 설치 후 사후관리 비용이 필요없는 친환경적 제품(재활용가능)

상·하수용 PE이음관

(수도용 PE E/F 소켓, 엘보, 티, 캡, 레듀셔, 하수용 PE UV 소켓)

•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하수도용 PE배관은 공급 시스템의 영 

 향으로 외국의 경우보다 대형관의 사용량이 많다. 또한 시공 

 현장에서 외경 및 진원도의 편차가 큰 파이프가 사용됨으로써  

 파이프 융착 품질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국 

 내의 시공실태를 감안하여 개발된 제품이 “폴리텍 이음관”이 

 다. POLYTEC 이음관은 진원도의 편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누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전기융착 시스템(Electro Fusion System)

•  융착시 파이프의 외경부분에 전기융착식 이음관을 삽입 부착 

 한 후 융착장비를 통하여 일정량의 전기를 공급하면 이음관 

 내경부위에 내장된 발열선이 전기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한 열에 의하여 이음관의 내경부위와 파이프 외경 

 부위의 용융접합이 진행되는 접합 시스템이다.

하수UV소켓

POLYTEC is one of  the leading PE valve 
manufacturers in the world. Since its first export 
of PE Gas Ball Valve in 1996, POLYTEC has been 
loved by its customers in more than 35 countries 
in 6 continents. Under the company motto 
‘SAFETY IS OUR BUSINESS’, POLYTEC supplies 
PE Gas Ball Valve out to many fields around the 
globe and enjoys its reputation as a quality valve 
maker. Beyond the gas application, POLYTEC 
has developed industrial, water and waste water 
market and has gotten good responses from 
our customers. We serve our customers with 
sincerity and dignity and say “Your Project Is Our 
Pleasure.”  

Certificate & Patent
•  Manufactured through ISO 9001 certified (TUV  
 Rheinland group) facility 
•  Qualified to mos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SI/ASME 16.40, DVGW, CSA, EN1555-4,  
 TRANSCO, CE etc.

Main Product & Technology 
POLYTEC PE BALL VALVE has good 
features such as;
•  All plastic design allows longer lifetime than steel  
 valves. 
•  Integral purge connection for compact, cost  
 effective installation.
•  Massive designed body is resistant to all piping  
 loads both in mechanical and thermal load.
•  Specially compounded seats show excellent  
 elasticity and toughness over the valves' entire  
 life.

POLYTEC PE Ball Valve also shows 
good performance in water and chemical 
application due to : 
•  No erosion by chemical and water.
•  Good flow capacity by lower friction coefficient  
 than steel valves. 
•  Easy in installation. 
•  Wide range of product size ( 20~400 mm,  
 1/2~16 inch )
•  Longer lifetime than steel valves. 
•  Environment-friendly material (Polyethylene is  
 safe for human body)

밸브사진PE-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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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테크(주) | FLOWTECH CO., LTD.

President 양재구 | JAE-GU, YANG
Add.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21번길 16 | 16, Namdongseo-ro, 221beon-gil, 
Namdong-gu, Incheon, , Korea   Tel. 032-715-7990   Fax. 032-232-3699   

Web. www.flowtech21.co.kr   E-mail. ssi@flowtech21.co.kr

FLOWTECH는‘물-에너지-환경’의 친환경의 핵심가치가 어우

러진 유체기계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고객의 

프로젝트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높은 안전성을 유지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고객가치 창

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수충격 방지장치와 압

력유지설비 및 상수도 라인가압펌프 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제 납품실적에서

도 국내 1등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국제 특허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연구개발비를 증액

(R&D투자 2010년 기준 매출액대비 8.5%)하며, 건실한 경영구

조와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에 힘쓰는 작지만 강한 친환경 유체

기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CRK-Q1-235),14001(CRK-E1-050)

• ISO /9001(CRK-Q1-235),14001(CRK-E1-050)

• 벤처기업 (제20110211746호)

• INNO-BIZ인증 (제8071-2171호)

• 벤처기업윤리경영인증 (제08-05호)

• 유망중소기업인증 (제250호)

• 녹색기술인증 (제GT-12-00090호)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21-233호)

• 수충격완화장치 조달우수제품지정 (201209)

주요 제품 및 기술 

수충격완화장치

에어챔버형 수충격 완화장치는 펌프 출구 측에 연결되어 배관 

압력이 낮아질 때 배관에 충수하여 압력강하를 방지하며, 배관

압력이 높아질 때 공기부(기체)의 수축으로 배관의 하강 및 상

승Surge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으로, 에어챔버

에 충진된 압축공기의 팽창과 수축으로 주기능이 수행되므로 

정전시에도 작동에 있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력유지설비

순환배관계의 급격한 유량변화, 펌프의 급정지, 정전에 의한 Trip 

및 밸브의 급폐 때 발생하는 Surge로부터 고압에 대한 완화-저

압에 대한 증발방지를 통해 배관계를 보호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변유량 운전시에도 배관계의 기준압력을 확보함으로서 시

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실시간 부식감시 시스템

발전소에서 “수배관 부식생성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

용하면 발전소 용수 배관 부식으로부터 발생된 극미량(ppb)의 철

산화물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발전소 증기발생계

통 부식방지를 위한 수질관리 업무를 신뢰성 잇게 최적화 할 수 

있고, 고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방식에서

의 시료전처리 및 발색시약 주입 등이 불필요 합니다.

FLOWTECH provides hydraul ic machinery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eco-friendliness 
of water-energy environment.
We have made continued effort for R&D and 
value creation for our customers, with the ultimate 
goal of making all the projects of our customers 
eco-friendly, more efficient, and highly stable. 
Water Hammer prevention equipment, Pressure 
Maintaining System, and water supply l ine 
pressure pump system we supply have been 
recognized as by far the best in the world in 
various aspects, and as we are ranked as No. 1 
in supply performance in Korea, we are preparing 
the application for global patents and entering 
into overseas markets to complete with global 
players. To this end, we have increased our R & D 
investments (8.5% of the revenue of 2010) every 
year as a small but robust eco-friendly hydraulic 
machinery and engineering company with a 
sound management structure and sustainable 
human resources envelopment.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CRK-Q1-235),14001(CRK-E1-050)
• ISO /9001(CRK-Q1-235),14001(CRK-E1-050)
• Venture business certificate(20110211746)
• INNO-BIZ(8071-2171)
• Venture business ethical management(08-05)
•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 Promising Small and Middle Sized Company(250)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Main Product & Technology 
Surge Protection System
In the piping of pump discharge, installed is 
the compressed container with water and 
compressed air in the ratio of 50 to 50 to control 
Up and Down Surge in the Water Hammer 
preventive devices. If an Orifice is installed in a 
side pipe of the connecting piping, the Up and 
Down Surge is more effectively controlled.

Pressure Maintaining System 
The system protects pipes by lowering high 
pressure and preventing evaporation at lower 
pressures in the event of sharp changes in flow of 
circulation piping system, sudden stop of pumps, 
trip caused by power failure and sudden valve 
closure and opening, and optimizes the system 
by securing reference pressure of piping system 
even for variable flow operation to save energy.

On-line Corrosion Product Monitoring System 
The corrosion products in a boiler or a steam 
generator of power plants can be continuously 
monitored with on-line real time base.
It uses the LIBD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technology with a Nd: YAG Pulse Laser 
and its sensitivity has improved up to 107 tim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light scattering 
particle size analysis technology. For this reason,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trace concentration 
of corrosion products in the pure and cycle water 
with real time base.

압력유지시스템 - 인천 중부발전 복합3호기 건설공사수충격완화장치 2 실시간 부식감시 시스템

수충격완화장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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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공업(주) | HAJIE INDUSTRIAL CO.,LTD

President 안태상 | Tae-Sang, Ahn
Add.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1020-20 | 1020-20, Sicheong-ro,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Seoul, Korea   Tel. 031-457-1965   Fax. 031-352-8495   

Web. www.hajie.com   E-mail. hajie@hajie.com

2004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6-2 로 이전한 하지공

업(주)는 국내최초로 수중모터 펌프를 선보인 하지공업사를 전

신으로 1975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30여년을 넘게 수중모

터 기술축적에 주력하여온 장인정신을 가진 기업입니다.

수중모터펌프의 국산화에 성공함은 물론 업계최초로 KS인증을 

획득하고 국내 유일의 “품” 인증 및 “Q”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ISO 국제품질인증도 업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국가 시책

인 산업화에 발맞추어 국산1호기로 상공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서 우리나라 수중모터펌프 제조산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투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명특허 3건과 실용신안 3건 및 정

부출연기관과 수많은 공동연구를 통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제조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깊은우물용수중모터의 경

우 국내 유일의 수출 MAKER로서 75년의 이란 처녀 수출로부

터 최근의 미얀마 수출까지 종합상사, 대형건설사로 접수되는 

인콰이어리를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간 전량 수입에 의

존하였던 석유비축기지내 심출수에 관한 집착은 회사의 사훈인 

“일심, 열심, 진심”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공업(주)는 제1시대인 양평동시대, 제2시대인 수원시대

에 이어 화성시에 이전하여 더욱 기술과 생산에 박찰을 가하여 

세계 일류 펌프종합메이커로 자리잡기 위해 30여명의 전 임직원

이 안태상 사장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은 하지공업(주) 창업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

다. 우리나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의 이송을 위해 애썼고 

시대를 넘어 산업플랜트의 유체이송 및 도시화에 따른 빌딩의 

급수시스템 더나아가 우수 오수 폐수의 관리 시스템까지 그 사

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

소의 연구원들은 오늘도 밤 늦도록 유체이송의 체적화를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로컬을 뛰어넘어 세계 각지로 우리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과 생산은 일심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 KS Q ISO 9001 품질경영인증시스템인증

• KS Q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녹색경영 A등급 확인서

• 품질인증지정-깊은우물용수중모터펌프

• CLEAN 사업장 인정서

• 일체형 임펠라를 구비한 수중모터펌프 성능인증 15-1028

• 우수조달공동상표 획득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인라인 가압펌프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부스터 펌프 시스템

주요 제품 및 기술 

•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 가압용 수중모터펌프

• 심출수용 수중모터펌프 • 오,배수용 수중모터펌프

• 수중 축류/사류 펌프 • 심정용 수중모터펌프

• 입형다단부스터 펌프 • 해수담수화용 RO PUMP

• 밸브 엑츄에이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경기도 연천 간이배수펌프장

• 뚝도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

• 한강수계 3-2공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 굴포(역곡)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 송산 빗물펌프장

• 양산시 덕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선유3 배수펌프장

•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청라 중앙호수공원 

• 진위공공하수처리창 설치공사

• 화성시 송라리 가압장 

• 양평군 공세리가압장

• 철정리 가압장

•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 수원비점오염처리시설

Hajie Industrial Co.,Ltd. Has been expanding 
both domestic and global markets to encompass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and even Europe 
where the submersible motor pumps were first 
invented.
The company also part ic ipates in several 
international exhibitions as a Korea’s representing 
company  f o r  submers i b l e  mo to r  pump 
manufacturer.

Certificate & Patent
• KS B 6320 WELL PUMP
• KS B 6321 SUBMERSIBLE MOTOR PUMP
•  KS Q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  KS Q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MECHANICAL WORKS
• WATER AND SEWAGE WORKS
• INNO-BIZ
•  SMALL AND MEDIUM BUSINESS GREE  
 MANAGEMENT ‘A’ GRADE
•  SERTIFIICATE OF QUALITY CERIFICATION
 (Q-MARK)

Main Product & Technology 
• SUBMERSIBLE MOTOR PUMP FOR DEEP WELL
• SUBMERSIBLE BOOSTING PUMP
• SUBMERSIBLE MOTOR PUMP FOR SEWAGE
• SUBMERSIBLE MOTOR PUMP FOR DRAINAGE
• SUBMERSIBLE AXIAL FLOW/MIXED FLOW PUMP
• HAJIE BOOSTER PUMP SYSTEM
•  VERTICAL MULTISTAGE PUMP FOR HAJIE  
 BOOSTER SYSTEM
• SEA WATER RO APPLICATION
• VALVE ACTUATOR

Performance
• YOUN-CHEON DRAINAGE PUMP STATION
• DDUK-DO Purification plant, filter plant
•  HAN RIVER WATER SYSTEM 3-2SECT0R  
 SEWAGE PLANT REPAIR CONSTRUCTION
• GUL-PO SEWAGE STATION
• SUK-SU SEWAGE STATION
• SONG SAN RAINWATER PUMP STATION
• SUN-YOO 3 DRAINAGE PUMP STATION
• DO-GOK PURIFICATION PLANT
• CHUNG-RA CENTER LAKE PARK
• JIN WE SEWAGE PLANT
•  YANG-PYUNG GOON GONG SE RI PRESSURIZATION  
 STATION
•  HWA SUNG CITY SONG RA RI  PRESSURIZATION 
STATION
•  GO-JU, JIWALL WATER SYSTEM SECT0R  
 SEWAGE PLANT REPAI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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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주조 | HANGUGJUJO CO.,LTD

President 이상각 | Sang-Gak, Lee 
Add. 경기도 시흥시 수인도 2573번길32 | 32, Suin-ro 2573 beon-gil, Siheung-si, 
Gyeonggi-do, SEOUL 429-100Rep. of KOREA   Tel. 031-404-2710,2351~2   
Fax. 031-404-2747   Web. www.jumul.net   E-mail. kra2564@naver.com  

목형, 금형제작과 기계주물 제조, GC 주물제조, 기계부속 가공 

및 각종 기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한발 앞선 주물 

가공 제작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뛰어난 고급인력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하며 21세기 세계화에 맞춰 신기

계 주물 제작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직접생산증명 - 제2012-26862호

• 이노비즈확인 - 제127061-1212호

• 벤쳐기업확인 - 제20130112786호

• 특허증 - 제10-07311682호 , 제10-1238164호

• ISO9001 - KQS6089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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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뚜껑에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유격현상이 해소되어 뚜

껑과 틀이 접해있는 전부분에 차량통과시나 충격 시에도 움직임

을 흡수하여 덜컥거림, 이탈, 소음방지로 안전하며, 속뚜껑에도 

또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였고, 속뚜껑에 고무링

이 결합하게 하여 완전방수가 가능토록 실현한 제품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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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648상수도/54조/유지보수용

• 경남 고성군청/648잠금장치/450조/거류하수처리장 외

• 남해군청/648잠금장치/289조/남해읍 하수관거정비공사

• 진주시청/918상수도/36조/반석마을 외

• 진주시청/350상수도/24조

• 거제시청/1108잠금장치/8조

• 부산도시공사/648잠금장치/605조/미음지구 외

• 부산도시공사/766잠금장치/45조

• 구례군청/648잠금장치/520조/지리산온천지구 외

• 구례군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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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700*700보도용/120조

• 한국토지주택공사/648잠금장치/480조/김포 한강신도시

• 한국토지주택공사/1108잠금장치/48조

• 금호건설/1108잠금장치/16조/통영BTL공사

• 포스코건설/1108잠금장치/8조/김포BTL공사

• 한국전력공사/918잠금장치/1301조/전남혁신 외

• 광주광역시/648잠금장치/852조/오염총량관리하수관거정비공사

• 광주광역시/648물림잠금/85조

• 광주광역시/648물림잠금/250조

• 부산환경공단/918잠금장치/10조/유지보수용

• 광혁건설/칼라800*800/120조/별내지구

• 티브로드/766잠금장치/680조/광교신도시 외 

• CMB/766잠금장치/230조/유지보수용

We specialize in the manufacture of wooden 
pattern, mold, machinery casting, GC casting, 
various tools & equipment as well as processing 
machinery parts. We are, in one united body, 
doing our best to produce the technical ly 
advanced casting of the best quality. With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and the know-how we 
have developed vigorously and continuously, 
we always pursue developing of state-of-the-
art technology. We will do our best to produce 
the newest machinery casting abreast the 
globalization of 21st century.

Certificate & Patent
• Direct product certification - 
 Part No. 2012-26862 

• Innobiz - Part No. 127061-1212 
• venture company - Part No. 20130112786 
• Patent - No. 10-07311682, No. No. 10-1238164 
• ISO9001 - KQS6089

Main Product & Technology 
By having locking mechanism in 2 parts of the 
manhole cover, the dangerous effects are relieved 
as it does not move even when thereis an impact 
or when there are vehicles passing over it. It is 
safe from rocking motions, accidental opening, 
and has a noise prevention, and in addition, 
and complete water tightness is possible due to 
completeness of the rubber ring's contact with 
the inner cover.

원터치잠금맨홀 1 원터치잠금맨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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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P 코리아 | W & P KOREA

President 권헌실 | Hun-Shil, Kwon
Add.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은청로 46 | 46, Euncheong-ro,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11-3378, 032-811-3350   Fax. 032-811-6377   

Web. www.wnp.co.kr   E-mail. triton@tritonpump.com 

저희 W & P 코리아는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단합된 

임직원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지, 한번 판매된 제품에 

대한 영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중심, 기술중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업

입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기술환경 속에서도 제품의 고품질화, 다양

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수중펌프, 교반기(수중믹서), 

수중폭기, 감속기 등 우리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니즈에 

즉각 부응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제 10-1276636호

• ISO 9001

• INNO-BIZ기업

• 인천시 비전기업

주요 제품 및 기술 

토목공사용 펌프

• 일반토목, 건축공사, 농업용의 합배수용

• 산업공장(식품, 제지, 의약품 등) 및 빌딩 양배수용

• 지하철, 지하상가, 광산의양배수용           

 수중교반기

• 액의 교반 및 혼합용

• 오수, 하수, 폐수 침전물 및 각종 퇴적물 교반용

• 탈질조, 무산소조, 협기성조, 유량조정조 교반용

 부유물회수펌프(특허 제10-1276636호)

• 오수처리 시설의 부유물 회수 및 반송

• 수면상의 부유물 회수

• 수면 부근의 상등수 회수

•  1마력 4극 모터를 사용 펌프케이싱과 임펠러를 기존펌프보다 크 

 게 설계함으로써, 입자가 큰 슬러지가 유입되어도 배출이 용이함.

•  수위조절장치를 새로이 설치함- 펌프를 저수조 내에서 꺼내 

 지 않고 적정한 수위를 조절하여 사용가능케 함.

 그라인더펌프

• 오수 및 폐수이송 정화조 설비 축산 분뇨등

•  특수 크롬 합금강으로 만들어진 분쇄형 임펠라가 정착되어 있 

 어 노끈, 헝겊, 비닐등을 분쇄시켜 이송한다.

4극 오수펌프

• 축사의 분뇨 배수(돈사, 우사, 견사)

•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가정, 공업용)

• 식당, 노래방 등 건물지하의 오폐수 처리

• 4극의 강력한 힘, 임펠러로 찌꺼기를 직접 펌핑

• 모터속에 절연유 투입으로 과열방지 기능 및 내구성 향상

•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 사용으로 경량화 실현

W & P Korea, an enterprise of high technological 
products, found in year 2001, located in Incheon 
Korea.                              
We are mainly engaged in the designing,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high-quality, 
high efficiency and high tech. series of electric 
submersible pumps, mixers, reducers and scum 
skimmer etc.      
Our quality product and good variety have always 
maintained a leading position in the same industry 
in the market of domestic and overseas.       
We are sincerely welcome overseas friends to 
come for business cooperation. 

Certificate & Patent
• PATENT NUMBER 10-1276636
• ISO 9001
• INNO-BIZ
•  Incheon Metropol i tan City Cert i f icate of  
 Recogni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Dewatering Pump
• For Civil, architecture and irrigation
•  For Industrial(food, paper, pharmacy etc,)and  
 building
• For Subway, mine

Submersible Mixer
• For agitating of liquid to liquid
• For agitating for prevention of sedimentation
•  For agitating of industrial waste water treatment tank

Scum Skimmer Pump
(PATENT NUMBER 10-1276636)
•  Ejecting and decanting floating matter at sewage  
 and effluent treatment plant
• Removing floating matter in general 
• Decanting ingeneral 

 Grinder Pump
• For dirty water with long fiber or firm sundries 
• Disposal of pigsty, cowhouse
• Used in pressure sewage system
•  Dra inage of  wastewater  f rom ind iv idua l  
 residences, apartment building, motels, etc.
• Durable heavy duty finned cast iron construction

Sewage Pump(4Pole-Strong power)
•  Night soil drainage of cattle shed(Pigsty, cow  
 shed, duck barn)
•  Water tank and septic tank cleaning(For family  
 and industrial purpose)
•  Pumping sewage from restaurant, Karaoke, and  
 the basement floors
• Pumping directly sewage with the impeller
•  Fuction of overheating prevention and the  
 improvement of durability by putting insulation into  
 motor
•  Realize weight lightening by using a high intensity  
 plastic material

Sewage Pump Outlet 50mm/80mm Sewage Pump TJT Type Submersible Mixer(수중교반기)



고려산업

디씨테크

디지털워터

로얄정공

리플래시기술

맑은물연구소

부경엔지니어링

비젼개발

삼강산업

삼보과학

센텍

수자원기술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신진기술

신평산업 

아록이엔지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아큐스

앤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

에이알케이

오에치케이

워터크린시스템

웹솔루스

유천엔바이로

이엠테크

이오렉스

이화에코시스템

일성

자연과학산업

젠트로

진행워터웨이

창우엔바이로

케이디

코리아 슬롯 

코리아인바이텍

티앤씨 코리아

파코크린

하수관로유지관리 협의회

한국마이옥스

한국우시오

효림산업

ALLIED BIOCHEM (SHENYANG) CO., LTD.

AMIAD WATER  SYSTEMS

PURE TECHNOLOGIES LTD

KOREA INDUSTRIAL CO.,LTD.

DCTECH (Design Construction Technology)

DIGITAL WATER CO., LTD.

ROYAL PRECISION IND. CO., LTD.

REFRESH SYSTEM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BUKYOUNG ENGINEERING CO.,LTD

vision

SAMKANG INDUSTRIAL, CO.

SAM BO SCIENTIFIC CO.,LTD

SCENTEC

Water Resources Engineering Corporation

Schneider Electric Korea

SIN JIN CORPORATION

SIN PYEONG INDUSTRY INC.

AROK ENG CO., LTD

IS Technologies Co.,Ltd.

AQUS Inc.

NSF Korea LLC

ARK CO.,Ltd.

OHK CO., LTD

water clean system

WEBSOLUS

YUCHEON ENVIRO

EMTECH

IOREX Co.,Ltd.

EWHAECO SYSTEM CO., LTD.

IL SUNG

JA YEON SCIENCE INDUSTRY CO.LTD

GENTRO CO.,LTD

JINHAENG WATERWAY CO., LTD.

chang woo enviro

K.D Commerce Co., Ltd

KOREA SLOT CO., LTD.

KOREA ENVI - TECH CO.,LTD.

T&C Korea Co.,Ltd

Pacco Clean Co., Ltd,

Counsil for Sewer Maintenance Contractors

HANKOOK MIOX CO., LTD

USHIO KOREA, INC.

HYORIM INDUSTRIES INC.

ALLIED BIOCHEM(SHENYANG) CO., LTD.

AMIAD WATER SYSTEMS

PURE TECHNOLOGIES LTD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수처리, 유지관리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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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산업 | KOREA INDUSTRIAL CO.,LTD.

President 임상준 | Sang-Jun, Lim 
Add.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터길 66 (구 신안리 176-1) | (176-1, Sinan-ri, Jochiwon-eup)66, 
Anteo-gil, Jochiwon-eup, Sejong, Korea   Tel. 044-862-5238/044-865-3404   
Fax. 044-862-6144   Web. www.고려산업.kr   E-mail. kor5238@naver.com

(주)고려산업은 1986년에 법인체로 설립된 이후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INNO-BIZ), 유망중소기업, CLEAN 사업장, 투명경영 기

업 등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증을 거의 획득한 

건실한 중소기업이다.투철한 기업관과 창의력으로 뛰어난 경

영능력을 인정받아 언론기관인 스포츠서울에 “신기술 신경영

인”에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경영함으로

서 한국경제신문에 “친환경 경영대상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

상하기도 하였다.현재는 특허로 등록된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빗물 집수 종합처리장치”는 제작 및 현장설치를 완료한 실적이 

있고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는 연구개발 성과에 힘입어 

양산 전 단계까지 진행중인 상태이다.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을 바탕으로 물에 관련된 제품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 된 제품들만을 생산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를 통해 고객들에게 항상 만족과 감동을 주어 사랑받는 기업으

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물 산업 발전에 동참하

여 국가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인증 및 특허

인증현황

• 유망중소기업 지정

• CLEAN 사업장

• 투명경영인증

• 새마을공장지정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ISO 9001 획득 [품질경영시스템]

특허 및 실용실안

• 상하수 침전지의 슬럿지 처리시스템 [특허 제 0230556호]

• 부유물 및 거픔 제거장치 [특허 제 0460524호]

• 줄을 이용한 여과포 [실용실안 제 041929호]

• 여과포를 이용한 여과장치 [특허 제 10-0571100호]

• 수조의 물 흐름 정체방지 기능을 갖는 소독약 분사장치 

 [특허 제 10-0885969호]

• 수조용 소독약 투입장치 [특허 제 10-0996949호]

•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빗물 집수 종합처리장치 

 [특허 제 10-1056650호]

•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 [특허 제 10-1142345호]

• 해수 표면 취수장치 [특허 제10-1238383호]

주요 제품 및 기술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빗물 집수 종합처리장치 (B. R. G. P.)

빗물 집수 종합처리장치는, 빗물이용시설로 환경부에서 분류하

는 빗물이용시설 구성 중 “처리시설”과 “저류시설”을 합한 것

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한곳으로 모

아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초기에 비가 내리면 지붕 표면

에 쌓여 있던 비행성이물질들이 빗물과 함께 집수 되므로, 이들 

비행성이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 여과 할 수 있도록 바스크린을 

구비한 비행물질 여과장치와, 대기 중에 분포 되어 있던 미세먼

지 등의 오염물질들이 비와 함께 섞여 낙하 하면서 지붕표면에 

쌓여 있던 비산먼지 등 이물질들을 함께 씻어 더러워진 상태로 

된 혼합 현탁액이 유입하게 되므로 이를 임시 저장하는 현탁액 

집수수조와 혼합 현탁액을 처리하는 역세척을 할 수 있는 급속 

사(沙)여과설비가 상접한 것과, 여과된 여과수를 일정 기간 동

안 변질되지 않게 하여 저장 할 수 있는 빗물 저수탱크가 한 세

트로 되어 낭비되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빗물 집수 종합처리장치”(Building roof 

with Rainwater catchment General Processing unit; B.R.G.P)를 

말한다. 저장된물은 직접 활용 하던가 건축물 옥상 또는 고지대

의 수조로 이송시켜 화장실 등 허드렛물, 조경수로 활용하게 한

다. 이 제품은 초기빗물을 여과처리 후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며, 여과설비를 두지 않을 시에는 초기빗물을 배제 할 수 있는 

제품이 된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세종시(구 연기군), 공주시, 예산군,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외 1,000여건 이상,각 지역 시.군청 및 수도사 

 업소 등 다수 납품

청양고추문화마을

홍성홍주문화체육센터공주정안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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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씨테크 | DCTECH

President 김사동 | Sa-Dong, Kim 
Add. 서울 강동구 성내동 양재대로 1377, 411호 | 1377, Yangjae-daero, Gangdong-gu, Seoul, Korea   
Tel. 02-483-3060   Fax. 02-483-3090   

Web. www.dctech.kr   E-mail. dctech00@gmail.com

당사는 전문적인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신기술 전문기업

이 되도록 노력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전문적인 신기술로는 시공 활용도가 매우 높

은 K-GIP 관추진공법과 초간편 기계식 굴착공법인 SHIELD-

JACKING공법, 진보된 신개념의 상.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PTL-

PANEL을 이용한 정류벽,도류벽,간벽을 설계 및 생산 ,설치하는 

토목, 환경, 수처리를 전문적으로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인증 및 특허

• K-GIP추진

-  강관압입장치 및 이를 이용한 강관압입방법(특허10-0627642호)

- 관부재 압입장치(특허10-1065273호)

• SHIELD-JACKING

- 지중 매설용 관로의 선단추진 장치(특허10-0598677호)

• PTL-PANEL 정류벽,도류벽,간벽: 

- 개폐식 도류벽(출원10-2013-0150914)

• PE SHEET LINING공법

- 방수시트와 그 제조방법(특허10-1311204호) 외 다수

주요 제품 및 기술 

K-GIP추진공법

•  선도관에 지반 보강용 그라우팅용 노즐 장착후 인력굴착에 의 

 하여 관내토석을 제거하고 그라우팅노즐로 공극 채움을 하면 

 서 유압장비로 PIPE를 밀어 넣는 공법

•  추진관 주변의 교란된 지반 또는 여굴 발생 지반의 내부그라 

 우팅(씰링재채움) 시행으로 잔류침하를 방지하여 지반의 안정 

 화가 가능함

SHIELD-JACKING

•  굴진기 전면의 컷터 후방에 격벽을 설치하여, 막장을 안정시 

 키고 굴착면과 격벽 사이의 컷터 챔버안에 약간의 이수를 첨 

 가, 동력으로 선단 컷터를 회전하여 굴착 추진하는 공법.

•  세미쉴드로 굴진이 어려운 단거리 굴진(200M내외)시 경제성이 높음

•  굴진기의 국내제작과 간단한 후방설비로 공사비가 저렴

•  장비 설치 및 해체가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PTL-PANEL 정류벽,도류벽,간벽

•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소재인 Polyethylene을 격자형태의 구조 

 인 중층과 상,하 skin층으로 구성된 3중 구조로 구성된 PANEL 

 로 상,하수처리장에 정류벽, 도류벽, 간벽으로 적용.

•  내층이 격자형태의 3중 구조로 강도가 우수

•  기계적 특성 및 내수 및 내습성, 내한성이 우수

•  이물질이 잘 붙지 않고 때가 타지 않아 청소가 용이함

•  인체에 무해하고 내약품성이 우수 

•  친환경 자재(사용후 100% 재활용가능)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K-GIP 추진공법

•  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김해시) D2200, L=54.0M

•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서울시 동작구청) D2800,  

 L=32M

•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한국수자원공사)  

 D900~D2100 다수

•  청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D1200,  

 L=53M외다수

SHIELD-JACKING 추진공법

•  일산서구지역 전기공급시설(한국전력공사) D1650, L=144M

•  천안 남부배수지 건설공사(천안시) D1500, L=130M

•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한국수자원공사)  

 D900~D2100 다수

PTL-PANEL 정류벽,도류벽,간벽 

•  설계반영중

Our company is a professional on the basis 
of eco-fr iendly know-how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excellent workforce in Korea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fields. 
We use the K-GIP(K-Grout In Pipe) method 
and SHIELD-JACKING method in mechanical 
drilling process that often used in engineering 
f ie ld  in  Korea.  Espec ia l l y  Our  New PTL-
PANEL(Polyethyene Tripled Layers-Panel) can be 
applied to water treatment plant facilities(baffle 
wall, partition wall, traing wall, etc), and other 
water quality controlling fields. 
We apply these techniques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company.

Certificate & Patent
• K-GIP(K-Grout In Pipe) method

-  Apparatus for pressing steel pipe and method  
 for pressing steel pipe using the same (Korea  
 Patent: 10-0627642)

-  Apparatus for pressing steel pipe (Korea  
 Patent: 10-1065273)

• SHIELD-JACKING method
-  Propulsion apparatus of pipe tunnel for  
 undergroundlaying (Korea Patent: 10-0598677)

• PTL-PANEL
-  Open and close type traing wall 
 (Korea Patent: 10-2013-0150914)

• PE SHEET LINING method
-  Waterproof sheet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sheet (Korea Patent: 10-1311204)

Main Product & Technology 
K-GIP(K-Grout In Pipe) method
Leading grouting for ground reinforcement tube 
attached to the nozzle, by a person inside the 
pipe a soil and stone  removed. Grouting hydraulic 
nozzles to fill the gap and push the pipes method

SHIELD-JACKING method
Established the septum cutter shield machine 
front, to stabilize the cutting surface, is added to 
take the cutter chamber between the partition 
walls. Jacking method of excavating to rotate the 
as a power

PTL-PANEL(baffle wall, partition wall, rectifier 
wall, traing wall)
this PANEL made   up of triple structure (the structure 
of the lattice Polyethylene) is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Mainly applies to rectification wall, baffle 
wall, partition wall of water treatment plants 

Performance
K-GIP method
•  Riverbank Filtration development(Kimhae-si,  
 Korea) D2200, L=54.0M

•  Ra inwate r  pump ing  s ta t i on  Expans ion  
 Project(Daerim3dong, Seoul, Korea) D2800, L=32M

•  Han River(2nd) Adjust the water supply system  
 project(K-water, Korea) D900~D2100 and many ohters

•  Integrated Water Treatment Plant Modernization 
Project(ChungJu-si, Korea ) D1200, L=53Mand 
many ohters

SHIELD-JACKING method
•  Western part in Ilsan-si, Electricity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Korean Telecom, Korea)  
 D1650, L=144M

•  Construction of the southern reservoir(Chunan- 
 si, Korea) D1500, L=130M

•  Han River(2nd) Adjust the water supply system  
 project D900~D2100, etc.

PTL-PANEL(baffle wall, partition wall, rectifier wall)
•  Now design

GIP강관추진공법 쉴드잭킹공법의 쉴드머신PTL판넬 제작과정 PTL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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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지털워터 | DIGITAL WATER Co., Ltd.

President 김윤영 | Yoon-Young, Kim 
Ad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20, 2805호 | No.2805 U-TOWER, 120, Heungdeo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031-211-9669   Fax. 031-275-1472   

Web. www.aquamag.kr   E-mail. dang@aquamag.co.kr

당사는 2001 년에 설립 된 이후, 부식방지 시스템과 효율적인 

수처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개발 노력과 생산에 총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 사는 국내 판매 네트워크와 중국 지사를 설립하고 제품의 공

식적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국제시장의 물 처리 시스템의 중요

성 받아들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제작한 친환경 

파이프를 통하여 스케일 생성방지 및 제거된 깨끗한 물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당 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수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 파이프 그리고 건강"은 같은 의미로, 

(주)디지털워터는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

• 2009.06.26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2011.11.25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확인서

• 2012.11.13  품질경영시스템규격(ISO9001)

• 2012.11.13  환경경영시스템규격(ISO14001)

• 2013.02.21  위생안전기준인증서

• 2013.05.02  e-프론티어기업 인증서

특허

• 2004.01.29  수처리배관내 스케일 및 녹 제거장치 조성물

• 2005.04.21  녹 및 스케일 생성 억제용 수중모터 흡입구 그물망

• 2006.10.30  금속의 전위차에 의한 배관의 스케일 방지 및  

 제거용 모터토출구 장치

• 2012.05.30  스케일 및 녹 제거용 아쿠아 배관

주요 제품 및 기술 

아쿠아맥(AQUAMAG)은 마그네슘(Mg2+) 금속의 전위차, 즉 

갈바닉 효과를 이용하여 관내부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친환경 배관보호 장치이며, 배관 내 발생되는 녹(부식)

과 스케일(물속 미네랄 결합: 석회, 규산염 등) 그리고 유기물 

등의 결합을 마그네슘이온의 규칙적인 공급으로 석회결합을 약

하게 하여 분리시키는 원리를 적용하는 친환경적인 마그네슘합

금이온을 이용한 국제 특허등록이 빛나는 기술을 자랑하는 제

품입니다.

AQUAMAG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 효

과, 은나노 기술을 이용한 항균효과가 있으며 물의 품질을 변경

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상수도본부, 영주시 상수도사업소, 남양주

시 상수도사업소, 계룡시 상수도사업소, 안동시 상수도사업소, 

경기도고양시(택지개발상수도),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부천시 

상수도사업소, 김포한강신도시, 화성시 향남지구,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외 다수

학교

전남대학교, 군산진안공고,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신가초등학교, 

진안공고고등학교, 남면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운암중학교, 

전주여고 외 80여 학교

발전소

한수원, 서부발전(주), 동서발전(주), 남동발전(주), 천포화력, 남

부발전(주), 무주화력발전소, 태안발전본부, 울진원자력발전소, 

섬진강수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 양양양수

발전소, 청평수력발전소, 서인천발전본부 등

관공소 및 건물

세종청사, 한국가스공사, 중국심양화공유한공사, 안성인삼농협, 

일산환경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대전지사(대

전지사), 노원구청 급수라인,  서대문구청, 포스코(광양제철) 등

Since our establishnent in 2001, we have made 
every effort to develop and manufacture scale and 
corrosion preventing systems and efficient water 
treatment systems. 
We officially started to sell our products after 
establishing a domestic sales network and 
a branch in China. We are serious about our 
objective of penetrating the international market 
with our water treatment system, the safest 
system in the world for removing and preventing 
scale build up and developing environment 
friendly pipes that can supply the purest water. 
We wi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meet our 
customer’s needs and provide the best water quality 
environment. As『water, pipe and health『are one and 
the same, Digital Water Company promises you that 
we will not cease in our efforts to create an earth-
friendly and healthy social environment.

Certificate & Patent
Status of Certification
• 2009.06.26  Certificate of R & D Center
• 2011.11.25  Certificate of INNO-BIZ
• 2012.11.13  ISO9001
• 2012.11.13  ISO14001
• 2013.02.21  Health Safety Standards Certificate
• 2013.05.02  Certificate Internet Trade Frontier  
 Business

Patent
• 2004.01.29  Composition for removing and  
 control scales in water treatment pipes
• 2005.04.21  Meshes for submar ine motor  
 inhaler for control scales and rust
• 2006.10.30  Motor discharger for removing and  
 preventing scales for pipe using  
 metal's potential difference
• 2012.05.30  Aqua pipe for removing scales and rust

Main Product & Technology 
It is environment friendly pipe protecting system 
that removes scale from inner part of pipe and 
prevent corrosion using Galvanic Effects which is 
potential difference of magnesium (Mg2+).
AQUAMAG the temporal and economic costs 
savings, energy savings, using nano-silver 
antibacterial technology does not change the 
quality of water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Performance
Water supply
Sejong of special municipal, Land development 
Goyang Gyeonggi water,  Han Gimpo New 
Town, Hwaseong Hyangnam Earth, Byeolnae 
Namyangjoo land development e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inan Gunsan 
Department announcement ete

Power station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Plants, Korea 
Western Power Co., Ltd. , Korea Southern Power 
Co., Ltd, Korea East-West Power co., Ltd, Korea 
South East Power Co., Ltd, ete

Government offices and buildings
Sejong government bui ld ings, Korea Gas 
Corporation, Shenyang Chemical Co.,Ltd. China, 
Korea Railroad Corporation, Nowon-gu Office,, 
Seodaemun-gu Office, POSCO, ete

김포한강신도시 고양시 식사지구 양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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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설립 이래 축척된 고도의 기술과 완벽한 품질관리를 바

탕으로 환경관련기기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생산기업으로 꾸준

히 성장해온 (주)로얄정공은 국가 기간시설 및 국내외 각종 산

업시설에 고품질의 환경관련 설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주)로얄정공은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설계, 제작, 

시운전, A/S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여 벤처기업 및 우수품질인증, 환경설비인증, 신제품, 조

달우수제품 인증 등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각종 국내·외

에서의 인증 및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로얄정공은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 노력

하고 원자재 절단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작은 부품 하나에

도 정성을 다하며 빠른 납기와 신속한 서비스망의 구축으로 고

객만족을 제일로 알며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1997. 01. 17 - ISO 9001획득

• 1997. 01. 21 - API 인증획득

• 1999. 04. 07 - 국산신기술 KT마크 인정획득(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농축용 원심분리기)

• 1999. 05. 10 - 벤처기업지정(특허기술개발기업)

• 1999. 12. 17 - 우수제품인정-(원심농축기)

• 2001. 06. 29 - 벤처기업지정(신기술개발기업)

• 2001. 06. 30 - 환경설비 품질인증 획득(탈수설비-원심식, 

 용량 600kg, DS/hr 이하)

• 2002. 02. 07 - 우수품질인증 획득 (수평형 원심 탈수기-

 처리용량 : 900kg, DS/hr 이하)

• 2002. 08. 29 - 우수품질인증 획득(하수처리용 원심식 

  농축기 - 용량:70㎥/ hr이하)

• 2003. 05. 31 - ISO 14001획득

• 2004. 06. 30 - 환경설비 품질 인증서[슬러지 처리용 원심분리기]

• 2006. 01. 01 - 신제품 인증서 NEP [슬러지 처리용 원심분리기]

• 2007. 03. 14 - 성능인증서 획득-슬러지 처리용 원심분리기

• 2012. 01. 0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2012. 07. 06 - 조달 우수제품지정 

 (스크류 데칸터형 원심분리기)

• 특허 제 10-0857057호. 

 산업용 상,하수 및 폐수처리용 원심분리기 스크류컨베어의 날 

 개 끝면 하드닝 방법. 

• 특허 제 10-0920493호.

 외동보올의 회전체에 소음방지용 플레이트 장착을 구비한 스 

 크류데칸터형 원심분리기. 

• 특허 제 10-0953671호.

 회전각을 가지는 농축액 또는 케이크 토출구를 구비한 스크류 

 데칸터형 원심분리기. 

• 특허 제 10-0977196호. 

 스크류 컨베이어에 형성된 이단가속 토출커버를 구비한 스크 

 류데칸터형 원심분리기. 

• 특허 제 0340190호. 

 이단가속 원심분리기용 증,감속 기어박스장치. 

• 특허 제 0407896호. 

 슬러지 농축탈수용 수평 원심분리기.

주요 제품 및 기술 

• 원심탈수기

• 원심(고액)분리기

• 원심농축기

• 전처리용 원심분리기

• 고효율 스크류프레스

• 고효율 응집일체형 탈수기

• 저속드럼농축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및 토목슬러지, 

식품슬러지, 화학공업, 식품가공업, 철강공업, 폐플라스틱, 폐유정

제, 플랜트 시설등의 등 다양한 분야에 약1000여대 이상 납품.

(주)로얄정공 | ROYAL PRECISION IND. CO., LTD.

President 박재덕 | Jae-Deok, Park
Add. 대구 달서구 갈산동 358-81 | 358-81, Galsan-dong, Dalseo-gu, Daegu, Korea 
Tel. 053-583-8651   Fax. 053-583-8655   

Web. www.korearoyal.com   E-mail. royal@korearoyal.com  

After establish in 1986, ROYAL supply the 
environment-related equipment of the high quality to 
the national major industrial and domestic & abroad's 
industrial facility. ROYAL has been growing constantly 
in the environment related equipment industrial field 
based on the high-level which the foundation with 
perfect quality control. Royal obtained dozens of 
patents in order to give the best satisfaction to the 
customer by self design, manufacture, test run, 
and A/S with various experience and continued 
technology development in which product superiority 
including the venture business and environmental 
facility authentication, new product authentication, 
and etc at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Royal 
continuously try to becomes the company which 
researches for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with 
the true heart  from the original material cutting to 
finished goods. We knows the customer satisfaction 
is top value and which it tries constantly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fast delivery and quick service 
network in order to repay the encouragement of the 
client everyone.

Certificate & Patent
• 1997. 01. 17 - ACQUIRED OF “ISO 9001” CERTIFICATION
• 1997. 01. 21 - ACQUIRED OF “API” CERTIFICATION
• 1999. 05. - APPOINTED AS VENTURE ENTERPRISE
 (PATENT TECHNOLOGY DEVELOPMENT CO.)
• 1999. 12. 17 - APPROVED AS EXCELLENT PRODUCTS 
 (THICKENING DECANTER)
• 2001. 06. 29 - APPOINTED AS VENTURE ENTERPRISE
 (NEW TECHNOLOGY DEVELOPMENT)
• 2001. 06. 30 - ACQUIRED ENVIRNMENT EQUIPMENT 
 QUALITY APPROVAL: DEWATERING EQUIPMENT 
 (CENTRIFUGE TYPE. CAPACITY 600KG, DS/hr BELOW)
• 2002. 02. 07 - ACQUIRED EXCELLENT QUALITY APPROVAL
 : HORIZONTAL CENTRIFUGE(CAPACITY: 900KG, 
 DS/hr BELOW)
• 2002. 08. 29 - ACQUIRED EXCELLENT QUALITY 
 APPROVAL: SEWAGE TREATMENT CENTRIFUGE  
 THICKENER(CAPACITY: 700 m3/hr BELOW)
• 2003. 05. 31 - ACQUIRED ISO 14001 CERTIFICATION
• 2003. 11. 01 - AWARDED GOVERNMENT PRIZE OF   
 2003 NEW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PRIME MINISTER PRIZE
• 2004. 05. 10 - ESTABLISHMENT OF R&D EXCLUSIVE  
 CHARGE TEAM(KOREA INDUSTRIAL TECHNOLOGY  
 PROMOTION ASSOCIATION: NO. 20045110)
• 2004. 06. 30 - ENVIRNMENT EQUIPMENT QUALITY  
 APPROVAL CERTIFICATE(SLUDGE TREATMENT  
 CENTRIFUGE)

•  2006. 01. 01 - NEW PRODUCTS APPROVAL  

 CERTIFICATE NEP(SLUDGE TREATMENT CENTRIFUGE)
•  2007. 03. 14 - ACQUIRED PERFORMANCE  

  CERTIFICATION: SLUDGE TREATMENT CENTRIFUGE
• 2012. 01. 04 - TECHNICAL INNOVATIVE SMALL  

 AND MEDIUM COMPANIES(INNO-BIZ) SELECTION
• 2012. 07. 06 - THE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THE SCREW DECANTER  

 CENTRIFUGE)
• Patent NO. 10-0857057 

 The hardening method for the wing tip of the  

 sewage and for waste water treatment centrifuge  

 screw conveyor 
• Patent NO. 10-0920493 

 The screw decanter centrifuge including for noise  

 prevention plate installation in the body of  

 rotation of the single bowl 
• Patent NO. 10-0953671 

 The concentrate or having the rotation angle the screw  

 decanter centrifuge equipped with the cake outlet 
• Patent NO. 10-0977196 

 The screw decanter centrifuge equipped with  

 the double acceleration discharge cover formed  

 in the screw conveyor 
• No. 0340190 of the patent I 

 The increasing, reducing speed gearbox  

 equipment for double acceleration centrifuge.
• No. 0407896 of the patent I 

 The sludge concentration for dehydrating  

 horizontal decenter centrifuge.

Main Product & Technology 
• Dewatering Decanter Centrifuges
• Solid-liquid Separator
• Thickening Decanter Centrifuges
• Separating Decanter Centrifuges
• High-efficiency Screw Press
• High-efficiency Apparatus of Sludge Thickening 

 and Dehydrator
• Slow Drum type Thickener

Performance
We supply to the various field including Domestic 

and Oversea's sewage disposal plant, night soil 

treatment plant,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civil sludge, food sludge, chemical 

industry, food processing industry, steel industry, 

waste plastic, waste oil refining, plant facilities, 

and etc. over 1,000 projects.
전처리용원심분리기 드럼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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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래시기술(주) | REFRESH SYSTEM

President 이홍원 | Hong-Won, Lee
Add.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9-4 | 549-4, Seongnae 1-dong, Gangdong-gu, 
Seoul, Korea   Tel. 02-480-3800    Fax. 02-480-3951   

Web. www.refreshsystem.co.kr   E-mail. donggus@hanyang.ac.kr 

리플래시기술(주)은 2001년 설립 이후 시설물 유지 관리 보

수·보강분야에서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

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에 전략하는 회사이며 기술

적 기반이 취약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둔 경영 마

인드와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다수의 특허 및 신

기술지정(330호, 577호, 675호)을 받아 사회적비용의 최소화로 

상하수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력 및 내

구성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장수명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기술개발에 매진

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시설물 

유지 보수·보강 분야에서도 맹활약하는 전문기술개발회사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NNO-BIZ 기업 • MAIN-BIZ 기업 

• ISO 9001 • ISO 14001

• 특허 17건 • 녹색기술 제GT-13-00059호

• 건설신기술 제577호 • 건설신기술 제675호

• KS M 3550-1 • KS M 3550-2

주요 제품 및 기술 

RPR 공법

본 공법의 기본개념은 아래와 같이 프로파일드럼으로부터 지상

의 멘홀를 통하여 공급된 프로파일(경질염화비닐)을 자주식제

관장치에 의해 프로파일을 결착하여 다양한 모양의 관(원형, 마

제형 및 구형 등)을 형성시킨 다음 기존 관과 프로파일로 형성

된 관 사이에 특수모르타를 주입하여 일체화관을 형성시키는 

기술로서 주요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하수공용 중에 시공이 가능하다.

• 시공길이와 경사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 좁은 맨홀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다.

• 기존관의 약 1.5배 이상의 강도복원이 가능하다.

• 원형 관뿐만 아니라 구형 및 마제형까지 단면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다.

구조물의 방식보수기술(에코플래시공법, 신기술 제 577호)

열화된 콘크리트 상하수시설물의 단면보수공법으로 보수단면

의 부식, 탈락 및 균열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 공법이다. 접

착보강핀을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단면에 설치하고, 내산

성 및 균열저항성에 우수한 파인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

슘 세라믹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건식 이송하여 건에서 혼

합분사 시공하여 단면 복구한 다음 습윤환경에 부착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세라믹피복재와 내식저항성이 우수한 도막재료를 

복합 시공하여 상하수시설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수명

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IRPR공법: 담양댐 둑 높이기사업 외 약 320건(하수관로, 농수 

 로터널 등)

• I에코플래시공법: 미가로 하수암거 보수공사 외 약 160건(상 

 하수시설물, 교량, 해양항만 등)

Refresh Technology Co., Ltd. was established 
in  2001 and concentrates in  technology 
development of Facility Repair and Maintenance 
areas to make contr ibut ion to technology 
improvement and industrial advancement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new methods. Refresh 
Technology Co., Ltd. is advancing to become 
a company that will bring a new sensation to 
the facility maintenance area where technical 
foundation is inadequate. 
Especially through the management philosophy 
that values a new technology R&D and advance 
technology introduction together with employee's 
dedication and selfless affection, various patents 
and advanced technologies were endorsed 
(#330, #577 and #675), and Refresh Technology 
Co., Ltd. is fully concentrating all of its abilities 
to extend the life of public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y and various concrete structures 
by improving its strength and durability. 
Refresh Technology Co.,  Ltd. wi l l  not be 
comp lacen t  bu t ,  con t i nuous l y  s t r i ve  to 
concentrate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ick to a sincere attitude to become a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y in 
the are of Facility Repair and Maintenance. 

Certificate & Patent
• INNO-BIZ Company • MAIN-BIZ Company
• ISO 9001  • ISO 14001 
• certification Patent 17 cases
•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13-00059)
•  Korean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No. 577, No. 675

• Korean Standard M 3550-1, M 3550-2

Main Product & Technology 
RPR repair and reinforce systme
A profile strip(lining material) is fed into a liner 
winding machine placed inside the existing pipe 
through a manhole above ground and the self-
running winding machine turns itself and moves 
forward, continuously and spirally forming a liner, 
interlocking ribs on the profile, inside the existing 
pipeline, which workers can go into, and of circular 
of non-circular shapes: i.e. rectangular, horseshore-
shaped, and other shaped pipes. and then the 
gap between the existing pipe and the liner is filled 
up with special mortar, and when the mortar is 
hardened a strong composite pipe of existing pipe/
grouting mortar/liner in one body is constructed.

The winding machine,container-feeder drum (a drum 
which contains a rolled strip of profile and feeds the 
strip as a liner is formed),are outlined above.
Advantages of the New SPR Technology
•  a liner can be formed in an in-service pipe  
 wihtout stopping the sewage 

•  longitudinal slope adjustment is possible 
•  rehabi l i tat ion work can be performed via  
 manholes in small diameters

•  a renovated pipe nearly two times as strong as  
 the original pipe can be formed

•  the system can be applied to not only round  
 but also to any non-circular shapes such as  
 rectangular, horseshoe and elliptical

Anti-corrosion repair system(Eco-Fresh)
This technology is concrete repair system for the 
anti-corrosion and the waterproof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After removing deter iorat ion of reinforced 
concrete, installed the attach reinforcement pin in 
the cross-section of concrete, and applied dry-
mix spray mortar mixed with the fine fly ash for 
the excellent acid resistance and calcium trioxide 
silicate ceramic fibers for the crack resistance. 
The developed dry mixing gun is getting an 
efficient progress(spraying the mortar) regarding 
less dust nuisance, reduced rebound and more 
intensive mixing. Therefor this machine can be 
an effective construction.  Finally the concrete 
repaired with the mortar is sprayed the anti-
corrosion ceramic coat which is the superior 
adherence in the wet environment.
 This method extends the life of the structure and 
the maintenance cost can be minimized.

Performance
•  RPR repair and reinforce systme: swage pipes  
 and aqueduct tunnels (320 sites) 

•  Anti-corrosion repair system(Eco-Fresh): swage  
 pipes, bridges, water reservoir, etc. (160 sites)

계란형 전/후 마제형 전/후

프로파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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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맑은물연구소 |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지용현 | Yong-Hyeon, Ji
Add.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길 4 | 4, Yukgok-gil, Gayagok-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742-8606   Fax. 041-742-8607  

Web. www.purewater.co.kr   E-mail. info@purewa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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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연구

소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써,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새로운 제품의 기술 연구 개발하여 더욱 더 좋은 제품을 

고객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만 공급하는 기업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뢰받는 회사로 만

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벤처기업 확인 인증

• ISO 9001:2008

• 특허등록 (4종)

• 특허출원 (1종)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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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은 보전하면서 비소(As) 3가, 5가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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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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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불필요

• 무동력, 무인운전으로 인한 간단한 장치로 시설 유지비 제로

탁도 제거장치(필터가 필요없는 여과방식)

• 물리법칙 원심력을 이용한 싸이클론(Cyclone) 여과방식

• 물탱크 내 이물질 퇴적으로 세균 증식 및 부패 억제→수질개선

• 암반가루, 모래알갱이 등에 의해 탁도가 불량한 관정에 설치

• 필터 교환없이 작동하여 시설 유지비 절감

자동 염소투입장치(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소독)

• 소독약품(염소) 소진시 최대 110리터 약품 보충가능

• 수격작용 및 싸이펀 방지 밸브 설치로 안정적 수질관리

• 설치장소 제한없음 (관정, 송수관로 내, 물탱크 주변등 설치가능)

•  소독약품(염소)를 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정밀하게 투입 

 하여 소독

살균정수장치 (OH Radical 살균방식)

• 산화력(살균,소독,탈취,분해하는 능력)이 강력

•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제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질

•  독성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물질이며, 오염물질 각종 세 

 균등을 살균, 소독

•  공기와 물속의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오염물질을  

 안전한 물(H2O)과 산소로 환원시켜 인체에 무해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조달납품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외 다수 납품

살균정수장치 (OH Radical 살균방식)

비소 제거장치(무동력, 무인운전) 라돈 제거장치(무동력, 무인운전)

탁도 제거장치(필터가 필요없는 여과방식) 자동 염소투입장치(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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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엔지니어링㈜ | BUKYOUNG ENGINEERING CO.,LTD

President 백경희 | Gyeong-Hui, Baek
Add.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 27 Songhak-gil, Kosan-myeon, Wanju-gun,
Chollabuk-do, Korea   Tel. 063-253-7445   
Web. www.bke99.com   E-mail. bke8411@hanmail.net

1998년 12월 18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설립되어 광역상수

도 및 댐.보시설(수력발전 설비), 하구둑 수문의 점검정비 용역 

등 산업분야의 중요시설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시

설물 유지관리 외 다수)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 태

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의 설계와 시공은 물론 하수처리장

의 중요기자재에 대한 제작(설비포함)과 시공, 계측제어분야 및 

철근가공을 포함한 제반 산업 설비를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제9051-1375호

• ISO 9001 인증서: CI/1536

• ISO 14001 인증서: CI/1536E

• 정비적격업체인증서

• 수도시설 주요설비 수리업체 지정

•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 옥내급수관 세척 우수업체: 제7호

특허보유현황

• 제10-0862888호: 슬러지 탈수장치

•  제0906384호: 안내 깃 장치와 와류 봉을 부착한 하이드로포 

 일 날개를 가진 응집기

• 제0906385호: G값을 정확하게 측정, 제어 할수 있는 응집기

•  제10-0976614호: 태양전지 어레이의 계절별 경사각 반고정 

 식 조절장치

• 제10-0976614호: 수질측정 부이장치 

• 제10-0982757호: 물과 혼잡된 스컴을 원심력으로 분리하는 장치

• 제10-0982756호: 부유식 스컴 제거장치

• 제10-0982158호: 파손된 관의 보수보강 방법 및 보수보강장치

•  제10-0989805호: 상수도 송수계통의 펌프와 배수지 간의  

 연계제어장치

• 제10-1054087호: 하수의 총 인 제거 장치

• 제0798347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주택의 복합형 냉난방 시스템

•  제10-1149564: 전력계통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비상 발전 

 기 운전방법 및 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직접생산확인

•  제2010-15441호: 탈수 및 배수장치, 탈취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  제2009-26285호: 계장(계측)제어장치, 유량계, 자동제어반,  

 프로세스제어반

•  제2009-21939호: 수문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엔지니어링 부문 “수도 및 발전시설 점검정비용역(6권역)”외 48건

•  상하수도 및 토공, 기계, 시설물공사 부문 “부안(광) 관로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외 298건

•  계량계측설비공사 부분 “수질자동측정장치 제조구매설치”외 45건

•  전기공사 부문 “상춘곡공원거리조성사업전기공사”외 47건

•  정보통신공사 부분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3공구 신축공 

 사(통신)”외 44건

•  수중폭기 설비 부분 “보령댐 산기식 수중폭기설비 제조구매 

 설치”외 9건

•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3,132㎾, 태양열 2,593㎡,  

 지열 4,465㎾”

BUKYOUNG Engineering was founded in 1998 
as a main body of engineering work specialized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ionwide 
key industry fields such as wide area water 
supply, powerplant facilities and floodgate of 
estuary dyke. 
W i th  the he lp  o f  lo t  o f  exper iences and 
knowledge through various engineering activities, 
we expanded our workscope  into design 
and construction f ield for the professional 
building industry(water supply and drainage, 
machine equipment, electricity· information 
& communicat ion, faci l i ty  maintenance & 
management works), and the new· renewable 
energy(solar power generatio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uel cell, and geothermal 
energy).
We will continue to make customer satisfaction a 
first and foremost priority and be relentless in our 
efforts.
With your continued faith and unwavering 
support, BUKYOUNG will stand ready to push 
ahead to achieve our dreams for a brighter 
tomorrow. 

Certificate & Patent
Certificates
•  Confirmation of innov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 ISO 14001
•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 Eligible maintenance business
• Eligible maintenance business
•  Designation of urgent work company and other 4  
 certificates

Status of patents 
•   No. 10-0862888:  Apparatus for  s ludge  
 dehydration

•   No.10-0902791: Apparatus for deodorization
•   No. 10-0976614: Apparatus for semi-fixed  
 control system of photovoltaic array

•   No. 10-0976614: Buoy apparatus for water  
 purity measurement

•   No. 10-0982756: Removal apparatus for floating  

 scum
•   No. 10-1054087: Removal apparatus for total  
 phosphorous of sewage

•   No. 0798347: Composite air cooling and heating  
 system of house using the regeneration energy  
 and other 10 patents

Main Product & Technology 
Direct production item
•   Dehydration and drainage, agitators
•   Floodgate
•   Device of measurement control, flowmeter 

Performance
•   Engineering work(12 facility operation and  
 inspection maintenance areas, 3 water supply  
 facility diagnosis areas, water aerator inspection  
 maintenance area, heat imaging technical  
 assistance area, 9 execution design and  
 cleaning services areas)

•   Water supply and drainage, public works,  
 machine equipment, facility maintenance and  
 management(42 water supply and drainage  
 works during recent 5 years, 7 public works,  
 51 machine equipment works during recent five  
 years, 29 facility maintenance & management   
 works)

•   Measurement and control area(18 flow rate  
 meter/monitoring system, 24 water purity  
 measuring/monitoring  systems)

•   Electric works(30 electric works)
•   New renewable energy-related works(14 solar  
 power generation-related works, 4 solar heat- 
 related works, 4 geothermal-related works)

•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search area 
 (4 topics) 

•   Information·communication works   
  (18 information·communication-related works)

배관세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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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젼개발 | VISION DEVELOPMENT CO.,LTD.

President 김용철 | Young-Chul, Kim
Add.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15번길 87 | 87,Deoksan-ro15beon-gil, Hanam-si,Gyeonggi-do   
Tel. 031-791-5016    Fax. 031-791-3695  

Web. www.cctv0404.com   E-mail. vision3339@hanmail.net

책임 시공을 약속드리는 저희 ㈜비젼개발은 우리나라 관로 설

정에 맞는 초현대화된 장비와 장비시스템을 보유한 하수도 유

지보수 전문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비젼개발은 일선 현장에서 다년간 축척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입장에 서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드리고자 부

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부름에는 언제라도 달려갈 준

비가 되어있사오니 하수도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라도 주시면 

귀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보

탬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제 10-0758724호 (맨홀보수공법 및 맨홀 보수부재)

•  특허 제 10-0735064호 (물돌리기 지수장치)

•  특허 제 10-0611708호 (관로조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관로 

 조사공법)

•  특허출원 10-2013-0074561 (맨홀 차오름식 물돌리기 방법  

 및 물돌리기장치)

•  특허출원 10-2013-0082084 (손상된 맨홀에서도 가능한 자 

 연유화식 물돌리기 장치 및 물돌리기 방법)

•  특허출원 10-2013-0090860 (하수가 차있는 맨홀에서도 물 

 돌리기 가능한 물돌리기 장치및 물돌리기방법)

•  특허출원 10-2013-0116310 (팽창압력을 이용한 물돌리기 

 용 호스연결부재 및 이를 구비한 물돌리기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특허출원 제 10-2013-0074561호 (특허결정)

맨홀 차오름식 물돌리기 방법 및 물돌리기 장치

특허출원 제 1-2013-0016310 (특허출원중)

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 CCTV, 준설작업, 관로보수, 맨홀보수 

등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관에 많은 하수량이 흐르고 있어

도 지상으로 하수를 물돌리기하여 작업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대우건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QA/QC)

•  ㈜나스텍이앤씨: 차세대 차집관거 최적구축 연구-차집관거  

 물막이및물돌리기

•  SK건설: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맨홀설 

 치공사

•  GS건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준설 

 공사

•  코오롱글로벌: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기 

 존맨홀보수

•  쌍용건설(주):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CCTV조사

•  동양건설산업: 고성군 토성처리구역(토성처리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변형량조사

Our vision responsibl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in the country promises you set the right pipeline 
equipment and equipment early modern sewer 
system owned company that specializes in 
maintenance. 
Vision Development Co., Ltd. has been in the 
forefront in the field scale technology for many 
years and always 
Customers stand to stand, I would like a low 
cost to the satisfaction of the maximum working 
diligently, and your call is ready to go at any time 
up to stop any inquiry related to the sewer if you 
can even think of you and establishing a successful 
business relationship and perform a boon to 
cherish of assistance to you.

Certificate & Patent
•  Patent No. 10-0758724 (manhole manhole  
 repair and maintenance element method) 

•  Patent No. 10-0735064 (water turning index  
 unit) 

•  Patent No. 10-0611708 (Pipeline pipeline survey  
 research using this apparatus and method) 

•  Patent 10-2013-0074561 (chaohreum manhole- 
 type method and the water turning the water to  
 turn the device) 

•  Patent Application 10-2013-0082084 (Damaged  
 manhole-type emulsified in water for nature and  
 water turn how to turn the device) 

•  Patent Application 10-2013-0090860 (Sewer  
 manhole in the car in gear and turn the water to  
 turn the water to turn the water way possible) 

•  Patent Application 10-2013-0116310 (Using  
 inflation pressure for the water to turn the water  
 hose connection member and having them turn  
 the device)

Main Product &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 No. 10-2013-0074561 
(patent decisions)
How to turn water and water-type manhole 
chaohreum turn the device 

1-2013-0016310 patent application 
(patent pending) 
A sewer maintenance, CCTV, dredging, pipeline 
maintenance and repair, such as a manhole in 
carrying out work on a lot of conventional sewage 
pipe sewage water flows into the ground, even if 
carried out to enable the work to turn eco-friendly 
technology.

Performance
•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Sewerage  
 Concession Ansung (BTO) (QA / QC) 

•  Nas ENC Tech: Build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best research chajipgwangeo-dam and  
 water turn chajipgwangeo 

•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Gimhae Sewer  
 private business lease type (BTL) manhole  
 installation work 

•  Hanam City Hal l :  sewer dredging (Pr ice  
 Agreement) 

•  GS E & C: Hanam environment and modernization  
 of infrastructure projects Dredging parks 

•  Kolon Global: Gimhae Sewer private business  
 lease type (BTL) complement the existing  
 manhole 

•  Ssang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Daechung upstream expansion of sewer  
 facilities construction (second sphere) CCTV  
 survey 

•  Asian construction industry: processing area  
 Goseong Saturn (Saturn districting process)  
 Sewer business deformation surveys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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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산업 | SAMKANG INDUSTRIAL, CO.

President 심인식 | In-Sik, Sim
Add.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길 376번길 2-1 | 2-1, Maekdo-gil 376, 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Tel. 051-973-1747~8   Fax. 051-973-1749   

Web. www.samkangind.com   E-mail. samkang@samkangind.com  

당사는 일본의 아타카 다이키(ATAKADAIKI)사와 기술 협력하여 

개발한 필터프레스의 제조업체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최상의 서비스와 가격과 납기

로 공급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강산업의 경영이념인 정직,성실,책임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제품교육과 신속한 납기로 새로운 차원

의 Business 를 전개함으로서 고객여러분의 100%이상의 만족

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2008

• INNO-BIZ

주요 제품 및 기술 

ECOPAC 

본기계는 AUTOPAC형 시리즈로 컴팩트한 자동 압착식 필터 프

레스 입니다. 왕복 유압 실린더를 표준 장비로, 자동식으로 작

업성도 뛰어나며,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구에 

따라 여과판 이동 기구와 누수액 받침 기구가 필요 없는, 수동 

압착식 ECOPAC-L형도 선택 가능합니다.

TFAP 형 

본 기기는, 왕복 유압 실린더, 여과판 이동 장치를 표준 장비로 

한 자동 압착식 필터프레스 입니다.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여과판의 크기 및 여과 실수를 선택해,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습니다. 슬러지 배출 조작은 한사람의 작업자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U-TEC 형 

본 기기, U-TEC형 필터 프레스는 종래의 MKII형 여과판 구조를 

개선 시키고, 또한 전실 동시 개폐, 전실 단독 여과포 주행식의 

필터 프레스 입니다. 차세대형 필터 프레스를 개발했습니다.

AUTOPAC형 

본 기기는, 지금까지 애용하고 계신 TFAP-MK II 형을 기초로 여

러분의 바람에 보답하고저, 새롭게 개발한 스크래퍼로 슬러지 

제거가 가능한 소형 전자동 압착식 필터 프레스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ATAKADAIKI사

• AUTOPAC - 6대

• TFAP형 - 22대

• U-TEC - 6대 

외 필터 프레스 여과포 다수

Our company is a manufacturer of filter presses. 
Based on a wealth of experience and know-how 
required by the customer service and the best 
products to supply you with price and delivery to 
be working. 
Philosophy of Samkang Industrial honesty, 
integrity, and responsibil ity on the basi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more thorough 
product education and prompt delivery to a new 
level by the Business to develop more than 100% 
customer satisfaction in your will.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2008
• INNO-BIZ

Main Product & Technology 
ECOPAC
This machine is compact AUTOPAC automatic 
crimp type series filter press. Reciprocating 
hydraul ic cyl inder as standard equipment, 
Automatic with excellent workability, anyone can 
easily operate it.

TFAP 
This unit, reciprocating hydraulic cylinder, filter plate 
with a mobile device as standard equipment with 
automatic pressure type filter pres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use of filter plates 
and filter accidentally choose the size, the customer 
can meet your needs.

U-TEC 
This unit, U-TEC MKII type filter press filter plate 
of a conventional structure improves, In addition, 
simultaneous opening and closing rooms, single 
rooms with a filter press filter cloth traveling type.
Has developed a new generation of filter presses.

AUTOPAC 
This unit is your favorite so far on the basis of TFAP-
MK II model, and that you repay the wind, a newly 
developed compact removable scraper sludge filter 
press is a fully automatic crimp.

Performance
• DAIKI ATAKA COMPANY
• AUTOPAC - 6SET
• TFAP『 - 22SET
• U-TEC - 6SET 
A number of other filter press filter cloth

U-TEC 15-50형TFAP 10형ECOPAC AUTOPA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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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과학(주) | SAM BO SCIENTIFIC CO.,LTD

President 김원경 | Won-Kyong, Kim
Add.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401&402호 | B-401&402, 401, Yangcheon-ro, 
Gangseo-gu, Seoul, Korea   Tel. 02-2665-8800   Fax. 02-2667-0034   

Web. www.sambosc.com   E-mail. sambosc@sambosc.com

연혁

• 1983   삼보과학 설립

• 1984   증류수 제조장치 개발 및 출시.

• 1986   무역대리업 등록(AFTAK)

• 1996  법인등록, 삼보과학(주)로 상호 변경 / 무역업 등록.(KITA)

• 1997   Pasteurizer 개발 및 출시.

• 1998   자동 수분분석기 개발 및 출시.

• 1998   전자동 증류수 제조장치 개발, 수출계약.

• 1999   Flow Pore 측정기기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연구, 

 특허 제 0330647 호)

• 2000   원사(yarn) 수축율 시험기 개발 및 출시

• 2001  입자계수기용 Online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62357 호)

• 2002   플록 크기 & 분포 측정시스템(Floc Size Analyzer)용 

 Sampler 개발 및 출시 (특허 제 0497184 호)

• 2003   플록 검출용 입자계수시스템 개발 (특허 제 0523933 호)

• 2005  응집제 투입률 자동 측정 및 약품펌프 제어시스템

 (CAST) 개발 및 출시

• 2006   자동 무인 응집제 투입 제어장치 개발 

 (특허 제 10-0742262 호)

• 20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인증.

• 2010   정수처리용 응집제 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특허(제10-0964895호) / 제지공정용 온라인 Cation 

 Demand 측정 Dual시스템 OCDS-Dual개발 및 출시. 

• 2011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약 20억 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 획득

• 2013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약 10억 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 획득

인증 및 특허

특허

• 제 03360647호: 미세공 측정 장비

• 제 0462357호: 입자계수기를 이용한 정수장의 역세척 제어장치

• 제 0497184호: 플록검출용 입자계수시스템

• 제 10-0742262호: 자동 무인 응집제 투입 제어장치

•   제10-0956271호: 응집제 투입률 장치의 자동세척 시스템  

 및 그 세척방법

•   제10-0964895호: 정수처리용 응집제 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인증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정수처리용 온라인 응집제 주입률 자동제어 시스템 (CAST-V2)

•  하수처리장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 및 제어 시스템(SW-CAST)

•  온라인 입자계수기

 (Online Particle Counter: WaterViewer, PAMAS-4031)

 •  플록 크기 및 분포 측정 시스템

 (Floc Size Analyzer: FSA2002)   

•  이동식 온라인 여과효율 측정시스템 (FEM2000)

•  실험실용 입자계수기 (PAMAS-SBSS, PAMAS-SVSS)

•  제타 전위 측정 시스템(ZetaPALS, ZetaPlus)

•  입도분석기(90Plus)

•  입자 이미지 분석기 (FlowCAM)

•  탁질입자성 물질 제거 미디어 (Next Sand)

•  필터 기공도 측정시스템(Capillary Flow Porometer)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뚝도 정수센터, 

광암 정수센터, 영등포 정수센터, 강북 정수센터, 구의 정수센

터, 암사 정수센터),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김포시 상하수도사업

본부,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 대구시 문산정수장, 용인시 상수

도사업소, 공촌 정수사업소, 밀양정수장, 전남 영암 하수처리장, 

충북 오창 하폐수종말처리장, 충북 오창 하수종말처리장, 전남 

장성 하수처리장 외 다수 정수장 및 하폐수처리장

Water ViewerFEM2000FSA2002

Since 1983, We, Sam Bo Scientific, have been a 
specialized suppler of the high quality equipments 
including Part ic le Counters, Part ic le Size 
Analyzers, Oil contamination Analyzer, Particle 
Image Analyzer, Zeta Potential Analyzer, Rubber/
Polymer Testing Systems, and Coagulant Dosing 
Control System, etc. 

Certificate & Patent
•  Reverse Washing Control Apparatus using  
 Particle Counter for Water Purification Plant   
 (NO.0462357)

•  FLOC SIZE PARTICLE COUNTING SYSTEM  
 (NO.0497184)

•  A Automatic Manless Throwing Control Unit of  
 Condensation Materia (NO.0742262)

•  Auto-washing device of cohesive agents  
 throwing rate apparatus and washing method  
 thereof (NO.0956271)

•  System and method to measure feeding rate  
 of coagulant for water purification process  
 (NO.0964895)

•  MAINBIZ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Certification

•  INNOBIZ (Technology Innovation Business)  
 Certification

•  Authorization of R&D Center  
•  Authorization of Venture Business

Main Product & Technology 
•  Online Coagulant Dosing Control System  (CAST)
•  Onl ine Part ic le Counters  (Waterv iewer,  
 PAMAS-4031)

•  Floc Size Analyzer (FSA2002) 
•  Mobile Online Particle Counter (FEM2000) 
•  Laboratory Particle Counters (PAMAS-SBSS,  
 PAMAS-SVSS)  

•  Zeta Potential Analyzers (ZetaPALS, ZetaPlus,  
 ZetaCAD)

•  Particle Size Analyzer (90Plus)
•  Particle Image Analyzer (FlowCAM)
•  Pore Size Analyzer (CFP: Capi l lary Flow  
 Porometer)

Performance
Kwater, Many Municipal Water Purification Plants 
and Sewage Treatment Plants, Universities. etc.

S4031_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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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텍(주) | SCENTEC

President 권용석 | Yong-Seok, Kwon
Add.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303-1호 | 303-1, Hanlim Human Tower, 
Geumjeong-dong, 1-40, Gunpo-si, Gyeonggi-do, Korea   Tel. 031-420-0082   Fax. 031-423-0121   

Web. www.scentec.co.kr   E-mail. sfe123@chol.com

하수관로 탈취시스템

•  복개하천, 하수박스 등 하수관로 종단부는 악취 문제가 상시  

 발생하는 지점으로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악취제거를 하는 기 

 술이 있습니다.

• 센텍 실적 리스트

사당 복개하천 뒷벌어린이 공원 / 사당 복개하천 이수교차로 

/ 반포 복개하천 고무래길 / 반포 복개하천 성모병원 외 다수 

진행중

중계펌프장 탈취시스템

•  하수, 폐수, 침출수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악취문제가 발생되 

 고 있는 지점에 포토존 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수지 공간내의  

 악취를 해결합니다.

•   센텍 실적 리스트

진주 중계 펌프장 / 새말 빗물 펌프장 / 거제고현 중계 펌프장 

/ 외 다수 진행중

빌딩 탈취 시스템

•  연구실, 동물실험실 등 연구시설 등 연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토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 

 니다.

•   센텍 실적 리스트

흥국생명 신문로 사옥 / 곤지암 리조트 /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 목동파라곤호텔 / 대한항공 기내식 / 월마트부천점 / 

삼성의료원 / 고대안암병원 / 하얏트 호텔 외 다수 진행중

하수처리장 탈취 시스템

•  충분한 조배기 풍량의 미확보로 인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의 악 

 취가 발생하는데 센텍은 각 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센텍 실적 리스트 

천안시 페수처리장 / 워치타워 폐수처리장 / 수지 하수처리장 / 모

현 하수처리장 / 포곡 축분처리장 / 서천 하수처리장 / 파주시 음

식물처리장 / 기흥 하수처리장 / 상현 하수처리장 외 다수 진행중

Deodorization system in sewer lines

•  Bad odor from covered river, storm water  
 basin has always odor problem. PHOTOZONE  
 SYSTEM prevents spreading out of bad odor  
 and remove the bad odor.

•  Performance List: Sadang covered river at  
 Duitbeol children’s park / Sadang covered  
 river at Isu cross road / Banpo covered river  
 at Gomurae-street / Banpo covered river at St.  
 Mary’s hospital and many others are in progress

Deodorization system 
at mediation pumping station

 

•  Bad odor from pump is discharged to outside  
 or threaten workers safety. PHOTOZONE system  
 resolves the problem by effective exhausting of  
 bad odor sources with ventilation system.

•  Performance List: Jinju mediation pumping  
 station / Saemal storm water pumping station /  
 Gohyeun mediation pumping station and many  
 others are in progress

Deodorization system at buildings 

•  Bad odor from laboratory or animal testing lab  
 has high concentration, so SCENTEC gives  
 suitable consultation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  
 or/and removes bad odor using PHOTOZONE system.

•  Performance List: Heungkuk life office building /  
 Gonjiam resort / Hyundai office building / Mokdong  
 paragon hotel / Korean air, in-flight kitchen / Wal- 
 mart at Bucheon / Samsung hospital / Korea univ.  
 hospital / Hyatt hotel and many others are in progress

Deodorization system
at wastewater treatment plant

 

•  PHOTOZONE SYSTEM supplying demanding  
 indoor air flow rate and developing smooth  
 air circulation by reusing partial air from device  
 exhaust, and improvement of bad odor removal.

•  Performance List: industrial WTP at Cheonan / Suji  
 WTP / watchtower industrial WTP / Mohyeon WTP  
 / Pogok live stock treatment plant / Seocheon  
 WTP / Paju food waste treatment plant / Giheung  
 WTP / Sanghyeon WTP and many others are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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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기술 주식회사 | WARECO

President 최원식 | Won-Sik, Choi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 37, Seongnam-daero 92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Tel. 031-724-5300   Fax. 031-724-5490   

Web. www.wareco.co.kr   E-mail. neoartnet@naver.com  

1986년 창립 이래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그 동안 쌓은 점검정

비 유지관리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다목적댐 및 4대

강보시설, 광역 및 지방상수도시설, 하수도 및 산업용수시설 등 

수자원시설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점검정비를 수행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조사, 진단, 

설계, 신재생에너지사업, 건설공사는 물론 정수처리시설, 공공

하수도 및 하수관거 등 수자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

까지 물산업 토탈솔루션 사업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습

니다.

인증 및 특허

• 신기술 2건

 제565호,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제거 / 제584호, 부단수 상태에서 적용 가능한 상수관 

 로 결함부 내 시기술

• 특허 62건

 수차발전기의 보수방법/상수관로 갱생공법/부단수 관로 촬영 

 장치 및 그 시스템외 다수

• 실용신안 5건: 수처리 시스템의 스컴제거장치외 다수

• 디자인 2건: 주철관 이탈방지 압륜 고정 받침쇠외 다수

주요 제품 및 기술 

점검정비

수자원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24시간 예방

점검 및 진단과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관리

다년간의 정수장 및 수력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축적된 기술

력을 바탕으로 예방점검 및 예측정비를 실시하여 설비 고장정

지 최소화로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단사업

수자원시설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

술진단 전문인력들은 과학화된 장비로 정수장 및 관망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최적 운영방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30년간 수자원시설물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수리학적 특

성과 현장에서 터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고객과의 약속을 지

키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미래산업의 총아가 될 신재생에너지 사

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력 

발전 사업분야에서는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통합적인 서비

스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창립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댐/발전시설 및 광역상

수도 시설) 유지관리 지속 수행

• 2004. 12. 01 - 국가연구개발과제(Eco-STAR Project) 선정

• 2006. 05. 03 - 인도 나갈랜드주 리킴로 수력발전소 기술지원

• 2010. 06. 01 -  적도기니공화국 몽고모정수장 운영 및 점검 

 정비 용역 수행

• 2011. 02. 21 - 아프가니스탄 이스탈리프 소수력 발전소 기술지원

• 2011. 06. 16 - [상수도관망 로봇 활용 시범사업] 선정

• 2011. 07. 01 - 국가연구개발과제(Eco-Innovation Project) 선정

• 2012. 06. 15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제1호)

• 2012. 12. 26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수주

• 2013. 02. 20 -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거 관리대행업” 면허 취득

Since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1986, 
WARECO has been conducting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overall top quality and high level 
water resource fac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ultipurpose water dams, 4 great river barrage 
facilities, large scale and regional water, sewage 
systems and industrial water, making full use of its 
technology and know-how, accumulated over the 
past 3 decades,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in the area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business 
lines of WARECO, as mentioned above, WARECO 
is expanding its business to surveys, diagnostics, 
design, new renewable energy, construction as well 
a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such as water treatment plants, public 
sewage and sewage pipe lines, to provide total aqua 
solutions to our customers both at home and abroad.

Certificate & Patent
•  New Technology(2): No.565, Replace valve  
 packing of water pipes and remove scaling on the  
 longitudinal side with uninterrupted water supply /  
 No.584, Endoscope technology for joining parts  
 of a water pipe line applicable to continuous water

•  Patent(62): Repairing method for water turbine  
 generator/rehabilitation of water supply pipes/ 
 continuous water pipe camera and its system, etc.

•  Utility Model(5): scum removing device of water  
 treatment plant, etc.

•  Design(2): Fixing pressure wheels preventing  
 breakaway of cast iron pipes, etc.

Main Product & Technology 
Maintenance 
WARECO provides 24 hour engineering service of 
preventive inspection, diagnostics and maintenance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to keep them in the 
optimized conditions.

Operation Management 
WARECO’s preventive inspections and pre-emptive 
maintenance, based on the technology accumulated 
by maintaining water treatment plants and 
hydroelectric power plants for years, can minimize 
failure shutdowns of facilities, resulting in a great 
reduction in operating costs.

Inspection Business 
WARECO’s skilled group of technical diagnosticians, 
with abundant experience in the overall water 
resources facilities, carries out professional diagnosis 
to provide optimize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Construction 
WARECO, performing construction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concerned for the past 3 
decades, has been accumulating a great deal of 
experience and know-how. WARECO provides our 
customers with on site feasibility studies,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based up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diversified job experience.

New-Renewable Energy 
WARECO, which will be an inspiration to future 
industries, is emerging as a global leader of new 
renewable energy. Particularly for small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WARECO is leading the 
new trends of the energy industry by providing 
consolidated services from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formance
WARECO has been conducting water resources 
facilities(water dam/power generation facility 
and wide range water supply networks) since its 
establishment.
•  2004. 12. 01 - Selected as a national R&D subject  
 (Eco-STAR Project by Ministry of Environment)

•  2006. 05. 03 - Technical support to Likimro  
 hydroelectric power plant in Nagalland Province, India

•  2010. 06. 01 - Operation and inspection service  
 for Mongomo WTP in Equatorial Guinea

•  2011. 02. 21 - Technical support to a small 
hydroelectric power plant in Istalif, Afghanistan

•  2011. 06. 16 - [Pilot project of using robots to 
inspect water supply networks]

•  2011. 07. 01 - Selected as a national R&D subject  
 (Eco-Innovation Project by Ministry of Environment)

•  2012. 06. 15 - Registered as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carry out technical diagnosis of  
 public sewage(Registration No. 1)

•  2012. 12. 26 - Won a contract of “Rehabilitation  
 of decrepit pipes of the Geumgang River wide  
 range water supply networks”

•  2013. 02. 20 - Acquired license of “Management  
 of public sewage and sewage pipe lines”

기업이미지_연구개발기업이미지_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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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주) | Schneider Electric Korea

President 김경록 | Kyeong-Rock, Kim
Add.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KBiz DMC 타워 14~15층 | 15F Kbiz DMC Tower, 189 
Seongam-ro, Mapo-gu, Seoul, Korea   Tel. 02-2630-9700   Fax. 02-2630-9800   

Web. www.schneider-electric.co.kr   E-mail. customercare.kr@schneider-electric.com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에너지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

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관리 전문기업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36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177년의 

역사를 거치며 폭넓은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전형

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출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 

업체로 성공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철강, 중장비, 

조선 사업에 주력했고, 20세기 들어서 전력, 자동화 및 제어 분

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1세기 이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초점을 두고 정전 없이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에너

지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주택, 빌딩, 공장, 데이터센터, 선박, 발전

소, 병원, 호텔 등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곳의 에너지를 관리합

니다. 또한, 전통의 전력 및 제어 성능과 결합한 빌딩 오토메이

션 및 보안, 설치 시스템 및 제어, 전력 모니터링 및 제어, 고 신

뢰도의 전력 공급 및 냉각 서비스 등의 첨단 비즈니스를 통합 솔

루션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비용을 절감하고,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중단 없는 청정 전력 공

급을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기지 역할과 한국특

성에 맞는 솔루션 공급을 위해 1975년 설립되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현재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 대

구, 대전, 천안, 광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북 익산의 생산 

공장 및 물류센터와 파주의 물류센터를 통해 모든 제품을 주문 

후 단 2일 이내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가

장 가까운 곳에”를 모토로 고객의 요청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

한 고객 지원센터(1588-2630)를 운영중입니다.

The world’s leading expert in energy 
management
With 177 years of experience, Schneider Electric 

now zooms in on Korea’s Energy Dilemma
Korea now faces an energy dilemma; although 
the country wishes to reduce its carbon emissions 
and to encourage the use of renewable resources, 
it is confronting tough realities including its 
dependency on fossil fuel for electricity generation, 
high subsidies on energy despite its reliance on 
energy imports, and rising power demand. With 
177 years of history and expertise in the field, 
Schneider Electric, the global specialist in energy 
management, is dedicated to providing solutions 
to the country’s energy dilemma.
In the 20thcentury, Schneider Electric has 
changed  i t s  bus i nes s  f ocus  t o  E ne rgy 
Management .  S ince  then ,  has  acqu i red 
subsidiaries like TAC, Pelco, Xantrex and Areva’s 
distribution business to expand its business 
portfol io to include bui lding management, 
automation, security, power measurement and 
monitoring, and smart grids. Schneider Electric 
currently has 140,000 plus employees, and 
recorded EUR 24 billion in sales in 2012.
Schneider Electric believes that energy is the 
fundamental source of all activity, and therefore 
offers various solutions and innovations that help 
people make the most their energy. Schneider 
Electric provides Ecostruxure, an integrated 
solution architecture tha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energy management by connecting different 
systems (such as facility management system, 
security system, IT system, power monitoring 
system, etc.) together. Schneider Electric is also 
leading the development of Smart Grids and 
Smart Cities to prepare for a simpler and greener 
future. In addition, to achieve secure growth 
and to reinvent tomorrow, Schneider Electric is 
partnering with prestigious organizations and start-
ups around the world, leading global projects for 
intelligent buildings,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nanotechnologies, and setting the standard for 

the industry by forming industry associations. 
Schneider Electric Korea was established in 
1975, and currently has five business units, one 
plant in Korea. With its expertise in industry, 
energy & infrastructure, building, power, data 
centre & network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the company has cooperated with large and 
small local businesses on numerous energy 
management projec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e are…
Schneider Electric is a global special ist in 
energy management with operations in more 
than 100 countries. Focused on making energy 
safe, reliable, efficient, productive and green, 
Schneider Electric offers integrated solutions 
across multiple market segments, including 
Utilities & Infrastructure, Industries & Machines 
Manufacturers, Non-residential Building, Data 
Centers & Networks and Resident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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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진기술 | SIN JIN CORPORATION

President 김운용 | Woun-Yong, Kim
Add.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21-6 | 421-6 Yangbeol-Ri, Opo-Eup, Gwangju-Si, 
Gyeonggi-Do, Korea   Tel. 031-764-2910     Fax. 031-764-2950   

E-mail. chemixer@chemixer.com  

당사는 하수/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농축 또

는 탈수하는 공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던 응집교

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약품 고속혼화설비(부제: 약품 

저감설비)’를 2007년도에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품 

고속혼화설비의 특징으로는 임펠러가 부착되어 있는 샤프트가 

슬러지 배관에 삽입되며, 샤프트에 형성된 장방형의 약품분사

구를 통해 약품이 슬러지에 얇은 필름형태로 강하게 분사되며, 

샤프트에 부착된 임펠러에 의해 순간 고속 혼화반응을 일으킵

니다. 이는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MIXING 

ENERGY를 공급하여 적정량의 약품 투입으로도 최적의 응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응집교반조 운영에 비해 

약품량 20~40%저감, 함수율 2% 내외 감소, 단위 시간당 처

리량 10~30% 증가 등 여러 효과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혁

신적인 설비입니다.  농축 또는 탈수 공정 이외에도 가압부상

조, 하수재이용 공정 등 약품이 투입되는 모든 공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부산, 수원, 대전, 김해, 청주 

등 국내 많은 하수처리장 및 제지, 식음료 등 폐수처리장들에

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텍스펌프, 그라인더펌프, 다단터빈펌프 등 각종 수중 

및 산업용펌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등록 제10-1095872: 수처리 및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강한 난류형성이 용이한 약품 고속혼화용 인라인믹서 장치

•  특허등록 제10-1256852: 하수/폐수 슬러지 탈수용 원심탈 

 수기 응집제 투입량 및 탈수찌꺼기 발생량 저감장치

•  실용신안등록 제20-0439471: 약품 자동투입 및 혼화장치

•  실용신안등록 제20-0448398: 

 슬러지 탈수용 약품투입 및 교반장치

•  상표등록 제40-0752426: CHEMIXER

•  녹색기술인증 제GT-10-00131:  

 하/폐수 처리용 응집제 사용 저감기술

주요 제품 및 기술 

약품 고속혼화설비 (부제: 약품 저감설비)

• 장치명: 약품 분사형 인라인믹서

• 모델

- IM-100LS (1.5kW Max. 1700rpm)

- IM-100HS (2.2kW Max. 2500rpm)

- IM-150 (3.7kW Max. 3000rpm)

- IM-200 (5.5kW Max. 3000rpm)

수중펌프

• 모델

- 볼텍스펌프

- 오배수용펌프

- 그라인더펌프

- 수중믹서

산업용펌프

• 모델

- 입형오수펌프

- 단단 볼류트펌프

- 다단터빈펌프

- 웨스코펌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수원하수종말처리장

• 대전하수종말처리장

• 대전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김해하수종말처리장

• 청주하수종말처리장

• 진주하수종말처리장

•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 외 다수

Since 2007, we have developed and have 
manufactured the innovative mixing solution 
named ‘Inline-Mixer’ for the thickening or the 
dewatering processes in field of municipal- and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The 
Inline-Mixer is high rotary speed controlled by 
injecting liquid additives, particularly flocculation 
agent, thru the hollow shaft into the sludge.  
During the mixing of flocculation agent into 
sludge, the inline-mixer allows the Mixing Energy 
to be adjusted optimally with high operating cost 
saving. The economic effects like polymer saving, 
moisture reduction, increase of throughput, etc 
have been proved lots of municipal- &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Korea. The inline-
mixer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es to where 
the chemical must be used like DAF(Dissolved Air 
Flotation), wastewater reutilization process and so 
on. Since 2012, we started exporting the inline-
mixer to European market.
Also we are supplying several kinds of pumps like 
submersible pumps & industrial pumps.

Certificate & Patent
•  Patent No. 10-1095872: Inline Mixer unit for  
 rapid mixing

•  Patent No. 10-1256852: Reduction device of a  
 centrifugal dehydrator coagulant dose for  
 sewage or wastewater sludge hydration and  
 hydrate sediment generation amount

•  Patent No. 20-0439471: Wastewater treatment  
 apparatus

•  Patent No. 20-0448398: Discharging chemicals  
 and agitator for sludge dewatering

• Trade Mark No.40-0752426: CHEMIXER
•  Green Certification (Technology) No. GT-10- 
 00131: Technology for reducing the polymer  
 consump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Inline-Mixer
• Model 

- IM-100LS (1.5kW Max. 1700rpm)
- IM-100HS (2.2kW Max. 2500rpm)
- IM-150 (3.7kW Max. 3000rpm)
- IM-200 (5.5kW Max. 3000rpm)

Submersible Pump
• Model 

- Voltex Submersible Pump
- Wastewater & Effluent Pump
- Submersible Grinder Pump
- Submersible Mixer

Industrial Pump
• Model 

- Vertical Sump Pump
- Volute Pump
- Multi Stage Turbin Pump
- Westco Pump

Performance
• SUWON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orks
• DAEJEON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orks
•  DAEJEON DAEDEOK Industr ia l  Complex  
 Wastewater Treatment Works

• GIMHAE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orks
• CHEONGJU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orks
• JINJU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orks
• EUIJEONGBU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orks
• ETC.

Inline-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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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산업 주식회사 | SHINPYEONG INDUSTRY INC

President 이증용 | Jeung-Yong, Lee 
Add. 충남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 25-22, Musu-dong, 1-gil, Dangjin-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2 - 633 - 7820   Fax. 042 - 635 - 1700   

Web. www.tscne.net   E-mail. sludge21@korea.com  

회사명: 신평산업 주식회사

본사: 충남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지사: 대전시 동구 우암로 70

사업분야 

 - 탈취제(산성 및 알카리성)

 - 인공어초

 - Eco T.T.P

 - 전문광해방지사업

 - 건축 및 토목

인증 및 특허

• 환경신기술

 제192호 정수슬러지 재활용공법을 이용한 하수슬러지의 일 

 일 및 중간 복토재 전환기술 외 1건  

• 특허(환경분야)

-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기능성 흡착제 및 이의 제조 방법 외  

 31건

• 특허(환경분야)

- 인공어초 겸용 테트라포드 외 22건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ISO14001,인증번호E137213)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인증번호Q274813)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제130502-01605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제130504-01605호)

주요 제품 및 기술 

탈취제(DEN-1000,DES-1000등)

•  정수슬러지에 폐인산, 물 등을 혼합하여 흡착효율이 향상된  

 다공 원통형 구조의 알포계열(AIPO4)의 제올라이트를 합성하 

 여 알카리성 및 산성 악취의 흡착효율을 향상시켜 첨착활성탄 

 을 대체할 수 있는 탈취제

테트라형 인공어초

•  구조가 안정적이고 무게중심이 낮아 유실 및 전도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함 

•  중앙홀구성으로 조류와 파랑에 대한 저항능력이 강하고 경제 

 성이 높음

Eco T.T.P(해안침식방지 및 친환경 소파블럭)

•  원자재 절감형 친환경공법으로 타공법대비 경제성이 뛰어남

•  안전성이 높고 구배 변화에 대한 소요중량 변화가 거의 없음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탈취제(DEN-1000,DES-1000등)

•  정읍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에 5톤/일 공급중

•  현장 Test-Bed 운영 및 예정

 (부산동부하수처리장, 장항하수처리장외 다수)

테트라형 인공어초

•  인공어초시설사업(충청남도)외 다수

Eco T.T.P(해안침식방지 및 친환경 소파블럭)

•  흑산 만재항 선착장 태풍볼라벤 피해복구공사(전남 신안군)외 다수

건설

•  구 대천역 문화광광지구 조성사업(건축),

 덕용지구 저수지 둑높이기사업(토목),

•  대죽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산업설비) 외 다수

Company name: SHINPYEONG INDUSTRY INC.
Head Office: 25-22 Musudong-1-gil Dangjin, 
  Chungnam, Korea
Daejeon Office: 70 Wooam-ro, Dong-gu, 
  Daejeon, Korea
Activity
  - Adsorbents for acidic and basic gas
  - Artificial reefs
  - Eco-friendly tetrapods
  - Prevention of mine hazards
  -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ertificate & Patent
• New Excellent Technology
 For recycling of water slduge, Ministry of  
 Environment No. 192 et al.

• Patents
  - 32 for environment
  -  23 for artificial reef and eco-friendly tetrapod  

 certifications
  - ISO 9001(No. Q274813), 14001(No. E137213)
 -  Main-Biz(No. 130502-01605) and Inno-Biz  

 (No.130504-01605)

Main Product & Technology 
Adsorbent by the recycling of water and total 

phosphorus sludge for
• acidic(DES-1000) and basic gas(DEN-1000)
• domestic and fetid odor removal system
• heavy metal remove in wastewater
• solidifying of sewage sludge

Artificial reef
• Strong resistance against tide and wave

Eco-friendly tetrapod(Wave dissipating block)
• For the prevention of shore erosion 
• High stability and invariable weight of armor unit

Performance
Adsorbent
•  Solidifying in Jeongeup city wastewater plant
•  Deodorization in Busan dongbu wastewater  
 plant and Dangjin pig farm

Artificial reef
• Chungnam, Cheonbuk, Jeiju, Kyeongki et al.

Eco-friendly tetrapod
• Cheonbuk et al.

Eco-TTP 테트라형어초 DEN-1000 DES-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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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록이엔지 | AROKENG CO., LTD 

President 최장환 | Jang-Hwan, Choi
Add.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1길 55 | 55, Goegok 1-gil, Seo-gu, Daejeon-si, Korea
Tel. 042-631-7077   Fax. 042-322-8088   

Web. www.arokeng.co.kr   E-mail. arokeng@arokeng.co.kr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를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및 부분보수 공법

을 적용하여 갱생과 보수·보강을 하는 전문 시공업체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전문화된 첨단 

기술력과 풍부한시공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술진, 그리고 열정

이 담긴 업무 추진 능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주)아록이엔지의 아록인이 건강한 지구

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완벽한 시공을 추구하는 (주)아록이엔지의 

신기술과 특허 기술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인증 및 특허

신기술

•  건설신기술 제711호: 다기능 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MSHS공법)

특허 기술: 13건

•  높이 조절이 가능한 단차 극복용 보수패커 및 이를 이용한 비 

 굴착 부분보수 공법외 다수

상표권 등록

•  등록40-0904497: Top Flow

기타 인증

•  MAIN-BIZ 인증 (2010.04.20) •  INNO-BIZ 인증 (2011.08.11)

•  ISO 9001 인증 (2011.06.21) •  ISO 9001 인증 (2011.06.21)

•  NET 인증 (2013.09.27) •  벤쳐기업 인증 (2013.12.18)

주요 제품 및 기술 

1. 비굴착 전체보수

노후된 관로를 비굴착 공법에 의해 보강튜브를 삽입하여 새로

운 복합관을 형성하게 하는 공사

•  대표공법: 건설신기술 제711호 MSHS공법(다기능 안전고압 

 호스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  특징

-  전관로 동시경화, 균일양생: 시공시간 단축으로 경제성 및  

 품질향상

-  경화반응을 저지하는 응축수를 압력의 차로 자동배출하여  

 시공성 향상

-  안전고압호스 내 와이어를 보강하여 안전성 향상

2. 비굴착 부분보수

관파손 및 균열, 이음부 단차등의 관로의 누수 대비책으로 보강

을 요하는 부분을 공법에 의해 보수

3. 하수관거 조사 및 준설

관거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CCTV장비를 이용한 조사와 

Water Jet Cleaning & 진공흡입 차량으로 관로내의 퇴적물을 제

거하는 공사

4. 수처리

차집관에 초기우수를 유도하기 유용한 처리 시스템, 관거내부 

유속 증가로 부유물질 퇴적 방지를 위한 탑플로우 시스템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공사 

•  2008.10~2012.02: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단계)

•  2010.09~2013.11: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  2010.06~현재: 대전시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  2013.05~2013.12: 대전시 대덕구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  2013.09~2013.10: OO지역 폐수관로 보수공사

Projet 

• 환경부 주관 GBEST 차세대지능형 상수관망기술개발 참여

“Leading enterprise of technology to make 
beautiful environment”
Trenchless pipe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 
repair aging process and part of the entire 
process by applying a conservative.To shape 
more pleasant and beautiful environment, based 
on specialized cutting edge technical skills and 
affulent execution experiences, execllent technical 
members and AROK having enthusiastic task 
handling ability respond actively to endless 
environment change to prepare for health future 
of the earth.
Safe, economical and the pursuit of perfect 
construction Co. in ahrok ENG
Now it  showcases new technologies and 
patented technologies.

Certificate & Patent
New Execllent Technolody Certificate
•  NET No. 711: Trenchless Pipe-Renewal Method  
 (MSHS Method) Using Multi Functional High- 
 Pressure Hose

Patent Technology Certificate: 13 cases
•  No.10-1272127: Height adjustable repairing  
 packer for driving at plates with different height  
 and non-exavation repairing method using the   
 same, etc.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REGISTRATION No.40-0904497: Top Flow

ETC. Certificate
•   MAIN-BIZ Certificate (On April 20, 2010)
•   INNO-BIZ Certificate (On August 11, 2011)
•   ISO 9001 Certificate (On Jun 21, 2011)
•   ISO 9001 Certificate (On Jun 21, 2011)
•   NET Certificate (On September 27, 2013)
•   Ventures Certificate (On December 벤쳐기업 인증   
 (2013.12.18))

Main Product & Technology 
1. Trenchless sewer repair Lining with cure in 
place pipes

MSHS Method (NeT No. 711): method of full 
trenchless repair of water and sewage pipes, using 
multi-functional high-pressure safety hose
• Feature    

-  Simultaneous curing of piping by supplying  
 steam through the high-pressure safety hose:  
 shortens the curing time and improves quality 

-  The curing reaction of the car to stop the  
 automatic discharge pressure of the condensate  
 improved workability

- wire reinforcement ensure safety

2. Trenchless sewer repair method part

3. Sewer survey and dredging

4. Water treatment

Performance
Construction
•   2008.10~2012.02: DaeJeon Sewer Pipe Build- 
 Transfer-Lease(Step 1)

•   2010.09~2013.11: DaeJeon Sewer Pipe Build- 
 Transfer-Lease(Step 2)

•   2010.06~: DaeJeon Panam-dong maintenance  
 of sewage pipes  

•   2013.05~2013.12: Daedeok-gu, Daejeon  
 dredging construction

•   2013.09~2013.10: OOmilitary zone maintenance  
 of waste water a pipe conduit

Projet
•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GBEST intelligent water network

MSHS공법 스팀분사 전체보수 반전 관거 내부의 보수전.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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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 IS Technologies Co., Ltd.

President 유갑상 | Gab-Sang, Yoo
Add. 인천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1 | 21, Venture-ro 100beon-gil, Yeonsu-gu, 
Incheon, Korea   Tel. 032-850-0021    Fax. 032-850-2612   

Web. www.istec.co.kr   E-mail. hckang@istec.co.kr

센서의 국산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온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는 현재 수중음향센서(수중센서), 자동차후방감지센서, 산업계

측기센서 및 수문센서 등 특화된 초음파센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품질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센서기능을 통한 수자원정보는 물론 시설

물의 안전과 기능적 정상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차세대 수자

원IT 관리기술, 센서기능을 적용하여 자동차의 사고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차외 상황인식용 복합센서 등, 이러한 솔루션들이 

푸른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

헌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및 실용신안 10건 • INNO-BIZ 기업선정

• ISO9001: 2000 • 직접생산인증

• 환경표지인증서 • 녹색기술인증서

•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주요 제품 및 기술 

저수지 원격관리솔루션

저수지의 저수량 정보를 실시간 확보하고, 급수량 정보 및 영상 

정보와 기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물 공급

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농수로 관측솔루션

하천, 수로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로 시점부와 분기 지점 및 말단부의 물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하천 통합관리솔루션

하천 유역의 수위, 유량, 수질 등 계측하고, 하천 GIS 기반의 시스

템과 연계된 수자원 관리시스템으로, 하천 수량과 물 이용량을 

파악하고, 각종 재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경보시스템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솔루션 (WWW.OASISPLUS.CO.KR)

상수도 관망의 유수율 및 누수량 현황 분석, 상수도관망에서 누

수량 저감을 위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상수

도 관망자료 전산화 사업(GIS 구축)에 적용하여 상수도시설에서

의 누수저감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산업계측기 (SONDAR)

SONDAR계측기기(LEVEL & FLOW)는 다양한 수리시설(상하수처

리장, 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정수장, 저수지, 하천, 저장탱크, 양

배수장 등)에 설치 되어 수위 및 유량을 측정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계측기기 주요 실적

•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및 각종 수리시설 3000여 개소 설치

• 상하수도 사업소 외 전국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설치

• 수자원공사 외 지자체 설치

• 전 세계 25개국 설치

수자원 솔루션 주요 실적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농어촌공사 TM/TC 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태국 RID-KRC 수자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베트남 수자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IS Technologies who has run up to now with the 
goal of localization of sensor is now supplying its 
products to all over the world with specialized 
ultrasonic sensor IS Technologies such as 
underwater acoustic sensor( underwater sensor), 
rear sensor of the car, industrial measurement 
sensor and sluice gate sensor etc., and the 
excellence of quality and brand are recognized. 
Water Resources Information through sensor 
funct ion  as  we l l  as  Water  Resources  IT 
Management IS Technologies of next generation 
that can understand the safety of facilities and if 
the function is normal or not, and the complex 
sensor for sensing the situation of outside of car 
which reduces the danger of accidents itself by 
applying the sensor function etc., these solutions 
will contribute to make safe society where green 
nature and human beings co exist together.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Patent & Utility Model Registration  
 (15 cases)

•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INNO-BIZ)
• ISO9001: 2000
• KOREA ECO-LABEL
• Green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Remote Control Solution of Reservoir
This is an effective system that enabl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ep of smooth water supply 
by securing the real time information of stored 
water amount of a reservoir, and by integrate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of water supply 
amount and image information and atmospheric 
information.

Agricultural Waterway Observation Solution 
This is a system to understand the status of 

water supply at the starting point area, branch 
point and terminal area of waterway through 
the composition and integrated operation of the 
sensor network of river, and waterway. 

River Integrated Management Solution
This is the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linked with the system on GIS based system to 
measure the level, flow amount, quality of water 
at the valley of the river, and is an alarm system 
to measure the water amount of a river and used 
amount of water, and to transmit information on 
various disasters.

Water Distribution Network Optimum 
Management Solution
This is a system to maximize the effect of 
reducing the water leakage at water service 
facility by applying to the status analysis of 
stored water rate and leakage water amount at 
water distribution network, the establishment of 
maintenance steps to reduce the water leakage 
amount at the water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computerization business of the data of 
water distribution network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establishment of GIS).

Sensor (SONDAR)
SONDAR Measuring Device (LEVEL & FLOW) 
of IS Technologies is installed at various water 
installations to measure the level and flow (water 
. sewage treatment plant, dirty water treatment 
plant, waste water treatment plant, water 
purification plant, reservoir, river, storage tank, 
Pumping & Drainage Plant etc.).

Performance
•  Working with local governments, KRC, K-Water  
 and installed in over 3,000 sites

• Exports to over 25 countries worldwide

산업계측기(위)농수로관측솔루션 / (아래)상수관망 최적관리솔루션(위)저수지 원격관리솔루션 / (아래)하천통합관리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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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큐스 | AQUS Inc.

President 이희헌 | Hee-Hun, Lee
Add. 경기 군포시 당정로 90 나-6층  | NA-6F 90, Dangjeong-ro, Gunpo-si, 
Gyeonggi-do, Korea   Tel. 031-451-1820   Fax. 031-629-6277   

Web. www.aqus.biz   E-mail. aqus@aqus.biz  

1994년 설립 이래 축적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을 기반으

로 수처리 주요핵심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여하는 신제품(NeP) 인증서 수상을 비롯, 그밖에 권위있는 국

내외 여러 공인기관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수처리 설비 전문기업으로서 해외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확

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큐스는 ‘초일류 Total Water Treatment 기업’ 비젼 달성을 위

해 주력 제품군인 수처리 살균-소독장치류의 경쟁우위 극대화

는 물론, 고부가가치 플랜트 설비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고도

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및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

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큐스

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ISO9001 : 2001 / ISO9001 : 2000

•  CE 인증 (EN 61326-1 : 2006, EN 61326-2-1 : 2006),  

 (EN 61010-1 : 2001)

• 성능인증 - 염소기화기, 염소주입기

• NeP 인증 - 레이저 위치검출 유량제어형 염소가스주입기

• INNO-BIZ 기업선정

• 조달청우수제품 1종, 중기청성능인증 2종

• 특허등록 8종, 실용신안등록 1종

주요 제품 및 기술 

염소 가스 주입장치

• 염소주입기

- Digital calibration 11points 방식으로 Valve position 조절

- Laser 센서 탑재로 실 염소주입량 측정오차를 최소화

- 주입량 조절이 우수하고 높은 신뢰성 확보

- 초간편 Calibration 및 Program에 의한 댓수 제어 기능

• 염소기화기

- ASME 규격을 초과하는 기화용기의 두께 (1/2")

- 자동온도조절기에 의한 가열수온도의 자동조절

- 기화기 전면의 LCD화면에 의한 관리자의 운전편리성 확보

- 1개월간의 기록저장 기능 (온도, 수위, 압력, PRV운전)

고농도 차염발생장치

•  고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안정적으로 공급가능. 

•  염소를 즉시 대체가능하며 저장설비의 불안요소를 제거. 

•  시판차염의 저장 및 공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가능..

약품 주입장치 (Skid 타입)

•  Skid type으로 제작하여 쉽고 빠른 설치가 가능.

• 원수 유량 대비 자동 주입량 제어 (현장 또는 중앙제어)

• 전자유량계 및 터치패널 적용으로 쉽고 빠른 모니터링

• PVC재질로 넓은 약품 적용 범위 및 우수한 내구성 확보.

이산화탄소 주입장치 (pH조절)

• 황산을 대체하여 배관 부식방지 및 약품 취급안전성 확보

• 특허 등록된 MIXING CHAMBER 를 사용한 CO2 용해

• 방사형 디퓨져를 사용하여 CO2 용해율 증대

• CORIOLIS Density Flowmeter 적용으로 정확한 주입량감시

• 원수pH 대비 자동 주입량 제어 (현장 또는 중앙제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 

•  지방 정수 사업소: 인천, 부산, 대구, 청주, 성남 외 다수 

•  한국 수자원공사: 수지, 성남, 충주, 보령, 고양, 파주, 아산, 천안,  

 구미 정수장 및 취수장 외 다수 (염소, 약품 및 Co2 주입설비)

해외 

•  Sri Lanka - Ambatale, Polonaruwa, Ruhunapura  WSS.

•  Bangkok, Thailand - Samsaen, Bangkhen WSS. 외 다수. 

 (염소 및 약품 주입설비)

AQUS Inc. is a fast growing manufacturer of 
water treatment solutions of municip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in the area of drinking 
water, waste water, and process technology and 
chemical industry. We provide our customers 
with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quality products to offer you high-efficient, cost-
effective solutions to your drinking water and 
waste water requirements. Our wide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covers disinfection 
system, dosing system, filtration technologies, 
and instrumentation. Drawing upon our expertise 
and experiences of the markets and processes, 
we have an ability to meet the customers' various 
challenges.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Conformity (CE Approval)
•  (EN 61326-1:2006, EN 61326-2-1:2006), (EN  
 61010-1:2001)

• Certificate of QMS System (ISO 9001 : 2000)
•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Product (Laser  
 Position Detection & Automatic Chlorinator)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 Certificate of Promising Export Firm
•  Inno-Biz (Certifica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type small and medium business)

Main Product & Technology 
Chlorination Systems
•  Chlorinator

- Easy, fast & accurate digital calibration with 11 points.
- Laser sensor offering actual feed values.
-  Automat ic  contro l  by the AUTOVALVE  
 responding to external signals in variety.

•  Chlorine Evaporator
-   Fully Automatic Control by Microprocessor- 
 based Controller.

-  Vaporizer Chamber Fabrication exceeding  
 ASME Code.

- New Design of Cathode Protection System.

On-site High-Strength Sodium Hypochlorite 
Generation Systems
•  The systems safely and economically produce  
 at the point-of-use High-strength sodium  
 hypochlorite.

•  Direct replacement for pressurized chlorine gas.
•  Eliminate the safety concerns pertaining to the  
 storage and use of pressurized chlorine.

Chemical Feed System
•  Quick installation in any field condition for  

 manufactured by SKID Type.
•  Decide arrange of components and size of SKID  
 according to the field condition.

•  Control automatic feed rate comparing water  
 flow (local or remote control).

CO2 Solution Feed System for pH control
•  The best way to control pH of water in filtration plant.
•    Patent on MIXING CHAMBER for CO2 gas  
 solution.

•  Observe exact feed rate by applying CORIOLIS  
 Density Flowmeter which has high accuracy.

•  Automatic feed rate control comparing pH of  
 water (local or remote control)

Performance
Domestic 
•  Municipal Water Works: Incheon, Busan,  
 Daegu, WTP and etc.

•  K-WATER : Suji, Seongnam, Chungju, Boryung,  
 WTP and etc. (Chlorination, Chemical and CO2  
 Dosing System)

Abroad 
•  Sri Lanka - Ambatale, Polonaruwa, Ruhunapura  WSS.
•  Bangkok, Thailand - Samsaen, Bangkhen WSS.  
 and etc. (Chlorination, Chemical and CO2  
 Dosing System)

염소주입기 설치사진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이젝터/배관

• 

▶ 왼쪽부터 염소기화기 / 
    염소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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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 | NSF Korea LLC

President 장종밍 | Alex Zhang
Add.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6 세나빌딩 6층 | 466, Baekjegobun-ro, Sena B/D 6th Fl, 
Songpa-gu, Seoul, Korea   Tel. 02-511-8410   Fax. 02-511-8305   

Web. www.nsf.org   E-mail. korea@nsf.org 

1944년 설립된 NSF 인터내셔널은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

경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헌신해 왔습니다. NSF 인터내셔널은 

공중 보건 및 환경 분야의 표준 개발, 제품 인증, 시험, 감사, 교

육 및 위험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으로, 제조업체, 규제

기관, 소비자를 위해 전세계 식품, 물, 건강 및 소비재 보호에 관

한 공중 보건 표준과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SF 

인터내셔널은 공중 보건 및 안전 기반 위험 관리 솔루션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전념하는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 즉 대

중과 업계, 정부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NSF 글로벌 워터 사업부(NSF Global Water Division)는 수도관, 

밸브, 플라스틱, 코팅의 소재, 수처리 화학제, 정수기, 필터 카트

리지와 이음관 등 부품, 수영장 설비 등을 비롯해 음용수와 접

촉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SF

는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최소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음용수를 처리하

는 데 사용되거나 먹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소재 및 제품에 적

용되는 미국 국가 표준 개발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1990년, 미

국 환경보호청 (EPA)은 음용수 제품에 대한 자체 자문 프로그램

을 NSF의 표준규격으로 대체하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 관련 법률에서는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 사용되는 배관 

및 수도 부품의 NSF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NSF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돕고자, 2010년 설립된 한국직영법

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인증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NSF에서 제공하는 제품유형별 관련 규격인증

Municipal Water Product

• 수처리제 - NSF/ANSI 60

• 수도용 자재 - NSF/ANSI 61

•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기구 - NSF/ANSI 50, UL1081, UL1563

• 납가중치 - NSF/ANSI 372

Plumbing

• 플라스틱 파이프 및 피팅제품 - NSF/ANSI 14, UL 1285

• 수도꼭지, 말단 급수장치 - NSF/ANSI 61 + ASME, CSA, ASSE, ASTM

Filtration Product

• 정수기 및 교체용부품 - NSF/ANSI 42, 44, 53, 55, 58, 62, 177, P231

• 상수처리 설비 - NSF/ANSI 61 + 정수성능시험(LT2)

NSF가 보유한 주소 인증 및 인정서

ISO Guide 65

• 미국 - ANSI(American National Institute)

• 미국 - EPA 워터센스(ANSI)

• 미국 - EPA 에너지스타(ANSI)

• 미국 - ISO21469:2006

• 캐나다 - SCC(Standard Council of Canada)

• 브라질 - Inmetro

• 호주 - WaterMark(JAS-ANZ) 외 다수

Founded in 1944, NSF International is committed 
to protecting and improv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on a global scale. NSF International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provides standards 
development, product certification, testing, auditing, 
education and risk management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Manufacturers, regulators 
and consumers alike look to NSF International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standards 
and certification that help protect the world’s 
food, water, health and consumer products. NSF 
International is dedicated to being the leading global 
provider of public health and safety-based risk 
management solutions while serving the interests 
of all stakeholders, namely the public, the business 
community and government agencies.
The NSF Water division certifies product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drinking water, such as 
plumbing components, water treatment chemicals 
and drinking water filters, as well as pool and 
spa equipment. NSF led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for all materials 
and products that treat or come in contact with 
drinking water to help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minimize adverse health effects. In 1990, the 
U.S. EPA replaced its own drinking water product 
advisory program with these NSF standards. Today, 
most plumbing codes require certification to NSF 
standards for pipes and plumbing components in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NSF offers professional project management 
locally by well-trained project management team 
established in Korea since 2010.

Certification and 
Testing Services Offered by NSF
Municipal Water Product
• Treatment Chemicals and Media - NSF/ANSI 60
• Distribution System Components - NSF/ANSI 61
•  Recreational Water Products - NSF/ANSI 50,  
 UL1081, UL1563

• Low Lead - NSF/ANSI 372

Plumbing
• Plastics, Pipes and Fittings - NSF/ANSI 14, UL 1285
• Faucets and Related Products - NSF/ANSI 61 +  
  ASME, CSA, ASSE, ASTM

Filtration Product
• POU/POE - NSF/ANSI 42, 44, 53, 55, 58, 62, 177, P231
• Large Water Treatment Devices - NSF/ANSI 61 +  
  Performance Verification(LT2)

NSF International's 
Accreditations and Certifications 
ISO Guide 65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 EPA WaterSense (ANSI)
• ISO 21469:2006 (ANSI)
• EPA Energy Star (ANSI) 
• Inmetro (Brazil)
• Australian WaterMark (JAS-ANZ)

NSF 시험소 2NSF 시험소 1

NSF 미국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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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알케이 | ARK CO.,Ltd.

President 홍상헌 | Sang-Hun, Hong
Add.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8-11번지 미진빌딩 11층 | 838-11 Mijin building 11F 
Yeoksam1-dong, Gangnam-gu, Seoul   Tel. 02-561-5151   Fax. 02-561-9955   

Web. www.ar-korea.com   E-mail. sludge21@korea.com  

당사는 2000년 설립 이래 맑은 물 환경을 위해 슬러지 처리시

설 개발에 전념해 온 하수 및 폐수 등을 처리하는 수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자체 기업부설 기술연구소에서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진의 지

속적인 연구개발로 디스크타입 농축기 및 스크류타입 탈수기를 

개발하는 등 슬러지 처리의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소화조 분야로의 영업 진출로 추후 환경보전을 목

적으로 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를 향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

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맑은 물 환경을 위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슬러지 탈수장치 / 이동식 슬러지 처리장치 등 특허 

 등록 8건

• 실용신안: 응집제 투여량과 슬러지 농도의 자동조절이 가능한 

 슬러지 농축장치

• INNO-BIZ기업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제20062842호)

• CLEAN 사업장 인정(제42167호)

• ISO9001(NO.TUV100011546)

• 중소기업청 지정 성능인증 획득(제15호-908호)

주요 제품 및 기술 

다중원판 슬러지 농축 탈수장치(KS-ST TYPE)

• 농축기와 탈수기가 일체 된 Compact형으로 고성능, 고효율

실현: 특별히 고안된 교반장치에 의해, 농축기 하부로 유입된 

잉여슬러지가 플럭이 되어 상부로 이동되어지며 형성된 플럭

은 농축기 중앙에 위치한 여액배출장치를 통해 슬러지와 분

리된 여액이 배출되어 농축이 이루어집니다. 농축된슬러지는 

탈수설비에서, 일정속도로 회전하는 스크류와 회전에 따라 미

소하게 좌우 운동하는 여과부로 인해 탈수 되어집니다.

CMT 공정을 이용한 슬러지 농축장치(농프리)

• 중력식 농축조의 문제점을 완전 해결한 신개념 기계식 농축기: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이용하여 교반에 의해 하부에는 유입

된 슬러지를 단단한 플럭으로 또한 상부에서의 작용으로 더 

큰 플럭으로 성장되어집니다. 성장된 플럭은 중앙 상부에 위

치한 여액배출장치를 통해 슬러지와 분리된 여액이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슬러지의 농축이 이우어지며, 여액은 여액 유출

부를 통해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농축된 슬러지는 각종 탈수

기에 공급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 파주 금촌 하수처리장 농축 탈수기 외 200여곳 이상 실적 보유

해외 아일랜드, 스페인, 적도기니, 중국 외 다수 국가

다중원판 슬러지 농축 탈수장치(KS-ST TYPE)

ARK Company special izes in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and developing sludge 
treatment facilities for the clean water environment 
society since our establishment in 2000. 
We are focusing on our goal to develop innovative 
sludge treatment equipment such as disk-type 
thickeners and screw-type dewatering machines 
cooperating with the company’s research centers 
and R&D working with academic-industrial 
studies. 
We are a lso research ing and deve loping 
the digesters to provide a total solu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e will continue on 
developing eco-friendly technology to be the most 
global leader in environmental care area beyond 
Korean industry.

Certificate & Patent
• Patent: Sludge dewatering machine device and 9  
 others.
• ISO9001(NO.TUV100011546)
• Acquired performance authentication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Disk-type sludge thickener
Specially designed agitation device is installed in the 
disk-type sludge thickener(NONG-FREE). sludge is 
moving to the upper part after changing into hard 
floc by the circulation from the sludge thickener. 
As floc gets big, surplus water separated from the 
sludge gets discharged through the surplus water 
discharge device located on the central upper part 
of the disk-type sludge thickener.

Chemical Dissolution Device 
The chemical dissolution device is technology 
that enables high-concentration chemical and 
other chemicals in liquid form to be injected into 
the chemical dissolution tank without needing a  
chemical transfer pump and chemical storage tank 
when transferring a fixed quantity. When the chemical 
vessel of liquid form is put on top of the device, the 
chemical gets transferred to the chemical dissolution 
tank on the lower part by the small piston pump built 
in the device, and the solvent gets injected and the 
chemical is dissolved by the agitator.

Performance
Local Paju sewage treatment plant and 200 others.
Global Ireland, Spain, China, Equatorial Guinea 
and others.

슬러지 농축·탈수기 현장 사진 1

슬러지 농축·탈수기 현장 사진 2

다중원판형 농축기 디스크 타입형-슬러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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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오에치케이 | OHK CO., LTD 

President 남양원 | Yang-Won, Nam   Add.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17-4(B/L) | 17-4, Cheonan 4th local industrial complex, Mosi-ri, 
Jiks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587-0111   Fax. 041-587-0555   Web. www.ohk.co.kr   E-mail. ohk2000@ohk.co.kr  

(주)O.H.K는 1999년에 설립된 환경설비전문 벤처기업으로 수처

리 및 슬러지처리에 관련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개념

의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은 물론 고객이 바라는 고품질의 제품

개발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00.12  ISO 9001 품질인증 획득(EQA)

• 2000.12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

• 2001.03  KT(국산신기술)인증(유동판 농축탈수장치)

• 2001.05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유동판 농축탈수장치)

• 2001.07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제품인증(EM)

• 2001.11  중소기업청 INNO-BIZ 기업선정

• 2005.04  신기술(NET)인증(유동판 농축탈수장치)

• 2005.06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설비 품질인증(EEC)

• 2005.12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

• 2006.01  신기술 인증(NET)(유동판식 농축장치)

• 2006.03  전기공사업 등록

• 2008.07  신제품 인증(NEP)(유동판식 농축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 ACS(ASRT Control System) 하·폐수고도처리공법

• 유동판식 슬러지 농축장치 (U-Trench형/Disk형)

• 유동판식 슬러지 농축·탈수장치(SQUEEZALL)

• 고효율 응집 농축 일체형 탈수장치

• 전동가압소포식 초음파 슬러지 농도계(PU-5)

• 초음파 슬러지 계면계(SUM-2000)

• 친환경 고화재(Techno Soil / Eco Soil)

• 준설시 발생하는 오탁수 및 준설토 처리시스템

• 준설토 응집 침전물 고액분리를 위한 유동판식 농축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포항 신제강 원정수처리장 • 나주하수종말처리장                     

• 서산 대산 하수처리장  • 진주 대곡 하수처리장                

• 화성 남양하수처리장   • 제주 서귀포 동부하수처리장           

• 철원 갈말하수처리장        • 보성군 벌교하수처리장                 

•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 여주시 여주하수처리장               

이 외에도 100건이상실적 보유

We, OHK Co., Ltd. was founded 1999. We have 
accumulated the technical know how for the last 
15 years, and we one of the expert companies in 
the field of ‘advanced environmental equipments 
for treatment sludge’ and ‘treatment method for 
wastewater using a ASRT’.
We, OHK Co., Ltd. had been development 
sludge dehydrator, sludge condenser and ACS 
waste treatment system. Our technical skills and 
quality of product has been verified by many 
certification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The core technologies are protected with 
registered patents.
We, OHK Co., Ltd. continuously researching and 
develop the environmental technologies.

Certificate & Patent
• Dec.2000  Obtained ISO 9001 quality certification 

(EQA)
• Dec.2000  Cer t i f ied as venture  bus iness 

by Medium and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Mar.2001  K T ( K o re a n  N e w  Te c h n o l o g y ) 
cert i f icat ion(Moving Disk Type 
Thickening & Dewatering Equipment)

• May.2001  Certified as excellent product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Moving 
Disk Type Thickening & Dewatering 
Equipment)

• Jul.2001  Obtained Excellent Mark (EM)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Nov.2001  Selected as INNO-BIZ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Apr.2005  Korean Agency New Excel lent 
Techno logy Cer t i f icat ion (NET)
(Moving Disk Type Thickening & 
Dewatering Equipment)

• Jun.2005  Environmental facility quality certified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EEC)

• Dec.2005  Water supply and sewage facility 
work registration added

• Jan.2006  Korean Agency New Excel lent 
Techno logy Cer t i f icat ion (NET)
( U - Tre n c h  M o v i n g  D i s k  Ty p e 
Thickening Equipment)

• Mar.2006  Electrical work registration added
• Jul.2008  Korean Agency New Excel lent 

Product Certification(NEP)(U-Trench 
Mov ing D isk  Type Th icken ing 
Equipment)

Main Product & Technology 
• ACS(ASRT Control System) 
•  Moving Thickening Equipment(U-Trench Type /  
 Disk Type)

•  Moving Disk Type Thickening & Dewatering  
 Equipment(SQUEEZALL)

•  High Efficiency Apparatus of Sludge Thickening  
 and Dehydration

• Pressurized foam removal type densitometer(PU-5)
• Ultrasonic Sludge Interface Meter(SUM-2000)
• Techno Soil / Eco Soil
•  Sediment and high turbid water treatment  
 system from the dredged soil and dumped soil site

•  Moving Dewatering Equipment(Dehydrator) for  
 Dredging Sludge of fine soil

Performance
• Pohang New Steel Wonjeongsu Treatment Plant
• Naju Sewage Terminal Treatment Plant 
• Seosan Daesan Sewage Treatment Plant
• Jinju Daegok  Sewage Treatment Plant
• Hwaseong Namyang Sewage Treatment Plant
• Jeju Seoguipo Dongbu Sewage Treatment Plant
• Cheolwon Galmal Sewage Treatment Plant
• Boseong-gun Beolgyo Sewage Treatment Plant
• Dongducheon Sewage Terminal Treatment Plant 
• Yeoju City Yeoju Sewage Treatment Plant 
   In addition owns more than 100 results

유동판식 농축탈수장치(Disk형) 유동판식 농축장치(U-Trench형)

이동식 고화기술 시스템ACS(ASRT Control System) 하·폐수고도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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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터크린시스템 | Water Clean System Co.

President 금창연 | Chang-Yeon, Keum
Ad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당골4길1(사동) | Danggol-4gil1, Sanglok-gu, 
Ansan, Gyeonggi-do   Tel. 031-419-2663       Fax. 031-415-2664     

Web. www.cwnew.co.kr   E-mail. kcyeng@hanmail.net  

(주)워터크린시스템은 노후된 상수도 주택 빌딩 공장등 친환경 

소재의 수처리 개발을 주된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개발로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량과함께 먹는 물을 개선

코자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최우

선으로 생각하며 먼 미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인증 및 특허

•  위생안전기준KC인증서

•  소상공인

•  기업연구개발 전담부서

•  벤처기업

•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2008

•  특허제10-1232646호 이온스케일부스터

•  특허제10-1123673호 이온스케일부스터

•  특허제10-1097802호 배관세척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이온화수처리기계제조

자석,전기,약품등을 사용하지않고,물리적 이온시스템 방식을 적

용한 특수아연과 순수구리,불소수지를 이용해 물속에서 이온

화시켜 1.1V 의 전기(갈바닉효과)와 정전기를 발생시켜 배관내 

녹,스케일,박테리아,이끼 물때등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물리적 

수처리 제품이다.

배관세척장비

공기방울과 초음파 세척으로 배관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스

케일,슬러지,물때등을 제거한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롯데건설(원주신도시)

• 지방자치단체(상수도과)

• 플랜트공사분야

• 주택및 빌딩(은행)

• 배관세척은 지역난방아파트위주 실적(300여개단지이상)

Co. Water Clean System business deals in 
envi ronmental  mater ia l ’s water t reatment 
development. Such examples are aging water 
supply, house, factory, building and so on. 
Through environmental material’s development, 
aging the inside of house’s water pipeline and 
drinking water can improvement. Our company 
thinks of excellent quality service offer first. For a 
pleasant environment, we based on mutual trust 
and belief. Finally our company will be growing 

enterprise with customer.

Certificate & Patent
• Hygiene safe standard KC certificate
• Small business
• Company study development complete charge 
 department
• Venture company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 : 2008
• Patent #10-1232646 ion scale booster
• Patent #10-1123673 ion scale booster
• Patent #10-1097802 pipe clean equipment 

Main Product & Technology 
Ionization-type Water Processor production 
Not use of magnet, electricity and medicine, we 
are use special Zn, pure Cu and fluorine contained 
resin. Then ionization by using this in the water. It 
can generate 1.1V electricity (galvanic effect) and 
static. So it can remove and avoid to rust, scale, 
bacteria, moss and fur in the pipe.

Pipe clean equipment
Through air bubble and ultrasonic waves’ clean, 
it does not proceed to lose of pipe. Also it can 
remove scale, sludge and fur. 

Performance
•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Wonju new town. 
• A local government water supply 
• Construction work filed of plant 
• House and building (bank)  
• Pipe clean is district heating result mainly APT 
 (More than three hundred of apart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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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웹솔루스 | Websolus Co., Ltd. 

President 김홍식 | Hong-Sik, Kim
Add.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13 벽산디지털밸리 3차 1201~1203,1101 | #1201~1203,1101 
Byoksan3Cha DigitalValley, Guro3-dong, Guro-gu, Seoul, Korea   Tel. 02-6917-0813   
Fax. 02-6917-0777   Web. www.websolus.co.kr   E-mail. sjko@websolus.co.kr  

㈜웹솔루스는 2001년 1월 창사 이래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엔지니어링(Engineering), 조달시공(Procurement & 

Construction), 그리고 운영관리(Operation & Maintenance)로 이

어지는 물산업 전반에 걸친 토탈솔루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물산업 최초의 코넥스 상장1호 기업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코넥스 상장1호기업 선정(시가총액 249억, 2014년 1월 10일 기준)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ISO9001/14001

• GS인증 및 성능인증(의사결정지원기능이 결합된 계측제어시스템)

•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P300기업, KC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지적재산권 (물산업 관련 특허 및 출원중 18건, 프로그램 43 

 건, 공간빅데이터 관련 특허 및 출원중 4건, 프로그램 2건)

주요 제품 및 기술 

상수도 부단수내시경 (model: W-PIS100)

고압의 상수관로 내부를 단수조치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육안 

검사할 수 있는 W-PIS 100은 국내 대부분의 누수탐사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단수 내시경 브랜드입니다.

하수관로 CCTV 로봇장비 시리즈 (model: Cruiser system)

하수관로 조사 시스템 크루져는 국내 최초로 마이컴 프로세서

가 탑재된 디지털 하수도 조사 시스템입니다.

수중촬영 검사로봇 (model: WEBROV)

산업용, 구조용, 군사정찰용, 레져용, 어업용 등 다양한 촬영검

사 분야에 사용되는 첨단 소형잠수정 로봇입니다.

SM5 Plus (Sewer Monitoring Module 5 Plus)

GIS기반으로 분석모형(SWMM-GE)이 연계되어 하수도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지원하는 실시간 하수관

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국내 하수관거BTL현장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RPOS (Rainwater Pump-station Operating System)

분석모형(EPA-SWMM)을 실시간 연계하여 강우유출량 예측을 

가능하게 한 도시 침수 대응 빗물펌프장 운영 시스템으로 서울

시 시범사업에 당사가 유일하게 구축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WAPOS (Waterworks Policy decision support System)

국내 최초로 상수도분야에 행정정보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금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WMM-GE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Groundwater Enhanced)

국내 최초로 개발된 도시유출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투수성 포

장, 침투 트렌치, 지하수 양수를 고려하여 모의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습니다.

RAMS (River Analysis Modeling System)

프론티어 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하

천해석모형으로서 하천흐름해석모형(RAM2), 오염확산해석모형

(RAM4), 하상변동해석모형(RAM6), 전후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GUI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타버젼이 완성되어 배포중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4대강 수계별 통합운영시스템

• 하수관거BTL현장

• 119재난종합상황실

WAPOS / swmm-geSM5-Plus2 / RPOS UI

Websolus Co., Ltd. is  total solution company that 
has been striving to develop a comprehensive 
set of skills in water industry including, System 
In tegrat ion,  Eng ineer 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and Operation & Management, since 
2001. We have recently entered KONEX market on 
top of the list, contributing to a creative economy. 

Certificate & Patent
•  We have recently entered KONEX market on  
 top of the list, contributing to a creative economy  
 (Market Capitalization: KRW 24.9 Billion, as of  
 Jan 10, 2014)

•  Certification of Venture Company,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INNO-BIZ), ISO9001/14001

•  Certificate for Outstanding job creating company,  
 Software Quality Certificate (GS certification)

•  Selected as P300Company, certifie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Certificate (KC  
 certification)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ater related  
 patents:18, Program43 Spacial Big Data related  
 Patents: 4, Program 2) 

Main Product & Technology 
High Pressured Waterline Camera 
(model: W-PIS100)
Korea’s top brand, used by most inspection 
companies, that can test deterioration of water 
tube without cutting water while video inspecting 

Sewer Pipe CCTV System 
(model: Cruiser system)
Korea’s first digital sewer inspection-robot 
featuring microcomputer

Underwater photographic inspection robot 
(Model: WEBROV)
Small submersible robot used for photographic 
inspection in industrial field, rescuing, military 
reconnaissance, leisure, fishing. 

SM5 Plus (Sewer Monitoring Module 5 Plus)
Efficient monitoring system which is linked to GIS 
based analytical model (SWMM-GE) and is for 

maintenance control of sewerage. Is currently 
implemented on domestic sewage tube BTL site.

RPOS 
(Rainwater Pump-station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for Flood Pumping Station, 
corresponding to urban f looding through 
pred ict ion ra in fa l l - runoff  in tegrated wi th 
analytical model (SWMM-GE). WEBSOLUS is 
the only  company participated in the Seoul’s 
demonstrative project. 

WAPOS 
(Waterworks Policy decision support System)
F i rs t  sys tem in  Korea  tha t  puts  va r ious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to spatial database 
and alow it to be analyzed through GIS The 
system is a gold winning technology in '2013 
Smart Land Expo ideas competition’, organized 
by Ministry of Land. 

SWMM-GE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Groundwater Enhanced)
Is developed through R&D frontier project (2004-
2011) to compete XP-SWMM. Korea's first 
urban runoff simulation program which interpret 
complex urban water cycle and is designed to 
run simulation accounting Permeable pavement, 
infiltration trenches, ground water pumping. 

RAMS (River Analysis Modeling System)
Two dimensional stream analysis program that 
takes into account complex stream topography 
and features River Flow Analysis Model (HDM-
2D), that can analyze hydrodynamics repair factor 
of surface water effectively, Pollution Dispersion 
Analysis Model(CTM-2D), that analyze  transfer-
dispersion process of pollutant flew into stream 
and GUI, that provides before/after treatment of 
the two model. 

Performance
Four Rivers integrated operating system by 
each water system, on-site sewer BTL, a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room 119

수중촬영로봇하수도CCTV로봇장비(Cruiser150)상수도부단수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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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천엔바이로 | YUCHEON ENVIRO

President 문찬용 | Chan-Yong, Moon
Ad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에이스트윈타워 1차 701호 | #701(7F), Ace twin tower 1, 
285, Digital-ro, Guro-gu, Seoul, Korea   Tel. 02-2688-8826   Fax. 02-2614-8553   

Web. www.yucheon.co.kr   E-mail. master@yucheon.co.kr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2-1

30년간 국내 수처리 분야 선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유천엔바이로는 최고 수준의 전문 수처리 장비를 연구 & 개발, 

생산하는 수처리 전문업체입니다.

지난 30년간 국내 수처리 분야를 선도해 왔으며, 특히 여과기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유 여과기(Fiber Discfilter), 수중포기기(Submersible Aerator), 

스크류 프레스(Screw Press), 고분자 용해장치(Auto Jetwet),  

부상 분리 농축기(CAF) 및 모래 여과기(Sand Filter) 등 다수의 

품목을 제작 생산해 온 유천엔바이로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다

수의 실적으로 국내외 수처리 분야를 이끌어 나갈 것 입니다.

인증 및 특허

• 품질시스템인증 획득(ISO 900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다수

주요 제품 및 기술 

섬유 디스크필터(YDF) / 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YDFS) / 
마이크로 디스크필터(MDF)

•  심층여과가 가능한 섬유여재로 대,소규모 하·폐수처리장의  

 3차처리 / 비점오염원(CSO)처리 및 총인처리 

 BOD, COD, SS, T-P등 기타오염원 고효율제거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

섬유 디스크필터 (YDF series)55% 침지식

- 성남시 성남하수(460,000㎥/일)

- 대구시 서부하수(455,000㎥/일)

- 안양시 박달하수(250,000㎥/일)

- 의정부시 의정부하수(200,000㎥/일)

- 남양주시 진건초기우수처리 CSO(120,000㎥/일)

- 영산강수계 비점오염원(CSO)(24,000㎥/일) 외 다수

섬유 디스크필터 (YDFS series)100% 침지식

- 중국 Jiyuan STP(40,000㎥/일)

- 중국 Xuzhou STP(24,000㎥/일)

- 파주 금촌STP(27,000㎥/일)

- 포항 대보STP(700㎥/일)

- 경주시 마을하수도시설 외 다수

마이크로 디스크필터(MDF series)

- 대전시 대전하수(900,000㎥/일)

- 대구시 신천하수(563,000㎥/일)

-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410,000㎥/일)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331,000㎥/일)

- 포항시 포항하수2단계증설(234,800㎥/일) 외 다수

산기판 부착형 고효율 수중포기기(Submersible Aerator)

•  산기판과 수류개선형 토출케이싱만 교체하여 30%이상 효율 증가

•  1995년부터 약 2,100대의 납품실적 보유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 / 에너지고효율기자재인증

•  일본 특허 제4943482호 / 중국 특허 제200910178121.4호

스크류 프레스(Screw Press)

•  세계 최대 납품실적 및 50년 경험의 노하우

 기존 스크류를 보완한 획기적인 신제품

•  저동력 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실현

•  낮은 함수율로 탈수케이크 감량화

•  유입농도 변화(0.8~6%)에도 안정적인 탈수 실현

•  두꺼운 스크류 날개와 견고한 구조로 유지보수 불필요

자동 미세 섬유필터(AMF)

•  혁신적인 자동세척 미세섬유필터 

 2, 3, 7, 10, 20 마이크로필터를 적용한 정밀 여과시스템

- 현대제철/당진공장 RO 전처리설비(176,000㎥/일)

- 진로 정수처리설비(3,600㎥/일) 

LEADING COMPANY in WATER TREATMENT 
FIELD FOR OVER 30 YEARS, THE FIRST IN 
TERMS OF DOMESTIC MARKET SHARE

YUCHEON ENVIRO CO.,LTD is specialized in 
researching & developing and producing water 
treatment equipments of high-quality. In the 
past thirty years, we have been the leader in the 
water treatment field, especially placed first in the 
filteration equipment.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YUCHEON 
ENVIRO CO.,LTD are producing a wide range 
of Fiber Discfilter, Submersible Aerator, Screw 
Press, Auto Jetwet, CAF and Sand Filter which 
are verified in the domestic market and we will 
try to do our best to be a global company to the 
worldwide market.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 Certificate for energy-efficient equipment
•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EPC)
• Many patents

Main Product & Technology 
Fiber Discfilter(YDF) / Fiber Discfilter(YDFS) / 
Micro Discfilter(MDF)
•  The high efficiency removal of BOD, COD, SS,  
 T-P etc. by the depth filtration for the tertiary  
 treatment of big/small STP and WWTP and CSO  
 treatment

•  EPC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Fiber Discfilter (YDF series) 55% Soakage type
- Sungnam-si, Sungnam STP(460,000㎥/D)

- Daegu-si, Seobu STP(455,000㎥/D)

- Anyang-si, Bakdal STP(250,000㎥/D)

- Uijeongbu-si, Uijeongbu STP(200,000㎥/D)

- Namyangju-si, Jingeon CSO application(120,000㎥/D)

- Gwangju-si, Youngsan-river CSO application

  (24,000㎥/D) and many others

Fiber Discfilter (YDFS series) 100% Soakage type

- Jiyuan STP in China(40,000㎥/D) 

- Xuzhou STP in China(24,000㎥/D) 

- Paju-si, Keumchon STP(27,000㎥/D) 

- Pohang-si, Daebo STP(700㎥/D) 

   and many others

Micro Discfilter (MDF series)

- Daejeon-si, Daejeon STP(900,000㎥/D)

- Daegu-si, Shincheon STP(563,000㎥/D)

- Seoul-si, Tancheon STP(410,000㎥/D)

- Seoul-si, Joongrang STP(331,000㎥/D)

- Pohang-si, Pohang STP(234,800㎥/D)

  and many others

Submersible Aerator
•  More than 30% of performance efficiency is  

 increased by the change of diffuser and the improved  

 discharge water stream type of Casing only
•  Verified many reference list 

 (2,100units since 1995)       
•  EPC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ertificate for energy-efficient equipment 
•  Acquired of patent in Japan

 (Patent No. 4943482)
•  Acquired of patent in China

 (Patent No. 200910178121.4)

섬유 디스크필터 (YDF series) 55% 침지식 수중포기기(Submersible Aerator)섬유 디스크필터 (YDFS series) 100% 침지식 스크류 프레스(Screw Press)마이크로 디스크필터(MDF series) 자동 미세 섬유필터(AMF)

대구시 서부하수(455,000㎥/일) 중국 Xuzhou STP(24,000㎥/일) 대전시 대전하수(900,000㎥/일)

개선후개선전

영동하수 포기조 원주하수 현대제철/당진공장(176,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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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엠테크 | EM TECH CO.,LTD.

President 김명철 | Myeong-Cheol, Kim
Add.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08 | 108, Hogupo-ro,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19-0600    Fax. 032-819-0540   

Web. www.emth.net   E-mail. master@emth.net  

• 설립연도: 2001. 8. 21

• 자본금: 4억

• 종업원수: 35명

• 연간매출액: 70억원

(주)이엠테크는 환경사업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水)

처리분야의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환경시설 효율성제고사업, 슬러지 탈수설비, 에어레이션설비, 

처리수 재이용분야 등에 있어서 가장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사

용이 편리한 설비를 개발, 설계하여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건설업등록증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주요 제품 및 기술 

스크류프레스(SCREW PRESS)

• 특징

- 저동력 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실현

- 낮은 함수율로 탈수 케이크 감량화

- 저소음 운전으로 작업환경 개선

-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 유입농도변화(0.8~6%)에도 안정적인 탈수 실현

- 두꺼운 스크류날개와 견고한 구조로 유지보수 불필요

- 자동화운전 가능

• 납품실적

-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

- 충주시 공공하수처리장

- 샘표식품 이천공장 외 다수

캐비테이션 부상분리장치 (CAVITATION AIR FLOTATION)

하수 반류수처리(T-P 제거)에 획기적인 경제성 절감효과

• 특징

- 각 CAF단위별 2~3HP만 요구됨

- Flash Mixer가 불필요함

- 재순환 PUMP가 불필요함

- Air Control Valve가 불필요함

- Air Compressor가 불필요함

- 구동부 부품 수리보수가 불필요함

- 가압(압력)용기 불필요함

- 분사노즐 청소가 불필요함

- 고압 Pump 불필요함

- 지하배관이 불필요함

- Floc을 사전 교반하는 Tank가 불필요함

- 직사각형 Design으로 좁은 면적에 설치가능

• 납품실적

- 중랑물재생센타 반류수처리시설

- 광주하수 반류수처리시설

- 양평축산폐수처리장

- 화도하수 역세수처리시설 (설계반영) 외 다수

미세섬유필터 (AMF-Microfiber filter)

강변수 정수처리시설 및 RO 전치리등에 사용하는 미세섬유여

재 필터로 기존섬유필터들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여과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MF, UF등과 비교하여 낮은 유지관리비와 여재 

교체비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미세섬유필터(AMF)입니다.

• 납품실적

- 현대제철 당진공장 (176,550㎥/일) 

- 진로 이천공장 (3,600㎥/일) 외 다수

• Foundation: 2001. 8. 21.  
• Capital: Four hundred million
• Staff: 35
• Annual sales: Seven billion

With many years experience in environment 
sector EMTech Co., Ltd. has not only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but also designed and 
installed the most effective, economical, and 
easy-to-use equipment in improving sludge 
dewatering system and aeration, and reusing 
treated wastewater.

Certificate & Patent
• Achieved ISO 9001 Certificate
• Achieved INNO-BIZ accreditation
• Achieved Enterprise Institut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construction registr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SCREW PRESS
• Feature 

-  Low energy consumption with smaller volume  
 of electric power

- Cake weight reduction with low moisture
- Good working environment without noise 
- Easy maintenance with simple design
-  Stable dewaterbility for the fluctuation of the  
 influent concentration(0.8~6%)

-  No need of frequent maintenance with thick  
 impeller and robust structure

- Automated system operation
• Application 

-  Wonju STP

- Chungju STP
- Sempio Food Icheon factory and more

CAVITATION AIR FLOTATION 
More cost-effective for recirculated sewage 
treatment (T-P removal)
• Feature 

- Only 2~3HP required for graded CAF
- No need of recirculating pump
- No need of air control valve
- No need of air compressor 
- No need to repair driving part
- No need of pressure vessel
- No need to clean injection nozzle
-  No need of high pressure pump
- No need of underground pipe
-  No need of mixing tank
- Small footprint

• Application 
-  Joongrang STP
- Gwangju STP
- Yangpyeong livestock wastewater
- Hwado STP and more

AMF-Microfiber filter
AMF is the Microfiber Filter used for riverbank 
filtration, pre-treatment to RO, and so on, and is 
far superior performance to other fiber filter, and 
has several advantages over the others in running 
cost and replacement cost of media, comparing 
to MF, UF, etc.
• Application 

-  Hyundai Steel Dang-jin factory (176,550㎥/day)
- Jinro Icheon factory (3,600㎥/day) and more

중랑물재생센타 반류수처리시설(1,500㎥/일)

스크류프레스(SCREW PRESS)

미세섬유필터 (AMF-Microfiber filter)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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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2

(주)이오렉스 | IOREX Co.,Ltd.

President 조태현 | Tai-Hyun, Jo
Add.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원(KIST) H1-955D | H1-955D, KIST, 
Wolgok 2 dong,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1644-2564     
Fax. 02-388-6978   Web. www.iorex.co.kr   E-mail. iorex@iorex.co.kr

(주)이오렉스는 이온화식 수처리기 이오렉스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오렉스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물론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각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소는 물론, 

POSCO, 현대중공업, 한국철도공사, GS칼텍스, 가정, 아파트, 

동/식물농장 등에 설치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러시

아, 한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이오렉스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인간과 자연

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미래 환경에 걸맞는 수처리기 개발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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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정증

• 바이전주우수상품 인증서

• Qmark(KTR)

주요 제품 및 기술 

이오렉스는 물이 통과하는 배관에 연결, 설치하면 녹, 스케일, 

슬라임의 형성을 억제/제거하여 배관을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탄소전극을 이용한 세계 유일의 기술로 향상된 이온화 정도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며, 탄소전극의 표면을 특수 처

리하는 첨단기술, 독창성을 지닌 제품입니다. 

생체 친화성이 높은 소재(카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

였으며 무동력, 무화학약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제품. 또한 한 

번의 설치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제품으로, 국내, 

외 수질에 적용 가능합니다.

물이 이오렉스를 통과할 때 접촉면과의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되고, 발생되는 정전기를 흡수하여 전하가 높아지면 바깥

쪽의 핵 전자를 방출하면서 하전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전하의 

이동에 의한 강한 정전기장이 형성되어 물이 정전기장을 통과

하는 순간 이온 활성화 됩니다. 

환경에 유해하고 처리방법이 복잡한 기존 화학처리 방식과 달

리 이오렉스는 물의 유체흐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물리적이고 

적극적인 갱생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수처리기입

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이오렉스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물론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각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소는 물론, 

POSCO, 현대중공업, 한국철도공사, GS칼텍스, 가정, 아파트, 

동/식물농장 등에 설치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러시

아, 한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IOREX is a company research developing 
ionized water treatment system. It has not only 
been certified for its performance by the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but 
also designated as an outstanding product for 
procurement. As such, our equipment is installed 
in waterworks of local governments, POSCO, 
Hyundai Heavy Industries, Korean Railroad 
Corporation, GS Caltex, homes, apartments, and 
livestock and plant farms, where its effect has 
been proven. Our equipment’s performance has 
been recognized in Russia, Korea and China and 
we export it to about 10 countries.

Certificate & Patent
•  KC(Korean Certification), Patented in Korea,  
 Russia, China

•  Gost mark in Russia, FDA in USA, ISO9001,  
`ISO14001

•  Certifiacate of Excellent product by PPS, Korea
•  Performance Certificate of S&MBA
•  Certificate of promising Export Firm
•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an Excellent  
 Company

•  Kotra global brand, Qmark of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Main Product & Technology 
When water flows through IOREX, the friction 
caused when it comes into contact with the 
surface generates static. When static is absorbed 
and raises the charge, nuclear electrons are 
emitted externally to create electric charge. 
Therefore, a strong electrostatic field is formed by 
the motion of the electrons, and water is ionized 
when passing the static electrostatic field.
Different from conventional systems which may 
be hazardous to the environment and require 
complicated chemical process, IOREX uses 
the water flows as its source of power. It is an 
economical and eco-friendly with a physical and 
positive method.
The performance of IOREX has been certified 
by the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designated as an outstanding 
product for procurement. As such, it has been 
installed in waterworks of local governments, 
industrial sites, industrial facilities, houses, 
apartments, schools and livestock and plant 
farms, where its effect has been proven.

Performance
IOREX has not only been cert i f ied for i ts 
performance by the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but also designated as 
an outstanding product for procurement. As such, 
our equipment is installed in waterworks of local 
governments, POSCO, Hyundai Heavy Industries, 
Korean Railroad Corporation, GS Caltex, homes, 
apartments, and livestock and plant farms, where 
its effect has been proven. Our equipment’s 
performance has been recognized in Russia, 
Korea and China and we export it to about 10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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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8-2

(주)이화에코시스템 | Ewha Eco System Co., Ltd.

President 윤창진 | Chang-Jin, Yoon
Add.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금각로36번길 87 | 350-6 Yongso-ri, Yangg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2-2618-0433    Fax. 02-2618-7459    

Web. www.ewhaeco.com   E-mail. ewhaeco@hanmail.net  

(주)이화에코시스템은 탈수기 전문업체로서 오직 원심탈수기 개

발에만 역주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세계 최첨단 기술인 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 개발을 완료하여 탈수기 분야 선진국인 유럽

과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다량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로 전세계 

어느기업보다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고객

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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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논스톱농축원심탈수기

각종 하/폐수처리장의 저농도 슬러지를 단일공정으로 고효율 

농축, 탈수시키는 차세대 첨단 탈수장치

• 특징

- 이원화 농축, 탈수공정의 단일 공정화로 대폭적인 공정개선

- 에너지 비용 및 약품비용 절감

• 적용분야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저농도잉여슬러지 직 탈수 

- 기존 원심탈수기의 성능(함수율) 향상  

- 음식물처리장 폐액 직 탈수

공기압콘베이어

이송설비 중 가장 획기적인 기종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각

종 협잡물을 수직, 수평으로 자유로이 이송하며, 협소공간 이용 

및 효율적인 기능을 갖는 장치

• 배관을 이용한 복잡한 경로 이송 가능

• 설치가 간단하고 설치 면적이 작음

• 장비 수명이 타 기종에 비하여 길음

• 자동방식으로 무인 운전이 가능

• 수송능력이 우수 (최대 수평:80m, 수직:25m)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원심탈수기: 중랑물재생센터 외 200여곳

• 논스톱농축원심탈수기: 김포하수처리장 외 20여곳

• 공기압콘베이어: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외 50여곳

• 다단복합탈취기: 일산친환경사업소 외 20여곳

EWHA ECO SYSTEM CO., LTD. has specialized 
in providing decanter centrifuges for the civil 
engineering industry. Since the first SW-Series 
centrifuge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market in 
1997, we have successfully marketed our products 
in Japan, Singapore and in Europe. Our dedication 
and efforts to provide better products and services 
to meet our customers need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will continue into the 21st century.

Certificate & Patent
• ISO 140001
• ISO 9001
• New Technology (Society of civil Engineers)
• New Technology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 NEP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CEP(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Good Product (PPS)
• INNO-BIZ (A)
• Paten Etc.

Main Product & Technology 
Non-Stop Thickened Decanter
A high-tech dehydration device which thickens low 
density sludge of various sewage wastewater in 
just a single process.
• Features

-  An extensive improvement in unifying thickening  
 and dehydrating process

- Reduce energy and chemical consumption
•  Applications: Direct dehydration for the remaining,  
 low density sludge of sewage treatment plant  and  
 food waste treatment center 

Pneumatic Conveyor 
The most remarkable model among transfer facilities. 
Using compressed air this high efficient device is able 
to transfer various kinds of impurities horizontally or 
vertically in a limited space.
• Features

-  Transfer through complex piping is possible
- Easy installation and small installation space
-  Unmanned operation available through auto  

 operation

Performance
•  Cj Indonesia Jombang Sewage Treatment Plant
• Indonesia Betp
• North An Sewage Treatment Plant
• Jordan Sewage Treatment Plant
• Brazil Csp Sewage Treatment Plant

공기압콘베이어원심탈수기 논스톱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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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성 | ILSUNG

President 지영배 | Young-Bae, Ji
Add.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83-2 | 383-2, Shindolim-dong. Kuro-gu, Seoul, Korea   
Tel. 02-2618-9233    Fax. 02-2618-9236    

Web. www.ilsungpump.co.kr   E-mail. ilsung@ilsungpump.co.kr

1982년 일성종합기계를 설립하여 특수 펌프/브로워를 시발로 

지금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산업용·특수 펌프 전문생산업

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수년간 연구 개

발에 매진한 바 특허청에 발명특허등록과 실용실안외 다수 등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상, NEP신제품인증, 조달

청우수제품과 국제품질규격인 ISO9002, ISO14001인증을 받음

으로써 수출증대를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닦고있으며 4,000여 업

체에 납품 및 수출로 그 능력을 인정 받고있습니다. 

미래의 펌프를 선도하는 일성펌프라는 구호아래 고객을 위한 품

질보증, 납기준수 및 사후봉사(A/S)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인증 및 특허

• 발명특허 46개 • 의장등록 9개

• 실용신안 17개 • 국제특허출원 9개

• 발명특허출원 9개, • ISO14001인증

• 에너지기술연구소 • 벤처기업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진공강자흡식 펌프(만능펌프) 
VACCUM Self-Priming Pump
(벤처기업국고지원제작, 발명특허청장수상)

• 용기내 유체를 흡입하여 이송 시 흡입력이 우수

• 공기와 같이 흡입하여 용기내 잔여량이 남지 않음

• 용도 

- 공기와 같이 양수함(거품, 오일등 부상물 제거용)

 - 흡입과 토출에 여액이 남지 않음(변질되거나 굳는 액체)

 - 순간진공발생으로 흡입됨(내산, 내알카리, 캐미용)

 - 고점도(고추장, 그리스등) 비중이 가벼운(신나, 벤졸) 모든액체

-  탱크청소용(용기내는 물론 흡입, 토출배관에도 잔여량이  

 남지 않음)

 -고온수 이송(열매체 펌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 수자원공사, 발전소, 삼성, 현대, LG, 외) 해외 납품 (3000여 곳)

I l  Sung Synthesis Machinery Co. Ltd. was 
established in 1982 with special pump/ brower, 
and has now grown to a manufacturer specialized 
in industrial and special pumps, which is equipped 
with distribution channel all over the country. 
Thanks to dedication to R&D(Research and 
Development) over the years, we have registered 
numerous patents including invention patent and 
new design for practical use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With the receipts 
of President`s Award and Prime Minister`s Award, 
KT mark(authorization of domestic technology),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Excellent Product 
Award, and Certificate of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ISO9002, we have not only laid the solid 
foundation for the export growth, but also been 
recognized our ability through supply and export to 
approximately 4,000 companies. We all at Il Sung 
are doing our best effort to quality assurance, on 
time delivery and A/S for our customers under the 
slogan of “Il Sung, movers up to pump technology 
for the future!”

Certificate & Patent
• NEP New Product Certificate
• ISO9001/ISO14001 Certificate
•  Selection as Excellent Product by Korean  
 Goverment Procurement Office

•  Award of Dongbaek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by Korean government(No.33623)

Main Product & Technology 
VACUUM Self-priming Pump (Produced with 
support of national fund venture business, Award 
of Invention by Korean Intellection Property Office 
(KIPO) Commissioner)
•  To pump water with air(for removal of such floats  
 as bubble and oil)

•  No remaining fluids(deteriorated or stiffened fluid)  
 during suction and delivery.

•  Suction by occurrence of flash-vacuum(for acid  
 proof, alkali-proof, or chemicals)

•  All liquids including those with high viscosity(red  
 pepper paste, grease, and etc.) and those with  
 low specific gravity(thinner or benzol)

•  For tank cleaning (no remnants in suction and  
 discharge pipes as well as inside the tank)

•  feeding of high temperature water
 (hot oil pump 350℃) 

Performance
• Korea South-East Power Co.Ltd. , 韓國南東發電(株)

• NONGSHIM CO., LTD., (株)農心] 

• Namyang Dairy Product Co., Ltd., 南陽乳業

• Samsung Heavy Industries Co.,Ltd., 三星重工業(株)

• Yuhan Kimberly, Ltd., 柳韓─

•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韓國水力原子力(株)

• Tongyong City Hall, 統營市廳

• Yosu City Hall, 麗水市廳

• ETC.

진공강자흡식 펌프 오/폐수 카타용 C타입-수봉식진공펌프 진공강자흡식 D타입

대용량 진공강자흡식 펌프 S타입-냉각수순환용 진공강자흡식 펌프 슬러지/고점도이송용 D타입-모터장착이동용 

진공강자흡식 펌프 오/폐수 카타용 C타입-수봉식진공펌프



2014 W
ATE

R
 K

O
R

E
A   248 /

249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12

자연과학산업(주) | Jayeon Science Industry Co.

President 최승준 | Seoung-Jun, Choi
Add.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79-4 갈말 농공단지내 | 779-4 Guntan-ri, Galmal-eup, 
Cheorwon-gun, Gangwon-do, Korea   Tel. 031-529- 0518   
Fax. 031-529-0673   Web. www.jacarbon.com   E-mail. jacarbon@jacarbon.com 

활성탄소 전문 제조업체 Jacarbon

청정 환경을 추구하며 항상 연구하는 자연과학산업(주)은 약 30

여 년간 각종 활성탄소, 수처리용 메디아, 여과제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폐 활성탄소 재생을 국내 최초로 성공한 기

업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원자재의 수급에서부터 

제품생산, 납품시공,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당사는 대

기 정화용 활성탄소와 먹는 물을 위한 정수용 활성탄소를 조달

청을 통해 국내 각 기관 및 정수처리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기

업은 물론 국내유수 기업들의 공해방지 설비에 활성탄소를 공

급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활성탄

소를 순수 국내 기술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밀한 품질관리를 통

해 수입되는 활성탄소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특수목적용 활성탄소도 제품을 인정받은 다국

적 기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과학산업(주)성실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기업,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이노비즈 인증업체-중기청

•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활성탄소 직접생산증명 기업체 

• ISO 9001, 14001인증업체 

• CE 인증-열분해 설비

• 부품·소재 전문기업확인-산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  특허: 제0040762호/제0225344호/제095020호/제0380527호/ 

 제0380529호/제0500388/제10-0632239호

• 실용신안:제100947호/제127399호

• 상표등록:제40-0830943

주요 제품 및 기술 

활성탄소-Jacarbon(활성탄소 전 제품 생산 및 취급)
• 야자계, 석탄계 분말, 입상 조립 활성탄, 각종 첨착 활성탄 

• 폐활성탄 재생, 충진, 교체작업, 활성탄소 흡착 탑 제작 및 설치 

•  안스라 사이트, 제오라이트, 이온교환수지, Sand&Gravel 등  

 여과제 일체 

플랜트 사업

• 활성탄소 제조설비, 폐 활성탄소 재생설비, 각종 탄화 설비

• 폐기물 열분해 플랜트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강북 정수장외 다수 정수장 및 공사 대기업 납품

• 활성탄 플렌트: 해외수출(동남아시아)

We, Jayeon Science Industry Co.,Ltd. is well 
renowned as an Activated Carbon company in 
Korea. Having sought the clean environment, 
we have studied and produced various activated 
carbons for water treatment and as filtering materials  
for over 30 years. 
We produce various product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hole process from providing raw materials 
to producing Activated Carbon, with thorough 
maintenance guaranteed after supplying. 
We supply our activated carbons for cleaning air 
and water to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water 
purification plants through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prominent companies for preventing 
pollution in Korea. We also supply activated carbons 
whose demand are expected to rise rapidly with 
our own technology and plan to substitute imported 
activated carbons. In addition, we supply activated 
carbons for special purposes under the technical 
cooperation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and plan 
to become a company developing the coming 
future. 
All staff members of GENTRO sweat profusely 
with the clients on the spot in an attitude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and duties with a mind of utmost 
priority in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Certificate & Patent
•  Company designated as a INNOBIZ compan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Certificate of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  Certificate of ISO 14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  Certification of parts and materials-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  Registration of producing materials for water treatment
•  Certification of direct production of activated carbon-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esignation of a venture company-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Activated Carbon-Jacarbon
•  Coconut Shell & Coal based powdered, granular, 
extruded activated carbon.

•  Impregnated Charcoal, waste activated carbon, 
replacement, anthracite, geolite, various filtering agents 
such as sand&gravel 

Plant
•  Rotary Kiln, Carbonization equipment, Pyrolysis system 

Performance
•   We have supplied our activated carbon for  
 various water treatment plants such as Kangbuk,  
 Young Deong Po, Wonju and many other and  
 also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  We exported: Activated Carbon producing plant  
 to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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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젠트로 | GENTRO CO., LTD

President 심진섭 | Jin-Sup, Shim
Add. 서울 강남구 삼성로 412 포우빌딩 2층 | Fl.2, Powoo Bldg., 412, Samsung-ro, 
Gangnam-gu, Seoul   Tel. 02-483-0077   Fax. 02-487-6734
Web. www.gentro.co.kr   E-mail. gentro@chol.com  

(주)젠트로는 1989년 창립이래로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하여 핵

심 기술제품 개발을 비롯하여 설계,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

하여 각 분야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속적

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

비스 체계를 갖추고 고객만족을 실천하여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환경을 지켜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가려는 진취적인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 및 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

장을 이루어, 2006년에는 기업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도전과 신기

술 개발을 향한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

문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조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식 경영 시스템을 구

축하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체질 개선 등 사업 수행 능력 향

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국제 수준의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초일류 기업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주)젠트로는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고객에게 항상 큰 감동을 줄 수 있

는 가장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2000 • 환경표지인증

• 위생안전기준인증 • 친환경건축자재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기계설비: PDF물탱크, P.E LINING, 축산분뇨액비탱크

• 토목자재: PE원형맨홀거푸집, PE사다리, PE수밀벨트

• 상하수도: PDF도류벽, 정류벽, 간벽, GTR도류벽

• 통신: 광케이블 전용관로 (COD관-Corrugated Optic Duct)

• 수처리: RPS 자연정화시스템, 호소정화시스템, 축산분뇨정화 

  방류처리공법

• 토목섬유: Gentro Tube / Protect Tube / Fabric Form / Silt  

  Protector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구의정수장 • 구리하수처리장

• 삼성배수지 • 수원광교아파트

• 구미에코에너지타운 • 대산임해공업용수도

• 이코니/다스코 폐수처리시설

COD관

GENTRO was established on 1989 and through its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ies has achieved 
a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industry while expanding its business fields into 
bio technology and others at home and abroad. 
Combined with our ultimate priority in quality, safety 
and environmental friendship products, GENTRO 
has a good organization, R&D center and factory to 
supply the most economic and optimal products,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service in the most suitable time for the customer 
satisfaction.
GENTRO fully understands that the most prior 
value of clients is just qualities, and the key target of 
GENTRO is that our customers are perfectly satisfied 
with our quality. Moreover, under the business 
principle to provide our products and engineering 
services in an economical and optimized manner 
within the fastest possible time. For the achievement, 
We concentrate our effort on building an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mproving project 
management ability for the cost reduction and overall 
innovation efforts, and building a global standard 
management basis to become a customer-oriented 
as a total solution provider.

All staff members of GENTRO sweat profusely 
with the clients on the spot in an attitude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and duties with a mind of utmost 
priority in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Certificate & Patent
• ISO Certificate
• Korea Eco Label
• Korea Certification
•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Building Material

Main Product & Technology 
• Drinking water and sewage treatment
•  Storage tank: PDF Water Storage Tank,  
 Livestock Excrement Storage Tank 

• PE Sheet Lining
•  Water treatent: RPS(Rolled Pipe System), Genite  
 System

•  Engineering materials: PE circular manhole mold,  
 PE Manhole ladder  

• Optical cable protecting tube 

GTR도류벽 PDF격벽

정류벽 1 정류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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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행워터웨이 | Jinhaeng Waterway Co., Ltd.

President 심학섭 | Hak-Sub, Shim 
Add.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8-11 | 58-11, Mosan-ro, Daedeok-myeon, 
An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2-3488-8000   Fax. 02-574-9033   

Web. www.waterway.kr   E-mail. webmaster@waterway.kr 

(주)진행워터웨이는 63개국 특허를 획득한 물리적 갱생공법 

‘스케일부스터’를 개발하여 배관 내 녹과 스케일, 물때를 방지

하고 제거하며 배관수명 연장 및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배관 부식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이온직결정수기 

‘그린비’ 및 ‘에코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를 개발하

여 수돗물 내 세균, 중금속, 염소 등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보존 

및 공급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끊임

없는 연구와 개발로 기술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 미네

랄이 살아있는 건강한 물’과 ‘세계인의 물 건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의 공익추구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GS(독일표준마크), TÜV(독일기술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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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효과검증, 영남대 조계현교수(부식 

 학전문) 효과 실험 연구, 한전본부연구소 효과실험

주요 제품 및 기술 

스케일부스터 스케일부스터는 물리적 이온 시스템으로 배관내

부에 생성된 녹, 스케일, 물때, 세균 등을 제거, 방지하는 수처리 

제품으로 외부는 황동, 내부는 아연과 불소수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불소수지를 이용하여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특수아연의 이

온화로 1Volt의 전기를 발생시켜 배관에 달라붙는 침상구조를 달

라붙지 않는 구상구조로 바꾸어 줌으로써 녹, 스케일 등을 제거 

및 예방합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설치가 간단하며 유

지 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배관수명 연장에 따른 건물 사용

기간의 연장으로 막대한 경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배관의 녹과 스케일의 예방 및 제거를 통한 배관의 내구성 향상 

 (배관수명 연장)

•  외부로부터 전기나 약품의 공급이 필요 없어 관리가 용이

•  반영구적 제품(수명 15~20년, 추후 핵심부품인 특수아연만 교체)

• 물때 및 슬라임 제거, 연수화 효과 등

• 적용분야

- 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PVC관 등 각종 배관 적용가능

- 상수도, 지하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수 등

- 보일러(일반,스팀), 냉각수라인, 노즐라인, 

  태양열 온수시스템, 냉각탑, 자동판매기 등

- 아파트, 개인주택, 병원, 호텔, 빌딩, 수영장, 목욕탕, 

  신축건물 배관 등

- 최소 15mm부터 1500mm의 배관에 적용

에코트랜스(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 에코트랜스는 상수도

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지하수를 정화하여 지

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지하수에

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대장균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지하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천연 미네랄을 살려주어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특허 등록(제 10-1001651) / 연구논문

그린비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돗물 사용기피 인자를 제

거하여 수돗물 사용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인공원료를 지양하고 천

연 원료만을 사용한 친환경적 제품입니다. 막(필터)여과 방식과 같

은 인공적 기술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정화 기능만을 

사용하며 아연이온화장치와 미네랄복합필터로 이루어져 수돗물을 

직결 정수하는 방식으로, 천연광석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미네랄은 

증가시키고 세균, 중금속, 잔류염소 등의 유해물질은 제거합니다.

국내특허 등록(제 10-0791223) / 연구논문 / 식물 및 세포 임상실험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상수도: 광양, 제천 ,천안, 안동, 구미 등 110여개 지자체 300여곳

• 아파트: 사울안암대광, 서울둔촌주공, 대치쌍용2차 등 약 150단지

• 관공서:  청와대, 경기경찰청, 전주시청, 국방부, 공무원연수원  

 등 2000여곳

• 공장: 포스코, 신도리코, 하이닉스, 현대제철, 오리온 등 3000여곳

• 기타: 삼성제일빌딩, 가톨릭대학교, 선산휴게소 등 30,000여곳

• 해외: 독일수상관저, BMW, BENZ, Siemens, Thyssenkrupp 등  

 30개국 30만 여곳

스케일 부스터상수도배관(설치전) 양변기 물때(설치전)상수도배관(설치후) 양변기 물때(설치후) 그린비 에코트랜스

JH Waterway developed Scale-buster, holds patents 
in 63 countries of the world that prevet and remove 
rust, scales and extend life time of pipe and improve 
water quality. Scale-buster is installed about 110 
water supply facilities in the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as well as about 300 thousands placs in the 
overseas which became troubleshooter in corrosion 
field. We also developed and introduced “Greenbi” 
and “Eco-Trans” that purifying water together with a 
renown water specalist in Korea experienced over 
for 35 years. They remove bacteria, heavy metal and 
chlorine in the city water but preserve and enrich 
minerals.

Certificate & Patent

Scale-buster
•  Approval certificate GS, TUV, Chinese Drinking  
 Water, ISO9001, ISO14001

•  Acquisition of Patent in Korea(No. 10-0949698)
•  Appointed good products by Public Procurement  
 Office(No. 2012095)

•  Acqusition of K Mark
•  Acqusition of Sanitation Standard Certification

Eco Trans(water-purifying device for small 
water-supply system)
•  Korean Patent No. 10-1001651

Greenbi(water purifier)
•  Korean Patent No. 10-0791223

Main Product & Technology 
Scale Buster
Scale buster is a physical ionized water purifying 
product that prevents rust, scale, slime and bacteria 
of the inside of pipe and protect from corrosion. It 
is composed of zinc and fluorine resin(PTFE) and 
outside is brass. Principle of sacrificial positive role 
of zinc prevent and remove stain as well as statistic 
electricity effect by using PTFE prevent scales. 
Galvanic effect, structure generates 1.1 Volt of 
power and it accelerates ionazation of zinc make 
needle shaped structure to round shaped structure 
by special zinc prevent and remove scales. Using 
no chemicals, easy to install, prevent economic 

loss, life span 15-20 years.

•  Installation area

- steel pipe, brass pipe, stainless steel pipe, PVC pipe

-  city water, ground water, industrial water,  

 agricultural water, river water

-  apartment, individual house, hospital, hotel  

 building swimming pool

Eco Trans(water-purifying device for small 
water-supply system)

Eco Trans is water-purifying device developed 

for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where insufficient 

water supply. It purifyig and remove ground water 

that contaminated by heavy metal, cancer-causing 

substance, colon bacillus and supply minerals which 

is the most essential to the human body.

Greenbi (water purifier)

Greenbi is a natural filtering system using natural 

ore and zinc ionization device that resembles the 

purification system of nature and enriches minerals 

but remove bacteria, heavy metal and residual 

chlorine, etc. it is quite different from existing 

chemical filtering or reverse osmosis system of 

water purifier.

Performance
•  Water supply system: over 300 places in about  

 110 cities incl. Kwangyang, Jaecheon, Cheonan,  

 Andong, Gumi, etc.

•  Apartment: over 150 apartment complexes incl.  

 Anam Daekwang, Dunchon Jookong, Daechi  

 Ssangyong etc.

•  Gov't building: over 200 places incl. Blue House,  

 Gyunggi Police Agency, Jeonju City Gov'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stitute of Civil Servant etc.

•  Factory: over 3,000 places incl. POSCO, Shindoricho,  

 Hynix, Hyundai Steel Company, Orion etc. 

•  Others: over 30,000 places incl. Samsug Cheil Building,  

 Catholic University, Sunsan Highway rest area etc.

•  Overseas: over 300,000 places in around 30 countris  

 incl. Official Residence of German Chancellor, BMW,  

 BENZ, Siemens, Thyssenkrup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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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rporate customer's interests at heart!
Our company is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machinery and processing environment can 
be used as a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special ty equipment company,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patent and 
utility model, a large number of non-motorized 
opening and closing device for automatic input 
of liquid medications, an air-assisted transport 
outside the device is recognized as a unique 
technology.
Sewage and waste water treatment equipment, 
water treatment facility,the PDS also went to the 
wall, rectification concerning long manufacturing 
and engeering experience, the best product, 
customers are sat isf ied with the product, 
thorough a/s for developing customer confidence.

Certificate & Patent
•  Patent No 1132432: door actuation device  
 equipped on the outside of the air-assisted  
 transport device

• Patent No 0860289: chemical input device 
•  Patent No 0910738: water and wastetwater  
 treatment of partition wall structure

•  Patent No 0808469: vertical slide type Oni  
 collection device 

•  Patent No 0860290: to get rid of the sludge of  
 setting basin and circular fixtures 

•  Patent No 0941622: assembled moving screen  
 device

•  Patent No 1010831: to get rid of equipment in  
 house canteen position adjustment device

•  Patent No 1010643: tsim salvaged and can be  
 mixed with caemicals for the processing

•  Patent No 1016488: scum/sludge removal  
 device for chemical water quantitative 

•  Patent No 0973971: suply water purification plant 
•  Patent No 1274603: Middle wall for
•  Patent No 1316628: sludge collector
•  Utility model Patent No 0431224: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powered device 

Main Product & Technology 
Assemble the moving screen, sludge collector, 
Air conveyor 
•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patent products 
  (see the homepage (www.cw6688.co.kr)) 
•  international patent filing and 35 numbers

Performance
naked moving screen
•  Suanbo STP(Sewage tretment plant)
•  Heongsung STP(Sewage tretment plant)

Air conveyor
•  Nan Yuan sewage treatment plant
•  Gonggun  complex WWTP(Wasterwater Treatment  
 Plant)

•  chungju sewage treatment plant

(주)창우엔바이로 | Chang Woo Enviro

President 심미자 | Mi-Ja, Sim 
Add. 강원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266번길 56 | 56, Sunam-ro 266beon-gil, Ucheon-myeon, 
Hoengseong-gun, Gangwon-do, Korea   Tel. 033-343-6688   Fax. 033-343-6680   

Web. www.cw6688.co.kr   E-mail. cw6688@naver.com  

고객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저희 회사는 수처리 환경기계 제조 전문 업체로서 기술개발 중

심형 전문설비업체로, 상하수 처리에 관한 기술 특허 및 실용신

안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무동력 액상약품 자동투입기, 개폐

장치가 외부에 구비된 에어를 이용한 이송장치 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수 및 폐수처리설비, 정수처리설비, PDS 도류벽/정류벽/간벽 

등에 관한 오랜 제조 및 엔지니어링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 철저한 A/S로 고객 여러분께 신뢰

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

는 사회, 바로 당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입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제 1132432호     개폐장치가 외부에 구비된 에어를  

    이용한 이송장치

• 특허 제 0860289호    약액 투입장치

• 특허 제 0910738호    상하수처리장의 간막이 벽체 구조

• 특허 제 0808469호    수직 슬라이드식 오니 수집장치

• 특허 제 0860290호    침전지의 원형 슬러지 제거설비

• 특허 제 0941622호    조립형 무빙스크린장치

• 특허 제 1010831호    스컴제거설비의 집수통 위치조절장치

• 특허 제 1062134호    침사 인양기

• 특허 제 1010643호    수처리용 약품 혼합공급장치

• 특허 제 1016488호    슬러지/스컴 제거장치

• 특허 제 0973971호    수처리용 약품 정량공급장치

• 특허 제 1274603호    정수장용 도류벽

• 특허 제 1316628호    슬러지수집기

• 실용신안 제 0431224호    폐수처리설비용 구동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조립형 무빙스크린, 슬러지 수집기, 에어컨베이어

• 성능인증 및 특허제품 (홈페이지 참조)

• 국제 출원 및 특허 등록 35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충주 하수처리장, 횡성 하수처리장 외 다수

에어컨베이어

조립형무빙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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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디 | KD Corporation

President 김민영 | Nelly Kim
Add.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O-1008호 | O-1008, 150, Jojeong-daero, Hanam-si, 
Gyeonggi-do, Korea   Tel. 02-545-5400   Fax. 031-790-1668   

Web. www.hasu119.com   E-mail. kd1995@hanmail.net

비굴착 하수관거 부분보수의 역사이며 미래인 ㈜케이디는 비굴

착 부분보수 기술을 1995년에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고 이를 국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고 보급하여 국내에 정착시킨 업

계의 선두주자입니다.

독창적이며 진보적인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로 건설신기술 제

34호 CPL공법(1996년), 건설신기술 제401호 MPL공법(2003

년), 환경신기술 제426호 OPL공법(2014년)을 지정받았으며 비

굴착 부분 보수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 교통부 장관

상(2003년), 철탑 산업 훈장(2008년)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핵심 기술의 개발로 비굴착 상수관 보수공법, 구

조물 방수 보강 공법, 맨홀 보수 공법을 완성하여 전국에 활발

하게 보급 중에 있습니다. 사용되는 자재는 ISO9001, ISO14001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이디는 국내 관거 기술 분야의 발전과 해당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건설신기술 제34호 소형하수관로 보수공법(CPL공법)

•  건설신기술 제401호 보수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 

 분보수 공법(MPL공법)

•  환경신기술 제426호 하수관거 보수너비 조절 비굴착 부분보 

 수 기술(OPL공법)

•  특허 제134987호 지하매설관 보수를 위한 시공방법

•  특허 제0518274호 보강층 형성식 하수관의 비굴착 보수 공법

•  특허 제10-1206785호 관로 보강유닛을 이용한 하수관 보수 공법

•  특허 제10-1251430호 관로 보강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보수 

 공법 및 결함 검사 방법

•  특허 제10-1277128호 다층 레이어튜브를 이용한 하수관 보수 공법

•  특허 제10-1274109호 신축관을 이용한 하수관 보수 공법

•  특허 제10-1041024호 맨홀 내부의 하수관로 손상 부분 보수 공법

•  특허 제10-1331115호 하수관과 맨홀 연결부 보수 장치와 보수 공법

•  특허 제10-1183195호 개량형 상수관 연결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상수관 보수 공사

전시분야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공법
(환경신기술 제426호 OPL공법/건설신기술 제401호 MPL
공법/건설신기술 제34호 CPL공법)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파손, 균열, 이음부 이완, 누수 

등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손상된 부위만

을 선별하여 보수하는 기술로써 손상범위에 따라 보수너비를 확

장 조절할 수 있으며 관종에 관계없이 관경Ø200㎜∼Ø1,500

㎜까지의 소구경, 대구경 하수관거의 보수가 가능합니다.

비굴착 상수관 보수공법 (JPR공법)
(특허 제1183195호 JPR공법)
상수관이 노후되었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상수관로 내부에 ‘JPR튜브-일체형 HDPE 보

수튜브’를 삽입하여 새로운 HDPE관을 형성시켜 기존관로를 

라이닝 함으로써 상수관의 기능을 복원하는 비굴착 상수관 전

문 보수 공법입니다. ‘U’자 형태로 접혀있는 JPR튜브(Jointless 

Polyethylene Renovation Tube)를 상수관에 삽입한 후 스팀을 

가압, 주입하여 ‘O’자 형태로 변형시켜 상수관 내부를 압착시

켜 보수합니다. 특히 JPR튜브는 융착, 용접의 이음매가 없는 일

체형으로 되어 있어 유하 능력 저하 및 마모 등의 성능 저하가 

없으므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맨홀 및 맨홀 연결부위 보수 공법
(특허 제10-1331115호 MP-Lining공법)

노후된 하수관, 맨홀, 맨홀 연결부에 파손, 균열, 이완 등의 손상

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굴착, 교체 시공하지 않고 보수장치와 방

수보강수지를 이용하여 손상부위에 수지를 충진하거나 도포하

여 맨홀 내부 벽면과 맨홀과 하수관의 연결부를 보수하고 보강

하는 공법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인천광역시: 68건  • 대전광역시: 36건

• 대구광역시: 6건  • 광주광역시: 25건

• 울산광역시: 3건  • 부산광역시: 12건

• 제주특별자치도: 2건  • 경기도: 87건

• 강원도: 20건  • 충청북도: 11건

• 충청남도: 3건  • 경상북도: 18건

• 경상남도: 25건  • 전라북도: 6건

• 전라남도: 7건  • BTL사업: 9건

• 민간기업: 16건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5건

비굴착 상수관 보수공법 (JPRL공법)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공법

환경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건설신기술 제401호 MPL공법

건설신기술 제34호 CPL공법

특허 제1183195호 JPR공법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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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슬롯 (주) | KOREA SLOT CO., LTD.

President 최기철 | Ki-Chul, Choi 
Add.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857-5 코리아 슬롯 | 857-5 Songma-ri,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031-996-4655   Fax. 031-996-4658   

Web. www.koreaslot.com   E-mail. koreaslot@koreaslot.com  

당사는 1994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WEDGE 

WIRE SCREEN과 METAL FILTER(금속필터)를 국산화하여 석

유 화학(PETROCHEMICAL),화학(CHEMICAL), 식품, 제철, 제

지 등의 불순물여과, SAND FILTER, WELL SCREEN, CARBON 

FILTER 및 이온 교환수지 탑의 COLLECTOR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언제나 고객 만족의 품질목표 아래 전 직원이 인

화 단결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

질개선, 원가절감, 고객 불만의 ZERO화로 동종 업계를 선도할 

회사로 거듭나려 최선을 다하는 코리아슬롯(주) 가 되도록 하겠

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SO 14001

주요 제품 및 기술 

Wedge Wire Screen이란 역삼각형 모양의 Profile Wire(Wedge 

Wire/Vee Wire)들을 Support Rod(Support Fin)에 연속적으로 특

수용접, 연결한 필터 소재로서 틈새 사이(Slot)로 유체를 통과시

켜 불순물을 여과하는 등 1차 필터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Wedge Wire Screen은 현재 수처리 설비, 지하수 개발, 석유화학, 

제지, 식품, 의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설비에 적용되고 있습

니다. 기존 철망 사용 시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막힘, 파손현상을 

줄여주고, 높은 내구성, 여과면적의 극대화를 통한 유량 및 효율

성 증가, 획기적인 비용절감 등의 장점을 통해 기존의 mesh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취수, 정수 소재로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 슬롯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와 용도에 부합하고

자 50microns(0.05mm)부터 20mm에 이르는 slot 크기와 다양

한 재질(304, 304L, 316, 316L, Duplex, Monel, Titanium 등), 

Cylindrical 타입부터 Flat 타입에 이르는 Wedge Wire Screen제

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태화강 (울산) - 건천화 하천 생태계 회복

• 남천 (경산) - 하천 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

• 목현천 (광주) -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 고덕천 (서울) - 생태하천 정비사업 중 하상여과

• 갑천 (대전) - 생태하천 정비사업

• 함안군 - 일반 산업 단지 용수 개발사업

• 김해시 - 강병 여과수 개발사업

• 울란바타르 - 몽고 야르막 지역 하상여과 설치공사

• 온천천 (온양) - 복개하천 생태 복원사업

KOREA SLOT Co.,Ltd. is well organized as 
a specializer in designing and manufacturing 
Wedge Wire Screen and Metal Filter products for 
Well development, Water treatment, Chemical & 
Petrochemical industries.
We are ready at all times to welcome any of 
technical consultation relating to Wedge Wire 
Screens and Metal Filters.
We focus entirely on what we do best -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high 
quality products. We promise to bring our present 
and future customers a full satisfaction with the 
best delivery of our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 INNO-BIZ
• ISO 14001

Main Product & Technology 
WEDGE WIRE SCREEN consists of Surface 
Profile (Profile Wire / Wedge Wire) and Support 
Fin (Support Rod) welding. The distance between 
surface profiles is called ‘slot’ and it filtrates 
impurities of flow. 

WEDGE WIRE SCREEN is being utilized in a 
wide variety of industrial area. (Groundwater 
development, Water treatment, Refining & 
Petrochemical, Pulp & Paper, Food & Beverage, 
Mining Industry, Architecture & Construction etc.)  
It is considered as optimal choice for substitution 
of existing metal mesh filters.
KOREA SLOT provides both Flat type and 
Cylindrical type of Wedge Wire Screen products 
with a wide variety of slot sizes ranging from 
50microns (0.05mm) to 20mm and serves 
various stainless steels (304, 304L, 316, 316L, 
Duplex, Monel, Titanium etc)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s.

Performance
• MALAYSIA - UOP HONEYWELL
• USA - TEKLEEN
• BAHRAIN - QUALITY WIRE PRODUCTS
• TAIWAN - K FLOW
• TAHILAND - WESTON MYER 
• SINGAPOLE - FLOPERFECT ENG
• PHILIPPINES - BF INDUSTRIES
• SINGAPOLE - TECHNICS OFFSHORE
• AUSTRALIA - PROCESS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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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 인바이텍 | KOREA ENVI-TECH CO,.LTD.

President 박종호 | Jong-Ho, Park
Add. 경기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05-24 | 605-24, Gojeong-ri, Tongjin-eup, Gimpo-si, 
Gyeonggi-do, SEOUL 415-862 Rep. of KOREA   Tel. 070-8708-4250   
Fax. 031-984-1838   Web. www.ket1999.com   E-mail. ket@ket1999.com  

(주) 코리아 인바이텍은 30년간 수질분야 한 길만을 고집하여 

온 CEO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1999년 10월 창립되어 "처음

처럼"이란 사훈아래 오직 수처리 분야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준

비된 기술과 전 직원의 열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명

실공히 수처리 기기인 Auto Strainer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환경

수질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나의 혼을 제품에"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수한 기술력과 양질의 제품으로 고객감동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신제품 개

발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것

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증 및 실용신안

• 탈수기의 세척용수 재생시스템용 여과기

• 용수여과기의 부식 방지용 여과스크린

• 여과사 내장형 스크린을 구비한 용수여과장치

• 일정한 배출 유량을 가는 여과시스템

• 역세압 변동식 여과시스템

• 용수여과기의 여과스크린 개폐장치

• 용수여과기의 브러쉬 장착구조 외

인증서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주요 제품 및 기술 

KAS 3

•  IN/OUT의 압력차 및 타이머를 이용하여 자체 처리수로  스크 

 린을 역세척 하므로 별도의 역세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운전 

 중 원수공급의 중단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  WEDGED WIRE TYPE의 SCREEN 을 사용하므로 SCREEN 자 

 체의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  장착된 SCREEN을 개별 분리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편리하며  

 본체의 분해없이 스크린 교체가 가능합니다.

•  IN/OUT 배관이 정,평면상 동일선상에 위치하므로 주변배관 및  

 BY PASS 배관이 용이합니다. 

KAS11

•  IN/OUT의 압력차 및 타이머를 이용하여 자체 처리수로  스크린 

 을 역세척 하므로 별도의 역세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운전 중 

  원수공급의 중단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  WEDGED WIRE TYPE의 SCREEN 을 사용하므로 SCREEN 자체 

 의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  여과실과 원수실의 완벽한 분리로 정밀여과에 효과적입니다.

•  천정고가 낮은 현장에 설치가 적합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 (수자원 공사, POSCO, 삼성, 현대, LG 외) 및 해외 

Pjt. (2013년 12월 기준 약 700건)

Korea Envi-tech is established in 1999.   And we 
only have concentrated o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water treatment equipment  for over 30 
years. We are one of the leader of making Auto 
Strainer based on excellent skill, continuous R&D, 
reliable partners and passion and commitment of 
all employees.  We always do our best  to supply 
the highest quality of products for customer’s 
demands and satisfaction.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Patent & Utility Model Registration  
 (15 cases)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Main Product & Technology 
KAS3
•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backwash, as  
 the screen is backwashed by the independent  
 treatment water with the use of a timer and  
 pressure difference of In-out-flow. The continual  
 operation is possible without the suspension of  
 natural water supply.

•  There is virtually no blockage on the screen with  
 the use of wedged- wire screens.

•  The installed screens can individually be separated  
 for convenient maintenance and the screen can  
 be replaced without disassembling the body. 

•  Easy by-pass piping and surrounding piping, as  
 the In-Outlet pipes are located collinear to the  
 surface and planes of the product.

KAS11 
•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backwash as the  
 self-treatment water backwashes the screen  
 with the use of timer and pressure difference of  
 in-out flow. The continual operationa of natural  
 water supply during operation is possible without  
 suspension.

•  Using a wedged-wire screen, thereby having almost  
 no blockage of the screen.

•  Installation appropriate in sites with low ceiling.

Performance
D o m e s i t c  m a r k e t  ( K - WAT E R ,  P O C S O , 
SAMSUNG, HYUDAE, LG etc.) and Overseas 
market  project (Approximately over 700 cases by 
2013.12.31)

KAS3 K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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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앤씨코리아 | T&C Korea Co.,Ltd

President 장규화 | Gyu-hwa, Jang
Ad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A층 303호 | Rm 303, A Floor, Jnk 
Digital Tower, 111, 26-gil, Digital-ro, Guro-gu, Seoul, 152-848, Korea
Tel. 02-761-2757   Fax. 02-761-2759   Web. www.tnckorea.co.kr   E-mail. mjkim@tnckorea.co.kr

(주)티앤씨코리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 정신 아래에, 독

일과의 기술 제휴를 통한 Water Treatment System Business를 

시작하였습니다.

(주)티앤씨코리아는 플라스틱 블로우 몰딩(Blow moulding) 성형 

전문 업체인 독일 Rikutec의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플라

스틱 Water Tank를 제조 공급합니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에 적용한 충분한 시공/현장 경험을 바탕

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의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빗물 저류 및 재이용이 가능한 지하매립형 대용량 물탱크로 최

대 52톤의 플라스틱 탱크를 병렬 연결하여 용량을 수십~수백

톤 규모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필터 등의 시스템 연결

을 통해 탱크 내부의 빗물을 중수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탱크의 형태는 요철부 구조로 탱크 내부의 강도를 증대시

켰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되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소재를 사용하였다.

구조적 안정성

이중벽 구조의 HDPE 플라스틱을 요철(凹凸)부 구조로 용접하

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빗물저장효율

전체높이 2,024mm중 1,845mm까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단순 원통으로 가정하여 그 효율을 계산하면 약 92%의 빗물 저

장 효율을 보인다.

용이한 청소 및 관리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맨홀(지름 약 65~84cm)을 통해 

직접 혹은 펌프 등을 이용하여 내부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하다.

환경성 향상 기술

필터, 차수막, 펌프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빗물의 수질을 개선

하여 중수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간편한 시공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출고되어 현장에서는 바닥면 콘크리트 보

강 등만 진행 후 설치가 가능하며,1주일 이내에 시공이 가능하다.

HDPE 물탱크는 블로우 몰딩 공법으로 생산된 시그멘트를 열압

출용접 방식으로 제작한 제품이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Airport Challe-De-Gaule. (프랑스)

• Soccer Stadium, (스위스)

• Sewage Treatment Plant, (폴란드)

• Botanical Garden(프랑스)

T&C Korea enter into a technical partnership 
with German company for the Water Treatment 
System Business.
Eco-friendly plastic water tank made by ‘T&C 
Korea’ is based on German-patent-technology in 
multinational Blow Molding company(Rikutec).
Based on our enough field experiences which are 
applied at various country of Europe, we will do 
our best for making the solution of “Water poor” 
through the sustainable technical development.

Certificate & Patent
As underground type & large sized HDPE water 
tank, we can supply the rainwater harvesting tank 
which is arranged in a row and the largest size 
is about 52ton. Tanks are applied to treatment 
system that was connect with components(filter, 
pump,etc) for the graywater using by rainwater in 
the tank. 
Tanks are round in shape and have bumpy 
structure, it increases the strength of the tank. 
Tanks are used permanently and HDPE which is 
100% recyclable material as well.

Structural stability
HDPE of double wall structure are welded as bumpy 
structure, it increases the strength of the tank.

Void volume
Storage efficiency is about 92%(Total height is 
2,024mm, storage can harvest the rainwater up 
to 1,845mm)

Easy clean
It is easy to clean through the Manhole(Dimension 
is about 65~84cm) that people can get into the 
tank in person or using pump.

Eco friendly
Tanks are applied to treatment system that was 
connect with components(filter, pump,etc) for the 
graywater using by rainwater in the tank. 

Simple construction
The finished products are exported from our 
factory. After the concrete reinforcement, tanks 
could be installed in the field. It can finished within 
a week. 

Performance
• Airport Challe-De-Gaule. (France)
• Soccer Stadium, (Swiss)
• Sewage Treatment Plant, (poland)
• Botanical Garden(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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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코크린 | Pacco Clean Co., Ltd,

President 박종석 | Jong-Seok, Park
Add.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쌍용IT트윈타워 A동 605호 | Ssangyong IT-Twin Tower A-dong, 
Sangdaewon1(il)-dong, Jungwon-gu,Seongnam-si, Gyeonggi-do, SEOUL 4   Tel. 031-766-0535   
Fax. 031-766-0536   Web. www.pacco.co.kr   E-mail. 7777ys@asetec.co.kr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개발된 IPC(Impact Plus Pipe Cleaning)기기는 노후된 배관 교체의 높은 cost와 장시간 교체 공사로부터 해방

시켜주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IPC기기는 2002년 25종의 국내 특허를지닌 순수 국산 수처리기기로써, 배관 상처를 전혀 주지 않고 압축공기를 단락적으로 발사하

여 스케일과 미생물을 제거하는 충격파 작용, 박테리아균까지 제거하는 초음파 작용, 배관내의 물과 공기의 속도 에너지가 변환되어

져 발생되는 케비테이션 작용으로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파코크린은 수처리 기기 전문 개발과 더불어 수질 환경 연구소를 운영하여 국내 최고 최대의 환경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03. 10  특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업체선정

• 2004. 3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평가 혁신업체 선정

• 2004. 3  IPC 특허획득(제1994-0015090)

• 2013. 2  옥내급수관 세척 우수업체 선정(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 제품 및 기술 

IPC (Impact pulse pipe cleaning) 기계

IPC(Impact Pulse Pipe Cleaning) 공법은 수압과 배관설비의 상

황에 따라 최적의 세척 조건을 설정, 충격파와 초음파를 발생시

켜 배관 속의 녹, 이물질, 유기질, 슬라임, 스케일, 철 박테리아 

등을 세척해 제거하는 공법으로 현재 국내 특허를 가진 신공법

입니다.

약 5 Kg/㎠ 의 압력을 단속적으로 발사하여 세척하므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복잡하게 매설된 옥내급수관을 세척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삼성중공업 • 삼성전자

• 대우조선해양 •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 LG 필립스 파주공장 • LG 테크원 청주공장

• 대한주택공사 • 과천정부종합청사

• 해태음료 • 한불화장품

• 태평양제약 • 대화제약

• 생그린 • 대법원 

• 영광 원자력발전소 • 소방학교

• 한국씰마스터 • 우정사업본부

기타 대기업군 및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한 시공이력이 있습니다.

Pure domestic technology developed IPC (Impact Plus Pipe Cleaning) device The high cost and long-
term replacement of aging pipes from unleashing the exchange construction It is a breakthrough 
product.
IPC devices in 2002 with 25 species of indigenous domestic water treatment equipment as patents, No 
plumbing hurt enemies without firing a short-circuit compressed air Scale and microbial action to remove 
the shock wave, the ultrasonic action to remove bacteria, fungi, The piping of water and air is converted 
to velocity energy been generated by cavitation action Can be efficiently and simply construction 
products.
specializes in developing Paco clean Ltd.water treatment equipment 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Water Quality Top companies in the domestic environment, turning out to be the biggest.

Certificate & Patent
• 2003. 10  patent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company for  
  funding
• 2004. 3  Small Business Corporation Business  
  Valuation Company for innovation
• 2004. 3  IPC patent (No. 1994-0015090)
• 2013. 2  excellent indoor water supply pipe  
  cleaning company (Korea Water and  
  Wastewater Associ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IPC (Impact pulse pipe cleaning) Machine
IPC (Impact Pulse Pipe Cleaning) process is due to 
the water pressure and plumbing fixtures to set the 
optimal washing conditions,
Piping, causing a shock wave and ultrasonic genus 
rust, debris, organic matter, slime, scale, iron 
bacteria  and method of removing the wash With a 
new method of the domestic patent.
Approximately 5 Kg / intermittently firing pressure 
of the piping so that the cleaning without damage 
to the buried complicates Indoor water supply pipe 
which is particularly effective for three.

Performance
•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 Samsung Electronics
•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 Microsoft Korea
• Paju LG Philips
• LG Tech won Cheongju plant
• Housing Corporation
• Central Government Complex Gwacheon
• Laver drinks
• French-cosmetics
• Pacific Pharmaceuticals
• Dialogue constraints
• Saenggeurin
• The Supreme Court
• Glory nuclear plant
• Fire Academy
• Korea seal master
• Korea Post
Other large groups and government offices, 
schools, etc. There are a variety of construc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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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유지관리 협의회 | Counsil for Sewer Maintenance Contractors

President 정영식 | Yeong-Sik, Jeong
Add. 한국상하수도협회내 하수도전략사업팀 주관

Tel. 02-3156-7828   Web. www.hasudo.or.kr

하수관로유지관리 협의회

하수관로 유지관리 협의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후원하에 조직된 협의회로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표준과 기술을 개

발하고 관련분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1. 한국상하수도협회 후원 하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교육과 자격

제도, 관거조사의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합니다.

2. 협의회 회원간의 전문기술을 공유하여 협의회원간의 기술지원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3. 더 나아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자체가 지니는 환경보존과의 밀접한 관계를 확대하여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의 일원들이야말로 환경오염을 막는데 있어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찬동하시는 업체 및 개인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원사 명부

Consil for Sewer Maintenance of Contractors were founded in 2012, with the support by  KWWA.our 
Major jobs follow as  
•  Research for CCTV Sewer Maintenance Technology
•  Introduction of Sewer survey Education and Domestic certification. 
•  Host speical event including forum and domestic seminar.  

구분 업체명 대표명 지역

회장 한미산기 정영식 서울

부회장 비젼개발㈜ 김용철 경기도 하남시

감사 케이샘㈜ 황환국 경기도 고양시

재무 ㈜케이디교역 김민영 경기도 하남시

강원지회장 한빛환경 박일식 강원도 춘천시

광주전남지회장 탑환경건설 김정현 광주광역시

대구경북지회장 신성토건 김동훈 경북 구미시

대전충북지회장 씨엔코리아 김병석 충남 천안시

회원사 태정건설(유) 신만현/이창열 전북 익산시 

회원사 미르이엔지㈜ 조기영 경기도 용인시 

회원사 경신개발환경㈜ 조현철 경기도 구리시 

회원사 성원산업㈜ 김성진 서울시 

회원사 동명이엔시 권순철 경기 광주시 

회원사 태건환경개발㈜ 박봉수 경기 안양시 

회원사 평원개발㈜ 이창원 경기 수원시 

회원사 엔탑 김현수 서울시 

회원사 건창준설 조동범 경기도 용인시

회원사 대한엔지니어링 손종영 경기 시흥시 

회원사 동우인더스㈜ 박천호 충북 청원군 

회원사 수림건설㈜ 임중교 경기도 의정부시 

회원사 세광이앤지 조태식 경기도 오산시 

회원사 동화이엔지 전민수 세종시 전의면 

회원사 선인건설주식회사 박형구 전라남도 보성군 

회원사 선진건설 류시장 대구광역시 

회원사 신명건설 김창종 충남 아산시 

회원사 ㈜씨엔씨 최대용 대전광역시 

회원사 한국상하수도서비스 강호용 서울시 

회원사 로벤텍 주영준

회원사 아록이엔지 최장환 대전광역시 

회원사 탑환경주식회사 김복순 경기도 광주시

회원사 아이젠건설 장희태 경기도 김포시

심포지움 1

정기총회

심포지움 2

포럼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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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3-4

(주)한국 마이옥스 | HANKOOK MIOX CO., LTD

President 배창만 | Chang-Man, Bae
Add.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55 대경빌딩 10층 | 10TH Fl. Dae Kyung Bldg. 255, 
Nangye-ro, Jongno-gu, Seoul, Korea   Tel. 02-2238-5041~2   Fax. 02-2238-5063   

Web. www.miox.co.kr   E-mail. miox@miox.co.kr 

(주)한국마이옥스는 미국에서 개발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수돗물 살균 소독에 필요한 “혼합산화제인 마이옥스”라는 특허

를 획득한 소독제를 생산하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마

이옥스는 기존 액화염소의 단점을 보완하여 ‘취급의 안전성’,

‘높은 살균력’, ‘우수한 잔류성’, ‘소독 부산물 저감’등의 효

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소

독약 냄새가 다른 소독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이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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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시민들에게 거부당하는 

수돗물이 아닌 소독 냄새 없고 물맛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독제입니다.

인증 및 특허

한국특허: 제047701호 / 미국특허: PCT/US93/01949 / 미국 

NSF 61 인증 / 미국 NSF 50 인증 / 미국 EPA 등록: 69723-

NM-001 / 대한 수영연맹 공인 제품 (수영장 살균소독 장비)

1 혼합산화제 발생기 (MIOX) 

1. MIOX(혼합산화제 발생기) SAL SERIES

2. 자동세척 장치 부착형

3. 고효율 RIO SERIES

4. RIO GRANDE

2 차아염소산 나트륨 발생기 (HYPO)

1. HYPO 차염발생기 H SERIES

2.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VAULT STANDARD SERIES

3.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VAULT 자동세척장치 부착형

4.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RIO H SERIES

5.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RIO GRANDE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영월군 영월정수장 외 7개소 / 태백권관리단 황지정수장 / 청주 

정수장 병물공장 외 6개 병물공장 /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재

염소 투입설비 외 11개소 / 그 외 10여 곳의 소독설비 및 30여

개소의 수영장 소독설비

MIOX(혼합산화제 발생기) SAL SERIES 자동세척 장치 부착형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VAULT STANDARD SERIES

고효율 RIO SERIES

RIO GRANDE HYPO 차염발생기 H SERIES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VAULT 자동세척장치 부착형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RIO H SERIES 고효율 HYPO 차염발생기 RIO GR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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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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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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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 RIO GRANDE FAC 700 K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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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FAC 45 Kg 3.0 Kw/Kg FAC 3.0 Kg/day

RIO H2 FAC 90 Kg 3.0 Kw/Kg FAC 3.0 Kg/day

RIO H3 FAC 136 Kg 3.0 Kw/Kg FAC 3.0 Kg/day

RIO H4 FAC 181 Kg 3.0 Kw/Kg FAC 3.0 Kg/day

RIO H5 FAC 227 Kg 3.0 Kw/Kg FAC 3.0 Kg/day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H VAULT 25 FAC 11.3 Kg 4.4 Kw/Kg FAC 3.0 Kg/day

H VAULT 50 FAC 22.7 Kg 4.4 Kw/Kg FAC 3.0 Kg/day

H VAULT 75 FAC 34 Kg 4.4 Kw/Kg FAC 3.0 Kg/day

 H VAULT 100 FAC 45.4 Kg 4.4 Kw/Kg FAC 3.0 Kg/day

MODEL 일일 생산량 전력 소모량 소금 소모량

STANDARD H VAULT 25 FAC 11.3 Kg 4.4 Kw/Kg FAC 3.0 Kg/day

STANDARD H VAULT 50 FAC 22.7 Kg 4.4 Kw/Kg FAC 3.0 Kg/day

STANDARD H VAULT 75 FAC 34 Kg 4.4 Kw/Kg FAC 3.0 Kg/day

STANDARD H VAULT 100 FAC 45.4 Kg 4.4 Kw/Kg FAC 3.0 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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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시오(주) | USHIO KOREA, INC

President 츠치야 준이치 | TSUCHIYA JUNICHI
Add.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3 (서초동, 덕흥빌딩 14층) | (Seocho-dong, Deokheung 
Bldg14F), 363,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587-1115  
Fax. 02-587-1118   Web. www.ushio.co.kr   E-mail. tj.kim@ushio.co.kr 

1964年, 산업용 광원 제조업체로 시작한 우시오는 새로운 광원

이나 광학기술의 개발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응용기술을 확대하

여 光의 유니트, 光의장치, 光의시스템, 그리고 光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光창조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의 광 기술은  

「불」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로써 이용ㆍ응용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세계의 여러가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습니다.

USHIO는 시수/원수의 정수, 하수의 소독. 먹는 샘물 등 산업

용수의 살균,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 등 자외선 응용기술에 특

화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자외선 살균기, TOC(Total Organic 

Carbon) 분해장치, 고도산화장치(A.O.P. Systems) 및 선박평형

수 처리장치에 들어가는 전원캐비넷 및 Reactor 를 제작하여, 

고객의 생산 라인과 수처리 설비에 특화된 자외선 기기 및 반도

체, 정밀화학 등의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 2004

주요 제품 및 기술 

TOC분해 UV REACTOR: T238

• 기술 

- 최적의 램프효율 구성하는 광원설계기술

- 특정파장대의 효율증대 기술

• 특징 

- Reactor내 99% 반사율

- 효율적인 내벽구조

- 고효율의 물 흐름

- 램프수량의 감소

- 낮은 소비전력

• 사양 

- 20GPM까지 Single Lamp 효율처리

- 기존 시스템보다 75%의 작은 Foot Print

- 120V나 230V의 단상Power용 

- Alarms, Remote Control, 4~20mA output

- 고출력 아말감 Lamp 1개

- 램프 수명 9000시간

- 동작Power: 154W

- 동작압력: 150psi (13bar)

- 무게: 19.1kg

- Dimension: 1014 x 158 x 208 mm

UV LAMP & POWER SUPPLY

• 기술 

- UV LAMP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된 전원을 제작 

Long Arc UV Lamps

• 특징 

- 500W까지의 싱글엔드타입의 UV Lamp

- 500W부터 35kW까지의 다양한 제품라인업

Power Supply 

• 특징 

- 컴팩트한 사이즈

- 출력 컨트롤 가능（25％~100%)

- 고 효율성（>95%）

- 넓은 범위의 제품종류(1.5kW~36kW)

- 고 신뢰성 (장수명의 Capacitor사용）

SWIRLING

• 기술 

- 이중 석영관 구조(내부 + 외부 석영관의 사이로 유로가 형성)  

-  내부 석영관의 중심부에 1개의 고출력 램프 적용, 외부 석 

 영관 외곽으로 6개의 램프를 배치 

-  외곽 자외선 램프들의 바깥 쪽으로 반사판을 적용하여 집중 

 력 강화

-  내부 석영관의 바깥 쪽에 Vortex Turbulator를 장착하여 유체 

 가 좁은 틈 사이에서 회전, 교반되며 흘러가는 구조.   

-  외곽의 램프들은 이웃한 석영관에 중첩되어 조사됨 

    (낭비되는 자외선 최소화)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국내 유수의 조선업체

• Ballast 제조업체

• 선박정수처리시설 업체 

• 다수의 음료회사

• 국내 Chemical 관련 회사

Power Supply

Swirling 내부구조

중압램프

저압UVLamp

TOC분해 UV REACTOR (T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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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림산업(주) | HYORIM INDUSTRIES INC.

President 김종태 | Jong-Tae, Kim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513-2 | 513-2, Yatap-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781-6061   Fax. 031-781-6076  

Web. www.hyorim.co.kr   E-mail. admin@hyorim.co.kr

지난 25여 년 동안 국내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정

수장에 수처리 설비를, 발전소에 취수설비와 폐수처리 설비를 

턴키 베이스로 혹은 단품으로 설계. 납품/시공함으로써 정상의 

위치를 다져왔습니다.

보다 완벽한 제품과 공정을 위하여 설계, 개발을 전담하는 자

체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등 정보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설비 및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로 환경업체에서 가

장 많은 제작 설비를 갖추고 자체 제작의 비중을 최대화 하고 

있기에, 고객 여러분은 품질 만족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적 요구사항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탁월

한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현장 경험

으로 어떠한 까다로운 현장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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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종

• 실용신안등록 11종

• 막모듈 단체표준 표시 인증(상하수도 협회)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환경부)

• 이노비즈 인증(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요 제품 및 기술 

핀(Fin) 부착형 라비린스 경사판
(LABIRINS Finned Channel Separator)

• 기존 침전지에 설치 또는 신설   

• 침전지 내 Floc의 침전 효율 증대

•  경사판에 부착된 핀(Fin)에 의한 유체항력, 관성력에 의해 플록 

 을 동적으로 분리.

• HPVC 재질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짐

막여과 정수처리 설비 (MF/UF SYSTEM)

• 모래여과지 대체 또는 용량 증설

• 0.02㎛ 이상의 현탁물질 이나 콜로이드 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 제거

• 정수처리, 공업용수분야에 적용

• 자동화로 공정이 간편하고 관리가 쉽고 경제적임

• 모든 장치가 규격화되어 간편하게 설치가능하며, 부지소요가 적음

이동형 비금속 바스켓 스크린 (Travelling Water Screen)

• 취수관로 유입수 내 협잡물 제거 

• 정수장, 발전소, 플랜트 취수관로적용 

• 고강도 비금속 바스켓을 적용하여 구성 부품의 내구수명이 높음

• 성형제작 되어 바스켓간의 틈새가 좁아 협잡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비금속 체인 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Non-Metal Chain & Flight Sludge Collector)

• 비금속 재질의 체인 및 플라이트를 사용하여 호퍼로 긁어모으 

 는 연속식장치

• 하수처리장 초침/종침, 정수장 침전지용에 적용가능

• 비금속 재질로 초기 구입비, 운영비 등 금속 재질과 비교하여 유리

• 국내 비금속 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

For the past 25 years, the Hyorim Industry has 
kept its top position by turn key based planning 
and delivering water treatment facility to country’s 
large scale of sewage treatment plant,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water plant as well as intake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to power plant.
We own our technical laboratory, focused on 
planning and developing for perfect product and 
progress of work. And, We are preparing for 
the future’s resource management with the ERP 
System & GroupWare. 
Our investment on R&D results having majority of 
manufacturing facilities in environmental business 
and al l  of you customers wil l  have qual ity 
satisfaction due to maximiz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by ourselves.
Also we make progress on research business 
and cooperative research with public research 
agency and University. This progress directly 
reflects willingness for Hyorim Industry’s product 
development.
Today’s environmental situation is getting difficult. 
In our human resource, excellent engineers are 
contained. We can prove that they are sensitive 
and knowledgeable in the field.
Not only seeking for the result of sale, design, 
technique and manufacturing, we, Hyorim 
Industry, wi l l  do our best to contr ibute in 
environment with progressive product and justice.

Certificate & Patent
• ASME “U” Stamp,  ASME “PP” Stamp, ASME  
 “S” Stamp 
• ISO 14001, ISO 9001, OHSAS 18001
• Supplier registration 7kinds
• Qualified provider registration 8kinds
• Registration materials suppliers
• Patent registration 34kinds
• Utility model registration 11kinds

• KWWA-09-006(KWWA-F-106)
• Designa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Ministry of  
 Environment)
• INNOBIZ(SMBA)

Main Product & Technology 
LABIRINS Finned Channel Separator
•  Install at Sedimentatio basin, Capacity expansion  
 basin. etc   

•  Increase efficient of Precipitation the Floc at  
 Sedimentation basin

•  Kinetic separation of Floc by Gravity, Drag,  
 Inertial Force 

• Easy maintenance
• Ideal for expanding the capacity of existing Plant 
• Suitable for solid-liquid seperation for all types of  
 process

MF/UF SYSTEM 
•  Replace process of the Sand filtration, Advanced  
 Treatment. etc 

•  Physically separate between the water and  
 the more than 0.02㎛ materials that is the  
 suspended matters and the colloidal materials 

•  Standardized equipment and Automat ic  
 operation 

•  A compact size and low price to install 
•  Easy to operate and maintain

Travelling Water Screen(non-metallic basket screen)
•  Remove impurities in the influent water intake pipe
•  Water treatment plant, power plant, plant water
•   Longer lifetime of the devices and prevent  
 corrosion 

•   Cost saving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ng power

Non-Metal Chain & Flight Sludge Collector 
•  Sewage, Water treatment Plant etc 
•  Non-metallic Chain and Flight and Continuous  
 operation  

•  Cost saving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ng power 
•  Easy to install and maintain

이동형 비금속 바스켓 스크린막여과 정수처리 설비핀(Fin) 부착형 라비린스 경사판 비금속 체인 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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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ed Biochem Co., Ltd.

President Dr. JEFF YANG
Add. #19 Shi-Ji Rd., Shenyang, China   Tel. +86-24-83786676   
Fax. +86-24-83786875   Web. www.allied-biochem.com   
E-mail. abc@allied-biochem.com

Allied Biochem Co., Ltd.(심양소재)는 제품개발 및 기업운영 측

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박사학위의 우수한 화학분야 전문가

들이 2006년에 설립한 특수화학 전문회사입니다. 특히 Allied 

Biochem은 살균제, 부식방지제, 스케일방지제(억제제), 이중부

식 및 스케일방지제(dual corrosion & scale inhibitors), 수처리 및 

유전용 화학제품 등 다양한 특수화학 제품의 개발, 제조 및 마

케팅 활동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살균제

•  글루타르알데히드, THPS, TTPC, DBNPA, DBNE 및 브로노폴 등  

 수처리, 제지공장, 유전 등에 널리 사용되는 살균용 화학제품

•  CMIT/MIT, MIT, BIT, OIT, DCOIT 등 이소티아졸리논 

 (Isothiazolinone).

•  ADBAC, ADEAC, DOAC, DDAC, ODAC 및 QUATs 혼합물 등 4 

 급 암모늄 화합물

•  독성이 낮은 살균제: 트리클로산(USP 등급) 및 PHMG.

•  TCMTB, NAPT, ZnPT,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디우론 등 다 

 양한 진균제 및 미생물제

부식및스케일방지제

• TTA, BTA, MBT 등 Benzotrialole계 부식 방지제

•  폴리옥시에틸렌, 이미다졸린, 아미노에틸, 이미다졸린, 히드록시에틸,  

 이미다졸린 및 카르복실 이미다졸린 등 이미다졸린계 부식 방지제

•  트리아진(TTT), 도데칸디오익산(M2) 및 폴리쿼터늄-2(WT) 등  

 기타 부식 방지제

•  ATMP, HEDP, PBTC, HPA, EDTMP, DTPMP, HDTMP, BHMTPMP  

 및 PAPEMP 등 유기인산화합물계 부식 및 스케일 방지제

•  PAA, PAAS, PMA, PCA, MA/AA, AA/AMPS, PESA, PASP, 트라이- 

 폴리머 및 테트라-폴리머 등 폴리머 기반 스케일 방지 및 분산제

장기 서방성 제품

Allied Biochem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  살균제(DBNPA, TCCA 등)

•  부식 방지제(BTA, TTA 등)

•  이중 부식 및 스케일 방지제(dual corrosion & scale inhibitors)

•  다기능 제품 - 살균제, 부식 및 스케일 방지제 조합품

일정시간에 걸쳐 서서히 효능을 발휘하는(서방성) 제품은 기존

의 액체 또는 고체제품에 비해 아래와 같은 많은 장점을 제공합

니다.

•  더욱 활성화된 내용물 및 적은 양의 첨가제 사용으로 가격 저렴

•  용제 및 기타 유기성분 제거로 인한 적은 VOC 및 COD로  

 친환경적

•  저장 및 취급 시, 화상, 흡입 및 유출 등 위험이 없어 더욱 안전

Allied Biochem은 또한 다양한 제형살균제, 소독제, 부식방지제, 

스케일방지제, 이중부식및스케일방지제(dual corrosion & scale 

inhibitor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Allied Biochem은 북미, 남미, 중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에 수천톤의 화학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llied Biochem (Shenyang) Co., Ltd. (ABC) is a 
specialty chemical company founded in 2006 
by a number of senior chemists who have a 
Ph. D. degree and rich experiences in product 
developments and enterprise operation. Allied 
Biochem is engaged in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marketing specialty chemicals, particularly 
water treatment and oilfield chemicals such as 
biocides, corrosion inhibitors, scale inhibitors 
(antiscalants) and dual corrosion & scale inhibitors 
in addition to many other specialty chemicals.

Main Product & Technology 
BIOCIDES
•  Biocides that are widely used for water  
 treatment, paper mills and oilfields, including  
 Glutaraldehyde, THPS, TTPC, DBNPA, DBNE  
 and Bronopol

•  Isothiazolinones including CMIT/MIT, MIT, BIT,  
 OIT and DCOIT

•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including  
 ADBAC, ADEAC, DOAC, DDAC, ODAC, and  
 various blends of QUATs

•  Biocides with low toxicity profile: Triclosan (USP  
 Grade) and PHMG

•  Fungicides & Algaecides including TCMTB,  
 NaPT, ZnPT, Carbendazim, Chlorothalonil,  
 Diuron and blends of various fungicides

CORROSION AND SCALE INHIBITORS

•  Benzotrialole Chemistry Corrosion Inhibitors  
 including TTA, BTA, MBT & their salts

•  Imidazoline Chemistry Corrosion Inhibitors  
 i nc lud ing  Po lyoxyethy lene  Im idazo l ine ,  
 Aminoethyl Imidazoline, Hydroxyethyl Imidazoline  
 and Carboxyl Imidazoline

•  Other Corrosion Inhibitors such as Triazine (TTT),   
 Dodecanedioic Acid (M2) and Polyquaternium-2  
 (WT)

•  Organophosphate Corrosion & Scale Inhibitors  
 such as ATMP, HEDP, PBTC, HPA, EDTMP,  
 DTPMP, HDTMP, BHMTPMP, and PAPEMP

•  Polymer-Based Scale Inhibitors & Dispersants  
 including PAA, PAAS, PMA, PCA, MA/AA, AA/ 
 AMPS, PESA, PASP, Tri-Polymer and Tetra- 
 Polymer

Controlled-Release Products
Allied Biochem offers a variety of control-released 
products as shown below.

•  Biocides (e.g., DBNPA, TCCA, etc.)
•  Corrosion inhibitors (e.g., BTA, TTA, etc.)
•  Dural corrosion & scale inhibitors
•  Multifunctional products – a combination of  
 biocide, corrosion inhibitor & scale inhibitors

The control-released products offer many 
advantages compared to conventional liquid or 
solid based products.

•  More cost-effective due to more active content  
 and less additives in the formulation

•  Better environmental profile, i.e., less VOC and  
 COD due to the elimination of solvents and other  
 organic components

•  Better safety profile, no potential risk for skin  
 burning, vapor inhalation and spilling during  
 storage and handling

Allied Biochem also offers a great number of 
formulated biocides, disinfectants, corrosion 
inhibitors, scale inhibitors and dual corrosion & 
scale inhibitors.

Performance
Allied Biochem has delivered thousands of metric 
tons of these products in the world-wide including 
North America,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Asia Pacific regimes. 

▶  일정시간에 걸쳐 서서히 효능을 발휘하는 DBNPA 정제의 특성: 정제의 중량 및 DBNPA 농도가 수중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3~4주에 걸쳐 효 
 능을 발휘하는 서방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The behavior of the control-released DBNPA tablet: the variation of tablet weight and DBNPA (a.i.) concentration in water  
 as a function of time, showing slow release feature over 3-4 weeks time period.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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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AD WATER SYSTEMS

President Ivan, Lim
Add. 22 Sin Ming Lane #07-88 Midview City Singapore 573969   
Tel. 박성훈(Amiad Sales manager) 010-9404-6518 / 싱가포르 지사 +65-6337-6698   
Web. www.amiad.com   E-mail. sonny_park@amiad.com.sg  

반세기동안, 아미아드 워터 시스템즈는 대단히 효과적인 자동

역세필터에 대한 광범위한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혁신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로지 워터 필터에 대한 집중과 헌신에 대한 50

년간의 노력은 자동역세필터에 대한 전문성에 관한한 어디에

서도 뒤지지 않을 스크린, 디스크 그리고 미세섬유여과 제품군

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사는 저희 스스로 이룩한 명성에 대해 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러한 명성은 당사의 제품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설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부터 기인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미아드는 전세계 수많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변화하고 발전하는 시

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십년간 이러한 필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당사는 현재 자동역세필터 장치에 대한 세계 선두업체입니다. 

2″에서 24″ 및 그 이상의 구경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들과 최소 2 미크론 단위의 미세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혁신

적인 자동역세필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CE, ASME, 

U-Stamp 그리고 Achilles 등의 다양한 인증과 함께 높은 등급의 

스테인리스강, 방폭, Rubber-lined 및 기타 다른 특수 재질을 적

용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당사는 플라스틱, 스틸 등의 다양한 재질을 적용한 스크린, 디

스크, 미세섬유필터 등을 수동에서부터 완전자동 역세필터까지 

매우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3500에

서 최소 2 미크론 단위까지의 다양한 여과환경에 대응할 수 있

는 여러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 Suction Scanning Technology: 흡입 스캐닝 테크놀러지

• Disc Filtration Technology: 디스크 여과 테크놀러지

• Microfiber Technology: 미세섬유여과 테크놀러지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상하수도설비에서부터 오일/가스 및 해양분야에 이르기까지 물

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 및 설비, 장치에 대해 당사는 전세계적

으로 다양하고 대단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Oil & Gas: Cooling water, Injection water, Pre-filtration to  

 membranes, Produced water 

•  Wastewater: Pre-filtration to membranes, Polishing, Intake water

•  Industrial: Cooling towers, Intake water, Pre-filtration to  

 membranes, Process water

•  Municipal: Removal of dissolved chemical elements, Pre-filtration  

 to membranes, Potable water, Desalination

• Marine: Ballast water

EBS Filters SAF 1500AMF2 Microfiber Filters 2'' TAF 500ScanJet 1.500 Sigma 4”

For half a century, Amiad Water Systems has 

devoted its passion and innovation to develop 

a comprehensive line of exceptionally efficient 

automatic self-cleaning water filters. The 50 year 

effort of total commitment and focus solely on 

water filtration has yielded a product range of 

screen, disc and microfiber technology as well 

as filtration expertise second to none. We are 

grateful for the reputation we’ve earned and 

never forget that it depends on the paramount 

importance we dedicate to our customers and 

their water systems we proudly protect with our 

filtration solutions.

Amiad is dedicated to meet the varying needs 

of its customers worldwide - in Europe, Asia, 

the Americas, Africa, and Oceania, ever growing 

its worldwide presence to serve its customers. 

For decades, Amiad has invested its leverage 

as a rapidly growing company in continuously 

expanding its reach to its customers and will 

continue to do so to meet the growing demands 

of this evolving market.

Certificate & Patent
We are today one of world’s significant producers 

of water fi ltration equipment. Products are 

available in size from 2˝ to 24˝ in diameter. We 

provide innovative self cleaning water filters 

for treatment down to 2micron. Products are 

available in high grade stainless steel, explosion 

proof, rubber-lined, and other specialty features 
as well as various certifications per codes such as 
ISO, CE, ASME, U-Stamp and Achilles.

Main Product & Technology 
Our extensive line of water filters and water 
filtration systems includes plastic, steel, semi-
automatic and fully automatic self-cleaning screen 
and microfiber filters. Amiad also manufactures 
various filter elements to suit different filtration 
needs from 3500 to 2 micron, as well as media 
filtration systems including sand, gravel, and 
multi-media filters for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water recirculation.
• Suction Scanning Technology
• Disc Filtration Technology
• Microfiber Technology

Performance
We have various and so many references in the 
worldwide.
•  Oil & Gas: Cooling water, Injection water, Pre- 
 filtration to membranes, Produced water 

•  Wastewater: Pre-fi ltration to membranes,  
 Polishing, Intake water

•  Industrial: Cooling towers, Intake water, Pre- 
 filtration to membranes, Process water

•  Municipal: Removal of dissolved chemical  
 elements, Pre-filtration to membranes, Potable  
 water, Desalination

•  Marine: Ballast water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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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TECHNOLOGIES LTD

President James E. Paulson
Add. Calgary, Alberta 300, 705 - 11th Avenue S.W. Calgary, Alberta Canada T2R 0E3
Tel. +1 (403)266-6794   Web. www.puretechltd.com   
E-mail. David.Roy@puretechltd.com/Sehyun.kim@puretechltd.com  

퓨어 테크놀러지 (Pure Technologies)는 대구경의 상하수관 (구

경 300mm이상), 송유관, 가스관 및 건물, 교량과 같은 기반시설

에 대한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누수 탐지 및 관로 상태 평가 

점검,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 최고기술을 지속

적으로 연구, 개발하여온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퓨어 테크놀러지는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 본사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특허화된 혁신적인 기술 제공

을 통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기반시

설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며 최신 상태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 Electromagnetic technologies (RFTC)

• Leak detection technologies (Sahara, Smartball)

• Acoustic fiber optic monitoring (AFO, Soundprint)

• Magnetic Flux leakage technologies (MFL)

Trademark 

• Soundprint® • Soundprint® AFO 

• SmartBall® • Sahara® 

• PipeDiver® • PureRobotics® 

• EMTEK® • PureEM® 

• PureMFL®

주요 제품 및 기술

SmartBall®(스마트볼)과 Sahara®(사하라)는 기존의 상관식 누수

탐지기로는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 대구경 관로 (구경 300mm이

상)의 누수를 탐지하는 부단수 기술로서, 콘크리트, 덕타일 주철

관, PVC, GRP와 강관등 관의 재질에 상관없이 관로의 누수를 

탐지하고 그 상태를 점검할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특히나 

사하라는 비디오검사를 동시에 수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초정밀의 위치 정확도를 제공하여 (오차범위 1m이내) 복구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의 복잡한 급

배수관망의 관리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

트볼은 수십킬로미터의 관로를 한번의 삽입으로 단시간에 탐색

할 수 있는 분기관이 적은 송수관로에 적합한 기술이며, 장비의 

휴대및 사용이 편리합니다. 

Pipediver®는 금속관의 부식 상태를 부단수로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Pipediver®를 통하여 관의 이상 부위를 부

단수로 파악하여 관의 관리범위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MFL®은 금속관의 부식 상태를 초고해상도의 자료로 제공해주

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5mm크기의 초소형 부식을 탐

지할 수 있으며, 부식의 위치 (관내, 외벽)까지도 판별해 낼 수 있

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FL 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수도

사업자는 기존의 샘플링 방식에 의존한 불필요한 관의 개대체로 

인한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한국 - 수자원공사 (사하라 기술이전, 장비제공)

•  홍콩 - WSD (사하라 서비스, 13억원이상)

•  필리핀 - Maynilad Water Service 

 (사하라기술제공, 장비 렌트, 50억이상)

•  리비아 - GMRA (대수로관로 모니터링 및 관리, 400억이상)  

•  남아프리카 - 관로 진단 (45억)

•  캐나다 - Peel Region (20억이상), Montreal, Ottawa, Calgary등

•  오스트레일리아 - 관로 진단 및 기술지원, 16억

•  미국 - WSSC (워싱턴, 사하라, Pipediver, Smartball, EM, AFO 

 등, 300억이상), WASD (마이애미, 사하라, Pipediver, Smartball,  

 EM, AFO등, 48억이상), San Diego (샌디에고, MFL, 10억이상),  

 Baltimore (볼티모어, 20억이상), DWR (캘리포니아, 35억이상),          

 Louisville (루이빌, 18억) 

Pure Technologies is a world leader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for inspec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and hydrocarbon pipelines, buildings 
and bridges-engineering management, leakage 
detection and condition assessment 
Oil & Gas pipelines - leakage detection. From 
its headquarters in Calgary, Alberta and through 
regional offices around the world, Pure has 
developed innovative, proprietary and patented 
technologies to provide infrastructure owners with 
comprehensive, state-of-the-art information.

Certificate & Patent
Patent or Patent pending
•  Electromagnetic technologies (RFTC)
•  Leak detection technologies (Sahara, Smartball)
•  Acoustic fiber optic monitoring 
 (AFO, Soundprint)
•  Magnetic Flux leakage technologies (MFL)

Trademark
•  Soundprint® 

•  Soundprint® AFO
•  SmartBall® 

•  Sahara®

•  PipeDiver® 

•  PureRobotics®

•  EMTEK®  

•  PureEM®

•  PureMFL®

Main Product & Technology 
SmartBall® and Sahara® 
Highly sensit ive in- l ine leakage detect ion 
technologies, which are suitable for different pipe 
materials, such as concrete, ductile iron, PVC, 
GRP and steel.  

Magnetic Flux Leakage (MFL) of Metallic Pipes
Magnetic flux leakage (MFL) is an electromagnetic 
method of nondestructive testing that is used to 
detect corrosion, pitting and wall loss in metallic 
pipelines.

PipeDiver®

PipeDiver® is a platform for free swimming 

inspect ions of  large d iameter  water  and 
wastewater pipelines. Surveys are conducted 
under l ive operating condit ions, providing 
condition information with minimal disruptions to 
service.

Performance
•  Korea - K-water (Sahara technology transfer  
 program, >2.5 Million USD)

•  Hong Kong - WSD 
 (Sahara service, 1.3Million USD)
•  Philippine - Maynilad Water Service (Sahara  
 service, 5 Million USD)

•  Libya - GMRA (Pipeline monitoring, inspection,  
 40 Million USD)  

•  South Africa - PipeDiver (4.5 Million USD)
•  Canada - Peel Region (>2 Million USD), Montreal,  
 Ottawa, Calgary, etc

•  Australia - Pipeline inspection, 1.6 Million USD
•  USA - WSSC (Washington, Pipediver, Smartball,  
 etc., >30 Million USD), WASD (Miami, Pipediver,  
 Smartball, EM, AFO, etc., 4.8 Million USD), San  
 Diego (MFL, ~1 Million USD), Baltimore (Pipeline  
 inspection, 2 Million USD),  DWR (California, 3.5  
 Million USD), Louisville (1.8 Million USD)

SPE패널라이닝 SPE패널결합형배수지 SPE 원통형 탱크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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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암테크

경성제닉스

기술과환경

나코엔지니어링

네커스

니브스코리아 

다올이엔지

대덕기술

대한계기정밀

대한센서

동문이엔티

동서라인텍교역

디에스워터

레오테크

리테크

비엘프로세스

삼성계기공업

서용엔지니어링

수로텍

수인테크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신우산업주식회사

신한정밀

썬텍엔지니어링

씨엠엔텍

에닉스

엠앤에스워터

웨스글로벌

윈텍

유비콤

이에이치솔루션

이지테크

자인테크놀로지

제이엠이엔비

주원

청수계기

코리아씰즈

탑전자산업

평원개발

피비아이코리아

하크 코리아

한국빅텍

한국유체기술

한국켄트메타스

한국파나메트릭스 

한영계기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휴마스

HNP테크

GAAM Tech Co.,Ltd

KYUNG SUNG JENIX CO.,LTD.

Technology & Environment Corp.

Nacoeng

Neckers Co., Ltd.

NIVUS Korea Co., Ltd.

Da All Eng,Co,Ltd

Daedeok hi-tech

DAE HAN METER TECH CO., LTD.

DAEHANSENSOR CO.,LTD

DONG MOON ENT CO., LTD

DS LINETECH Co., Ltd.

DSwater

Leotek co.,Ltd

LETECH Co., Ltd.

BL Process Co.,Ltd.

SAMSUNG MEASURING CO.

SEOYONG ENGINEERING CO., LTD.

Surotech Co., Ltd

SUINTECH CO.,LTD.

SWAN Analytical KOREA Co., Ltd

SHINWOO Industrial Co., Ltd.

SHINHAN PRECISION CO.LTD

SUNTECH ENGINEERING Co., Ltd.

CMENTECH.CO.,LTD

ANIX® ZHEJIANG ANIX VALVE CO. LTD

Measurement And Solution Water Co., Ltd.

WESS GLOBAL

WinTEC

Youbicom

EH Solution Co., LTD.

EG TECH

Jain Technology Co., Ltd.

JM ENB

JOOWON INDUSTRIAL CO., LTD.

CHUNGSOO METER

Koreaseals

TAP Electronics Co., Ltd.

PYUNGWON DEVELOPMENT Co.,Ltd

PBIKOREA ,CO,LTD

Hach Korea

HANGUK BIG TECHNOLOGY

Korea Fluid Technology Co., Ltd.

KENT METERS KOREA CO,. LTD.

PANA KOREA CO., LTD.

HAN YOUNG INSTRUMENT CO,. LTD

Hanil Network Engineering

HUMAS CO.,LTD

HNP Tec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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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암테크 | GAAMTECH Co.,LTD

President 김동수 | Dong-Soo, Kim 
Add.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IT밸리 B동 609호 | #609,B Bldg. Gunpo IT Valley, GOSAN-ro 148, 
beongil17, Gunpo-si, Gyeonggi-do   Tel. 031-8068-1666   Fax. 031-8068-1669  

Web. www.gaamtech.co.kr   E-mail. gaamtech@daum.net

(주) 가암테크는 산업용 리튬 1차 전지 Wattever 공급을 통해 다

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배터리전원 관리

솔루션을 접목하여 최적의 소비전류구현과 IT기술을 융합하여 

173Mhz 주파수대역 모듈 개발로 상수도 원격검침 모뎀 OBSQ 

개발 및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스검침 분야로 영역을 확

대하는 중이며,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기기용 원격 및 수기

검침 어플리케이션과 누수방지시스템 Leak I 개발 및 공급을 통

해 주요 기반 자원관리운영분야의 핵심기술을 축적발전해 나가

는 기업입니다.

인증 및 특허

•  배터리 특허 인증(제10-1088896호)

 배터리용 전자식 퓨즈 외 1종

•  특허출원(제10-2013-0025339)

 지하매설물 관리용 데이터관리장치

•  성능인증(제15-987호)

 전자식퓨즈내장 수도원격검침 시스템

•  전자파인증(ObsQ WMIU-17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외 2종

•  상표등록(ObsQ) - 무선원격검침기외 2종

•  벤쳐기업인증(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상수도자원관리용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수행

주요 제품 및 기술 

• 산업용 리튬 1차 전지 Wattever

• 173 Mhz 주파수용 데이터전송 RF Module 

• 원격검침모뎀 ObsQ

• 검침터미널 유닛

• 일체형 검침 UI - 블루버드용 검침어플리케이션

• 분리형 검침 UI

 Windows XP/Android용 기기 검침어플리케이션, 뷰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포천시청 수도사업소 - 원격검침시스템/검침어플

• 영주시청 수도사업소

 원격검침시스템, 스마트검침기기/검침어플

• 평택시청 - 원격검침시스템/검침어플

• 청주시청 - 스마트검침기기/검침어플

• 시범설치운영(의정부, 남해, 창원 등)

All in one UI Separable UI Smart appRF module ObsQ WMIU Terminal Unit

wattever

ObsQ is a brand name of GAAM Tech, outstanding 
enterprise for  wireless measuring industry. ObsQ 
is synthesised from ‘Observation’ and, ‘Quality’, 
which means ‘Qualified observation’, ‘Believable 
Measurement’ and ‘Durable Performance’ ObsQ 
uses distinct radio frequency technology to reduce 
electric power consumption and to enlarge the 
hearable range. Automatic measuring algorithm 
based on GPS location. system will improve your 
job location, system will improve your job efficiency 
and reduce time required. ‘Rel iabi l i ty’ and 
‘Durability’ is a basis of ObsQ's philosophy.

Certificate & Patent
•  Trademark registration - ObsQ etc.(KIPO Gov.)
•  Cerfificate of PATENT
 Electronics Fuse for Battries etc
•  Performance certification for AMR (SMBA Gov.)
•  Product Certification
 ObsQ WMIU-173 / Terminal Unit (KCC Gov.)
•  Venture Certification ( KIBO Fund)
•  Water supply management AMR system R&D  
 Project (SMBA Gov.)

Main Product & Technology 
•  Litium Batteries - Wattever

•  R/F Module (for 173 Mhz)

•  R/F Modem - ObsQ (Meter Reading)

•  Terminal Unit  - For ObsQ

•  Metering UI

- All-in-one (WinCE) - Bluebird (BIP5300)

- Separable (WinXP)

- Smart App.(Android) - Smartphone/player

Performance
The Office of Waterworks(Installation)

• Pocheon city 

 (AMR system/measurement Appl.

• Yeongju city 

 (AMR system/Smart device/measurement Appl.)

• Pyeongtak city

 (AMR system/Smart device/measurement Appl.)

• cheongju city

 (AMR system/Smart device/measurement Appl.)

• TestBed

 Uijeongbu City, Namhae County, Chang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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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닉스(주) | KYUNG SUNG JENIX Co.,LTD

President 김중규 | Jung-Gyu, Kim 
Add.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18-46 | 518-46, Samcheonbyeongma-ro,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66-6555~6   
Fax. 031-366-6557  Web. www.ks4u.co.kr   E-mail. ksj4785@hanmail.net

경성제닉스(주)는 수년간 경험된 기술과 전문인 노하우를 바탕

으로 독자적인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를 개발함으로써 그 우수

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친환경 수

도미터를 공급함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KS 표시제품 인증서: 한국표준협회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14,000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  기술 혁신 INNO-BIZ 기업선정

•  우수 제품 마크 GQ 인증, 품질인증(Q-Mark)

•  환경마크 인증

•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수도기자재 공급자 및 SEMS 등록

•  조달청 우수제품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KC 위생안전 인증

 소형(15mm~50mm),대형 (80mm~200mm) 유니온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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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인증

•  동파방지용 다중 에어캡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기어 보호캡 출원

•  동파 방지 기어 보호캡 출원

주요 제품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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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방지 스마트  

 절전형 온도콘트롤러

1. 수도미터
•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체택제품

•  스테인레스 수도미터: 내부 부식, 녹에 의한 스케일링 없는 위 

 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수도미터

•  동파 방지 수도미터: 동결시 체적 팽창 흡수하는 구조로 다중 

 에어캡 및 동파방지 기어보호캡 기능이 추가되어 기존 동파방 

 지 계량기 및 서울시 동파 방지계량기 보다도 차별화 됨

•  온수미터: 회전부 내마모성, 내구성 탁월, 열에 잘견디고 유지보수 간편

※선택 사항: 정밀도가 낮은 단갑보다 정밀도가 높은 단복갑 제작가능

2.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복갑/단갑) - 정밀도 125 배수까지 가능

•  국내 최초 한글화

•  한국 기계전기전자 정적 자기장 시험품질 승인획득 및 특허인증

•  국내외 AMR,AMI, PDA,자동원격/통합 검침(PLC) 검침 시스템 

 과 호환 가능

•  자력에 의한 조작 불가능

 (한국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247호 적합)

•  완전 방수(IP-68): 수중 1M 이상 연속 사용가능한 제품

3. 상수도 자동검침기_ 검침 오차율 0%

•  완전 방수 (IP-68): 수중 1M 이상 연속 사용가능한 제품

•  검침 부가 정보 한글화 (미사용, 누수, 과부하, 역류, 통신, 밧데리)

4. 무선 원격 자동검침/전력선(PLC 통합) 원격검침 시스템

•  국내 AMR,AMI, 통합검침(PLC) 검침

•  시스템과 호환 가능(대형, 소형 스마트 전자식 수도미터)

•  PDA 무선 자동검침 시스템

- 지그비: 2.4GHz 대역에 Zigbee 프로토콜 사용에 따른 근거

    리 10mm내외 자동검침이 가능한 방식

- RF 방식: 424MHZ 대역 프로토콜 사용에 따른 30M ~ 

  100M내 자동검침이 가능한 방식, 차량 이동 검침 가능

5. 대형 스마트 및 친환경 대형 스마트 수도미터

    (80~ 200mm)

•  조대형 수도미터: 최대 연속 흐름 및 최소 흐름에 대해서도  

 정밀도가 높음(일반용, 원격용)

•  스트레이너: 유량 손실을 막아주며 유입 유량계의 파손을 막 

 아주는 역할

•  대형 스마트수도미터: 대형기계식 수도미터 보다 정밀도가 높 

 으며 부가정보를 활용 원격검침이 가능한 제품

6. 기타

• 보호통 뚜껑을 이용한 전자식 수도미터

•  Smart All Save 용수처리(부식억제) 장치는 리빙워터 시스템으로 배 

 관을 보호하고 항상 건물 전체에 맑고 깨끗한 기능수를 공급합니다.

•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보온커버수도계량기 동파 보온 및 조작 

 방지 겸용, 영하 20℃(이내) 20시간 물이 얼지 않음

•  적산열량계 및 난방유량계일체형(Complete instument) 유량부,  

 감온부 및 연산부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품이 없는 열량계

•  동파방지 스마트 절전형 온도 콘트롤러: 수도계량기 및 모 

 든 용수 배관의 동파 방지를 인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품 

 (option: 원격 관리가 가능함)

조작방지용 수도미터 스테인레스 수도미터 동파방지계량기

스마트 수도미터(복갑)

samrt all save

온수미터

무선원격 자동검침_전력선PLC 대형 수도미터 대형 스텐레스 수도미터대형 스마트수도미터

보호통뚜껑을 이용한 
전자식 수도미터

상수도 자동검침기

적산열량계

냉수미터

스마트 수도미터
(단복갑)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커버

Water Meter Products

The application of a water meter products

Smart Water Meter Products

Large Smart Water Meter ProductsAuto meter reading system

Automatic water meter reading

Ksjenix Co., Introduction
KsJenix Co., skills and years of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water meter naegap core technology , based 
on professional know-how was the production of weighing and measuring equipment, by developing its 
own smart electronic water meter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xcellence.

“Customers based on trust and honesty and businesses 
together! 
Smart water meter company specialized electronic! Nature 
... and a company that pushes people to think.”

We are with you and your compan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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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환경 주식회사 | Technology & Environment Corp.

President 김영성 | Young-Seong, Kim
Add.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215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C-102호 | C-102 Environment Venture Center, 
215 jinheung-ro, Eunpyeong-gu, Seoul, Korea   Tel. 02-796-2235   
Fax. 02-892-2235   Web. www.watersensor.co.kr   E-mail. yskim@watersensor.co.kr  

• 설립연도: 2010년 01월

• 자본금: 2억

• 종업원수: 4명

기술과 환경(주)는 인간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물을 정확하고 손쉽게 측정하여, 수환경의 개발, 보존, 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계하는 고객에게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

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 보완

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수환경에 대한 예측 

및 분석에 신뢰성을 높여 상호 Win-Win하여 고객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인증 및 특허

• 2010년 1월  기술과환경(주) 설립

• 2010년 3월  환경부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 

 업”참여

• 2011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벤처센터로 본사 이전

• 2011년 9월  벤처기업 인증 / 기술보증기금

• 2012년 3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2012년 6월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 중기청

• 2012년 10월  환경부 형식승인 3개 획득(DO,pH,SS, 국산최초) 

주요 제품 및 기술 

• 다항목수질측정기M-1000, M-100(수온,전도도,DO,pH,탁도)

•  먹는물전용 다항목수질 측정기M-2000, M- 200(수온,전도 

 도,pH,탁도,잔류염소)

•  다항목수질측정기 M-3000(수온,전도도,Optic DO,pH,탁 

 도,Chlorophyll)

• 부유사 측정기

• Optic DO, Chlorophyll 프로브 계발

• BGA-PC(남조류), BGA-PE(적조류) 프로브 계발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M-1000      5set

•  기상청 M-100-T                           6set

•  한국건설기술연구소 M-1000                 4set

•  영월 군청 M-100                           2set

•  정림산업 M-1000                          10set

•  환경공단(영남지사)M-1000                  1set

•  하동화력발전소 M-3000                     1set

•  하동화력발전소 M-3000 M-100-O          1set

•  부산대 C-1000                             1set

•  UNU C-1000                             1set

•  EMS M-100                              2set

•  LH 공사                                  1set

•  JK Tech                                 2set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100-O             3set

•  환경공단 M-4000                         3set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2000               2set

•  보강하이텍 M-3000                       1set



2014 W
ATE

R
 K

O
R

E
A   288 /

289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MeAsuReMent, AnAlysIs e-4-2

(주)나코엔지니어링 | NACO ENGINEERING LTD

President 조광열 | Kwang-Yeol, Cho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5 366-1 관보빌딩 609호 | #609, Gwanbo Shopping,
Yatab-Dong 366-1, Bundang-gu,Seongnam-si, Korea   Tel. 070-8625-4209  
Fax. 031-709 9766   Web. http://www.korealabels.com   E-mail. nacoengk@gmail.com

나코엔지니어링 (Naco Engineering ltd.)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보수용 클램프 및 스텐 주조 계량기 각종 철개

류를 제작/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전문성/창조성/믿음” 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제품과 “보다 나은 제품! 보다 나은 선택”이

란 가치 아래 좋은 품질로 고객님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Certification

• UL Certification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다수 보유

주요 제품 및 기술 

보수용 클램프(특허출원-제10-2013-0099674호)

•  스테인레 스틸로 제작

•  모든 용접 부위에는 부식 방지 처리

•  사용된 중하중용 너트는 특수 코팅되어 체결이 쉽다(녹색너트)

•  보강판과 가스켓은 체결시 분리되지 않도록 일체형으로 제작

•  가스켓은 윤활식 마름모꼴이라서 체결의 용이성이 극대화 됨

•  설치시 볼트가 손상되면 볼트만 교체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안전함

•  볼트를 독립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안전함

•  HDPE관의 변형을 잡아주는 특수 스프링 와샤(벨빌와샤) 적용 

 가능(옵션)

보호통 보강재(MBFR)

•  덕타일 주철

•  수도보호통 외부로부터 충격 보호

•  수도보호통 보강효과

•  수도보호통 인상시 타 시공 불필요

동파 및 파손방지 교체용 보호통

•  지열을 이용한 동결 및 동파가 없다.

•  주물을 이용한 뚜껑제작으로 외부로부터 충격 및 보간 효과

•  파손수도보호통 교체시 배관공사 필요없이 보호통만 교체 가능

•  설치후 부자재(보온재,스치로폼)불필요 

•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종 철개류 제작

스텐 주조 계량기

계량기 봉인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상하수도 사업소 

•  한국수자원

보수용클램프

특수 코팅 너트(녹색 너트) 특수 스프링 와샤(벨빌 와샤)

볼트 회전 
방지판

볼트지지대

지지대

가스켓

볼트 & 너트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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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커스 | Neckers Co., Ltd.

President 김영일 | Yu-Ra, Kim
Add.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B-403 (가산동, SK트윈테크타워) | B-403, 119 Gasan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Tel. 070-7615-5791   Fax. 02-6959-2582
Web. www.neckers.co.kr   E-mail. yura@neckers.co.kr

(주)네커스는 무선 촬상 기반의 수도분야 AMR/AMI 전문업체로

써,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숫자인식 알고리즘과 CMOS센서를 기

반으로 별도의 검침원 방문없이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의 지침값

을 자동으로 변환하어 서버에 전송하는 검침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 distributor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CIS, 동남아,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의 SI업체

들과 활발히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11년 7월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KOITA)

• 2011년 8월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 2012년 4월 무선 촬상검침단말기 CE인증 (CE0678)

•  2012년 10월 특허 등록 (제 10-1190706호, 계량기의 촬상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원격검침기, 이를 이용한 원격검침 장치 및  

 방법)

주요 제품 및 기술 

무선 검침 단말기

•  NRA-300: 숫자인식 알고리즘 기반의 무선 촬상 검침단말기 

 (2.4GHz 및 424MHz). 중계기/집중기와 함께 운용되며, PDA/ 

 스마트폰으로도 검침 지원함

•  GW-300: 무선 촬상 검침단말기로 수도미터 지시부를 촬상 

 하고 지침부의 이미지만을 PDA 또는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 

 함. 원본이미지 또는 흑백이미지로 촬상 선택 가능하며, 흑백  

 전송시는 2KB크기 이하로 빠른 전송 가능함

•  GW-100: 펄스식 무선 검침단말기. 검침 및 최대 100회의 데 

 이터로거 기능 지원함. 전자식 수도미터와도 연결하여 무선통 

 신 지원 가능

검침 SW (검침원에 의한 검침시)

• GW-SW: PDA전용 검침프로그램. 펄스식 및 촬상식 검침 

 통합 지원

•  Garami App: 스마트폰/태블릿 전용 검침 프로그램. 펄스식/촬 

 상식/전자식 검침 통합 지원

중계 장치

•  중계기: 각 무선 검침단말기의 검침데이터를 집중기에 전달 

 함. 데이터 음영 해소

•  집중기: WCDMA 기반으로 검침값 서버 전송

검침 서버 

•  Garami 서버: 펄스식, 촬상식, 전자식의 통합 검침관리 서버  

 프로그램. 무인검침 및 Garami app에 의한 수동검침도 통합  

 지원함. 다국어 지원

기타 

•  M2M센서모듈: 조도/온습도/압력/가속도자이로의 각 센서와 

무선을 결합한 센서네트워크용 무선모듈 

Neckers is a water AMR/AMI company specialized 

in the optical reader AMR System for existing 

mechanical water meters. We have a distributor 

in Indonesia, and are seriously discusssing the 

business opportunity and partnership with SI 

companies from Ukraine/CIS countries, ASEAN, 

USA, and EU.

Certificate & Patent
•  Apr. 2012: CE Cerficiation of GW-300 

  (optical readout AMR module)
•  Oct. 2012: Patent registration 

  (no. 10-1190706, wireless remote  

  reading device based on optical  

  readout, and its method)

Main Product & Technology 
Wireless AMR module
•  NRA-300: Advanced optical reader AMR module  

 with number recognition algorithm. It takes  

 image from water meter, converts it into digit  

 numbers internally, and transmits it to server via  

 fixed networks. Over 8 year battery operation
•  GW-300: Optical readout AMR Module. It works  

 with PDA/smart phone for meter reading, takes  

 image from a meter register in color or B&W. 

•  GW-100: Pulse read-in AMR Module. Data  
 logger function is additionally supported upto  
 100 times.

Data collection SW (by meter reader)
•  GW-SW: Integrated support for pulse and  
 optical readout meter reading with PDA handheld

•  Garami App: Integrated support for pulse,  
 optical readout and electronic  meter reading  
 with smart phones and tablets.  

Network devices
•  Repeater to transmit metering data from NRAs  
 to a concentrator

•  Concentrator with built-in WCDMA to transmit  
 data to server 

•  TS-100: RF to Bluetooth signal converter for  
 metering by smart phone. handheld device. 

Data management server 
•  Integrated management of metering data from  
 of pulse or optical reader, or electronic water  
 meters. Multi-language support.

Others
•  M2M sensor modules: Wireless sensor modules  
 consisting of humidty-temperature / Pressure /  
 Ambient light / Accelero-gyro sensors combined  
 with ZigBee RF. 

smart app검침서버

숫자인식 무인자동검침시스템

NRA-300 RF to Bluetooth 변환기 집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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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 | NIVUS Korea Co., LTD.

President 권종호 | Jong-Ho, Kwon
Add.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황금로 117번지 테크노존 가동 411호 | #411 EZEN Techno 
Zone, 117 HwangGeum-rod,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031-999-5920   
Fax. 031-999-5923   Web. www.nivuskorea.com   E-mail. korea@nivus.com 

“NIVUS Group은 수처리 산업 분야의 계측계기를 개발, 제작, 

공급하는 종합 솔루션 회사입니다.”

50년 이상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하여 혁신적인 제

품과 안정적인 기술을 공급하여 Market Leader로서 산업 분야

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에 위치한 NIVUS Group은, 전략 

거점 지역인 7개 국가의 독립 법인과 42개 국가의 판매 대리점 

체계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 유

통 대리점 판매를 통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한 NIVUS Group은 

중동 시장 및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 아시

아 지역 총괄 지사인 NIVUS Korea(한국 법인명: 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니브스코리아(주)는 수처리 산업 

계측기기 전문 브랜드로써,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기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제 10-1217888 호: 16스캔 디지털 패턴 인식을 통한  

 초음파 콜러레이션 유속 측정 장치 및 그를 갖는 부유식 유속  

 측정 장치

• ISO 9001: 2008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유량계측제어 시스템

주요 제품 및 기술 

OCM Pro CF

• 하수 유량 측정을 위한 최적의 방안

PCM Pro

• 방폭 등급의 이동식 초음파 콜러레이션 유량 측정 계기, 실제  

 유량 형상 (Real Flow Profile) 측정 가능

NivuSonic

• 초음파 다회선 유량 측정 계기

측정방식: 초음파 콜러레이션 측정 방법

•  방유체 내에서 측정 매체(입자, 미네랄, 가스 거품 등)는 초음파  

 반사 원리에 따라 스캔되고, 밀리 세컨드 간격의 에코 패턴으 

 로 내부 매모리에 저장됩니다. 두번째 스캔은 1000분의 1 초  

 뒤에 일어나며, 유속을 연산하기 위하여 두개의 신호와 패턴들 

 을 상호 연관 시킵니다. 수심 별로 상이한 유속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측정방식: 초음파 시간차 측정 방법

•   초음파 시간차 측정 방법은 두 개의 검출기 사이를 통과하는 유 

 체에 신호를 전송하여 차이를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금호건설: 통영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임대형 민자 사업(BTL)

•  한양: 인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임대형 민자 사업(BTL)

•  삼성 엔지니어링

 “Channel Network System”of Muharraq in Bahrain

•  GS 건설: 파주LCD폐수처리시설

•  대림산업㈜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제2-3공구(BTL)

•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

 창원권 광역상수 최적관리시스템 중 유량계측기기

•  한국환경공단/한라산업개발

 경산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NivuSonic 센서NivuSonic 센서 설치 예 OCM Pro CF 변환기

“The NIVUS group is a leading developer, 
manufacturer  and supp l ie r  o f  u l t rason ic 
measurement instruments for the water economy.”
The company since more than 50 years is pointing 
the way ahead by setting new standards and by 
continuousl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solutions. Today NIVUS HQ is located in Germany 
is in the position to be a full-range supplier on the 
market for the water economy. The NIVUS Group 
has 7 independent corporations, including NIVUS 
Korea co,. LTD and 42 retail stores in 42 countries 
for global network marketing. NIVUS Korea co,. 
LTD has been established since most countries’ 
demand in Asia extended about NIVUS products 
after 2002year. NIVUS Korea co,. LTD will provide 
idealized technical service for customers’ needs 
as a specialized company for water industry.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Patent - No. 10-1217888 
• ISO 9001: 2008
• Certificate of Software Quality
 Flow measuring and control system nvs-k1.1

Main Product & Technology 
OCM Pro CF
• The best solution for measuring wastewater

PCM Pro
• The portable ultrasonic correlation flowmeter EX  
 type, can be available to measure Real Flow Profile

NivuSonic
• The ultrasonic multi-paths flowmeter

Measurement Method: 
Ultrasonic Cross Correlation Method
•  Reflectors within the medium (particles, minerals  
 or gas bubbles) are scanned by an ultrasonic  

 impulse and subsequently saved as echo  
 pat te rns .  A  second scan fo l lows a  few  
 mill iseconds later. Correlating both signals  
 allows to calculate the flow velocity. Repeating  
 this procedure in varying flow levels enables  
 determination of the real

Measurement Method:
Ultrasonic Time Transit Method
•  The transit time method is based on detecting  
 the transit time of ultrasonic signals between  
 two sensors. Here the signal transit time towards  
 the flow direction is shorter than against the flow  
 direction. The difference between both transit  
 times is proportional to the average flow velocity  
 along the measurement path. 

Performance
• Kumho Construction 
 Sewage network monitoring system in Tongyoung-  
 city(BTL)
• Hanyang Construction
 Sewage network monitoring system in Incheon-  
 city(BTL)
•  Samsung Engineering
 “Channel Network System”of Muharraq in  
 Bahrain
• GS Construction
 Waste water disposal facilities in Paju-city
•  Daelim Construction
 Sewage network monitoring system in Han- 
 River No. 2-3 (BTL)
• Changwon waterworks business
 Water system monitoring system in Changwon-city
• KECO/Halla Construction
 The subsoil storage system of First industrial  
 complex in Kyungsan-city

Mini SensorGPRS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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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올이엔지 | Da All. ENG Co., Ltd.

President 신태용 | Tae-Yong, Shin
Add.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타1차 1304호 | #1304, Woorim E-Biz center1, 
Digitalro33gil, Guro-gu, Seoul, Korea   Tel. 02-859-8491   Fax. 02-2108-2577 
Web. www.daalleng.kr   E-mail. jeonbu@daalleng.kr

“믿음과 신뢰”를 사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

해 책임과 성실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2012년 5월 설립된 수

질 측정기 중심의 환경플랜트 제조/설치/유지관리 전문업체입

니다.

사업 분야로는 생물감시장비, 중금속측정기, 수질TMS, 관망수

질과 정수/하폐수, 막플랜트의 수질측정기를 이용한 제어설비 

구축 등에 있으며,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특히 상하수도분야에

서 국내에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상품화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한 기술들을 발굴하여 국내 환경산업에 탁도, 잔류염소, 

pH, 용존산소, 전도도, SS, 수도꼭지모니터링 등의 수질측정기 

개발하여 소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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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탁도, 잔류염소, DO, pH, 전도도, ORP, 입자계수기, 조류측정기

수질 TMS, 수도꼭지 모니터링, 생물감시장치, 중금속, TOC, 유

량계, 수위계, 영양염류(NO2, NO3, PO4, NH4), BOD, COD

수질분석기(구리, 니켈, 시안, 암모니아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막플랜트 탁도계 40 set

• 지자체 정수장 배수지 및 여과지 탁도, 잔류염소, pH 10 사이트

• 사대강 사업 관련 페놀측정기 설치 

• 하폐수처리장 DO, pH, 전도도, SS 측정기기 다수 납품

탁도계(CUBE-TU1000)다목적 수질분석장치Particle Counter (DMP-400)

Da All. Eng. Co., Ltd. was founded in May 2012 
with a company motto of  the “credibility and 
confidence” and be working towards to the 
leading company for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operation, maintenance of water related 
measuring instruments. 
We provide our customer the high-end quality 
through innovative, leading-edge technology 
development in several instruments such as 
turbidity meter, residual chlorine, pH, DO, 
conductivity and SS measuring and faucet 
monitoring.

Certificate & Patent
• 2012. 7 Founded  DaALL ENG Co., Ltd.
• 2012. 10 Enlisted as a member of Korea  
  Water Works Association
• 2012. 11 Acquired the model certification for  
  on-line turbidity meter
  (DWMS-TM-2012-4)
• 2012. 11 Registered the manufacturing plant  
  (27213, 27215, 27216)
• 2012. 12 Acquired the conf i rmat ion for  
  venture capital company
• 2012. 12 Acquired the confirmation for th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by governmental organization)
• 2012. 12 Acquired the confirmation for self- 
  manufacturing of process control  
  panel (by governmental organiz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 On-Line Turbidimeter (CUBE-TU1000)
• On-Line pH / ORP / Residual Chlorine Monitor
• Chlorophyll / Oil  Measuring  Unit
• On-site, Laboratory Measuring Unit for Algae
• Alert On-Line  Water Quality Analyzers 
• Water Ecotoxicological Monitoring System  
 (WEMS)
• Laser Particle Counter

Performance
We pride ourselves on our in-house manufacturing 
practices and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s 
on products and our product characteristics with 
high accuracy, repeatability, easy-of-use and 
minimal maintenance.  
We hope that you wi l l  hold Da ALL. Eng. 
to high expectations in measurement and 
instrument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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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덕기술 | DAE DEOK HI-TECH Co., Ltd.

President 이덕기 | Deok-Gi, Lee
Add.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94-17(관평동) | 94-17,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042-936-8580   Fax. 042-936-8581 

Web. www.ddhitech.co.kr   E-mail. ok8580@daum.net  

최선의 제품, 최단의 A/S,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의 유량 전문기업, 주식회사 대덕기술입니다.

주식회사 대덕기술은 유체 유동분야 국가교정기관으로써, 

1994년 회사 설립 이후 오직 유량분야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2007년 독일의 SIEMENS사와 기술협약을 맺고 꾸준히 기술이

전을 도모하여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초음파유량계, 전자기

유량계, 전자식 수도미터를 독자적으로 조립 생산하게 되었습

니다. 2009년에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공장을 신축하였으

며, 국내 최대 규모의 유량계 검교정 설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

한 최고 권위의 유량계 회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새롭게 열린 전자식 수도미터 시장에 부응하고자 

형식 승인(1등급 미터) 및 KC 인증을 취득한 전자식 수도미터 

DMF 2100을 출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압력강하로 인한 에너

지 손실이 없고,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여 사무실이나 제어반

에서 편리하게 유량값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보다 편리한 활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식회사 대덕기술 임직원 일동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유체유동분야 국제교정기관인정

• 기업부설연구소

• 소상공인

• 위생안전기준 KC 인증서 (KCW-2012-0553)

• 특허 제 10-0302342호 액체 유량계 검사장치용 집수탱크

•  특허 제 10-0907875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검사방법

• 특허 제 10-0902344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용 클램핑 장치

• 특허 제 10-1204705호 초음파 유량계의 편차보정 방법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2004

• 전자식 수도미터 형식승인 50 ~ 350 mm (1등급)

주요 제품 및 기술 

1. 초음파 유량계 (외벽부착식/삽입식)

• Wide-Beam, Multi-Pulse 방식

• 유체를 정지시킬 필요가 없는 자동영점(Auto-Zero)기능

• Pipe Configuration (외란요인 자동 보정 기능: 국제 특허)

•  자기진단(초음파속도, 수신감도, 기포량, 송신주파수, S/N  

 Ratio 등)기능

2. 전자기 유량계

3. 전자식 수도미터

4. 질량유량계, Vortex 유량계

5. LEVEL, 개수로유량계 

6. 유량계 교정시스템 (액체/기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삼성 관계사 PJT:  엔지니어링, SDS, 코닝정밀소재 등

• 수처리 분야 PJT사: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 가압장, 수도사 

 업소, 물재생센터

• 플랜트 공사  분야 PJT: 한국가스공사, 한화

• 발전소 분야 PJT: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 BEMS 분야 PJT: 빌딩, 역사

전자기유량계_전자기 sensor 전자식수도미터_DMF2100 전자식수도미터_MAG 8000-1

Dae Deok Hi-Tech is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calibration laboratories – 

Mass and related quantities division. 

Dae Deok Hi-Tech have worked the 20 years or 

so learning about the only one, Flow Meter. So 

we could have not only the best field technical 

skills but also the best calibration & engineering 

supporting team. Furthermore, through the 

nation’s largest equipment for the calibration test, 

we are implementing thorough product verification 

process. In 2007, we contracted with German 

International Electricity and electronic company, 

SIEMENS as the Agency, supplying a variety of 

flow meters including much kind of instruments. 

Chief of all, our staple product is Clamp-On 

Ultrasonic Flow Meter, and we have truly the best 

technology, service, and product in the field of 

ultrasonic Flow Meter in KOREA. Recently, we 

got Model Recognition and KC - Electronic Water 

Meter. Electronic Water Meter have no Pressure 

drop and need not to do any electronic work. And 

we could observe the flow data in the office by 

using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Anymore Don’t Guess How Much Money’s 

Flowing Through Your Pipe. Clamp-On and 

Know!!

Certificate & Patent
• INNO-BIZ
• Instrument Research Institute

• A Patented Invention
- Water Tank For Flowmeter Tester
- Clamping Device For Gas Meter Tester
-  Gas Meter Testing System And Testing Method  
 Therewith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 : 2008)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14001 : 2004)

• Model Recognition: Electronic Water Meter (by KTC)
•  Certificate of International calibration and Test  
 Laboratories (by KOLAS)

Main Product & Technology 
1. Ultrasonic Flow Meter
2. Electromagnetic flowmeter
3. Water Meter
4.  Mass Flow Meter, Open Channel Flowmeter,  

 LEVEL

Performance
•  SAMSUNG PJT: Engineering, SDS, Corning  
 Precision Materials

•  Water Treatment Part PJT: Kingdom of Water  
 Service, District Waterworks, Water Recycling  
 Reclamation

• Plant Part PJT: KOGAS, HanWha
•  Power Plant PJT: Neclear Generating Station,  
 Thermoelectric Power Plant, Combined Heat &  
 Power Plant

• BEMS PART: Building, Station

초음파유량계_DUF2000 전자기유량계_MAG 5000.6000 전자기유량계_MAG 6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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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계기정밀 | DAE HAN METER TECH CO., LTD.

President 유영희 | Yeong-Hui, Yoo
Add.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신기로 81-35 | 81-35, Sangmasingi-ro,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031-983-5721~2   Fax. 031-983-5723 

Web. www.dhmeter.com   E-mail. dh8261@naver.com  

㈜대한계기정밀

계량계측산업의 선두주자!

최고의 품질, 고객만족 친환경제품을 추구하는 기업!

(주)대한계기정밀은 주물, 사출제작 및 가공 등 직접생산 시스템

을 갖추고 있는 수도미터기, 디지털전자식미터기, 적산열량계, 세

대별 및 일체형 감압밸브를 생산하고있는 전문적인 수도계량기 

제작업체입니다. 

최상의 품질우선, 고객만족의 품질경영 믿음을 주는 일류기업을 

실현코져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약100여종의 형식인증 획득을 

비롯 다수의특허(역류방지용수도미터) 및 실용신안을 획득하여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 등록되였고 또한 KS표시인증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산업사회속에서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

며 수도미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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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ATER KOREA 국

제상하수도전시회에 참관하시여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인증 및 특허

• KS표시제품인증서(한국표준협회): 수도미터(KS B 50049-1)

• KC(수도용 위생안전 기준 인증): 수도미터, 감압밸브

•  우수제품인정서(조달청): 역류방지용 수도미터(체크식)/슬라 

 이드식 역류방지수도미터(스프링식)

• 환경표지인증서(친환경상품진흥원)

•  특허등록제품(특허청): 역류방지용 수도미터(체크식)/슬라이드식 역류 

 방지수도미터(스프링식)/조작방지캡 수도미터/동파방지용 수도미터

• 디자인등록제품(특허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역류방지용 수도미터(체크스윙식) 

 /슬라이드식 역류방지수도미터(스프링식)

• 품질보증업체지정서(한국 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에어백기능 채택승인제품

• 수자원공사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에어백기능 선정업체

주요 제품 및 기술 

1. 동파방지용(에어백내장형) 수도미터 조작방지캡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성능시험(-20℃ 48시간 냉각후 온수해빙 14회반복)통과제품

•  수도계량기 몸체 내부 임펠라와 기어세트 중간에 0.7MPa의  

 공기압으로 충진된 에어백(Air Bag)이 내장된 Case를 장착하 

 여 동결시 부피팽창압현상을 에어백(Air Bag)이 흡수하여 동 

 파를 사전에 예방함.

•  유리판과 지시부 사이에 간격을 줄여 잔유 수돗물이 고이지않 

 도록 하여 계량기내부의 체적을 최소화하였음.

•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일반형, 역류방지형, 조작방지캡 등 다 

 양하게 제작가능

2. 복갑건식(MD) 역류방지 수도미터(15~25mm)

•  지시부가 물에 잠기지 안으므로 문자판이 항상 선명하고 이물 

 질에 의한 불량이 없고 검침이 용이하다.

•  기어부에 물이 들오지 않아 동절기 동파에 강하다.

•  강력한 자석에도 차폐장치가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

•  역류차단 장치가 있어 미소유량에서도 역류를 차단 할 수 있다.

•  임펠러만이 물속에 잠기므로 동절기 동파에 강하며 계량기 수명이 길다.

3. 디지털(전자식) 복갑건식수도미터, 동파방지용 역류방지용

•  지시값이 디지털로 표기되어 검침이 용이합니다. 

•  기어세트없이 작동되어 이물질로 인한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 

 였고 저유량에서의 정밀도가 향상됨.  

•  임펠러의 회전력을 마그네트 전달방식이 아닌 마그네틱 필드  

 센서방식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원격식 수도미터에서 발생되 

 던 고유량에서의 슬립현상이 발생되지 않음.  

•  전자부 상하케이스를 초음파 용착하여 이중 완전방수구조로  

 지시창에 습기가 차지않음.     

•  계량값이외에도 장기미사용여부 정방향,역방향흐름여부 밧 

 데리잔량여부 등 지능형 자가진단기능 표기 

•  UARP-DATA통신방식으로 옥외검침, PDA검침, 무선원격검침  

 등에 활용할수있슴.

•  역류방지 디스크 양면에 특수고무 코팅하여 물흐름시 소음을  

 완벽하게 방지하였슴

4. 접선류 임펠러형 고감도 복갑습식 수도미터 조작방지캡

5. 동파방지용(에어백기능) 수도미터, 역류방지(차압식) 조작방지캡

6. 동파방지용(실리콘내장형) 수도미터, 역류방지(차압식) 조작방지캡

7. 고감도 복갑건식 역류방지(슬라이드식) 수도미터 조작방지캡

8.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역류방지(스윙체크식) 조작방지캡

9. 스테인리스 복갑건식(MD) 수도미터(역류방지용, 

   동파방지용),조작방지캡

10. 친환경 수도미터(스테인리스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11. 세대별 수도용 감압밸브 직동식(소음방지기능)

12. 수도앵글 일체형 감압밸브 직동식(소음방지기능)

고감도 습식 수도미터
투명확대렌즈 기능

DHP-301( 표준 소켓형)

고감도 습식 수도미터
조작방지 캡기능

DHP-302(스트레이너 장형)

고감도습식
친환경 수도미터

DHP-303(역류방지장치 내장형)

디지털(전자식) 수도미터(복갑건식)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복갑건식 수도미터 
역류방지용(스윙체크식)

조작방지캡 기능

복갑건식(MD)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역류방지용(체크스윙식), 동파방지용

복갑건식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역류방지용(스윙체크식)

조작방지캡기능

고감도 습식수도미터
동파방지(에어백기능),

투명확대렌즈뚜껑 

스테인리스 습식수도미터 동파방지, 
조작방지캡 기능

동파방지 수도미터 
역류방지(스윙체크식) 

 복갑건식 수도미터, 역류방지
(슬라이드식) 투명확대렌즈투껑

디지털(전자식) 수도미터
동파방지용, 역류방지용(스윙체크식) 

복갑건식 수도미터 역류방지용
(차압식) 투명확대렌즈 뚜껑

동파방지(실리콘내장형) 
수도미터, 역류방지(차압식)

동파방지 습식수도미터 에어백내장 
및 조작방지캡 기능

동파방지 수도미터 에어백기능 
역류방지(차압식)

스테인리스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DHP-501
(수도앵글 일체형 감압밸브)

수도앵글 일체형 감압밸브를 이용한 배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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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센서 주식회사 | DAEHANSENSOR CO.,LTD

President 최용성 | Yong-Sung, Choi
Add.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94-2 | 94-2, Yongdap-dong, Seongdong-gu, Seoul   
Tel. 02-2213-9888   Fax. 02-2245-3482  

Web.www.dh34.com   E-mail. master@dh34.com

대한센서 주식회사는 1993년 4월에 창립되어 액위 조절 센서

를 제작, 판매하는 수위계 전문회사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성능을 인증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과 현장 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신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처리 현장과 시설에 사용되

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도 수출되고 있

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9001

• INNOBIZ 

• CE

• RoHS 

• KC 

주요 제품 및 기술 

1. 초음파식 레벨 (DU08, DUC-200)

2. 진동식 레벨 (DVS-100, DVS-100-E, DVS-200)

3. 플로트식 레벨 (DT-300, DT-600)

4. 정전용량식 레벨 (DCAL-100S)

5. 현장지시용 레벨게이지 (DGL-200, DLG-100F)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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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음파 레벨(Ultrasonic Type)
   초음파로 액체 높이를 비접촉으로 측정하여            
   측정값을 전송.
   (일체형 DU08,  분리형 DUC-200)

2. 진동식  레벨(Vibration Type)
   하단의 진동부가 액체/분체에   
   접촉되면 동작.
   (DVS-100, DVS-100-E, DVS-200)

3. 플로트식  레벨(Float Type)
 플로트가 액체에  부유하여
 액체의 높이 값을 전송.
 (DT-300-PVC, DT-600-테프론)

4. 정전용량식 레벨(Capacitance Type)
   감지부가 액체/분체에 접촉시 
   경고등이 동작.
   (DCAL-100S)

5. 현장지시용 레벨(Local Indicating)
 관리자가 현장에서 액체의 
 높이를 직독
 (DGL-200, DLG-100F)

DaehanSensor Co.,Ltd established in 1993, has 
been making every effort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with its best technology and unique 
product strategy, while having successfully 
realized ceaseless technology development 
with best experts in the field of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of level sensors,transmitters and 
controllers.

Certificate & Patent
• ISO9001
• INNOBIZ 
• CE 
• RoHS 
• KC 

Main Product & Technology 
1. Ultrasonic Type Level (DU08, DUC-200)
2. Vibration Type Level ((DVS-100, DVS-100-E,  
    DVS-200)
3. Float Type Level (DT-300, DT-600)
4. Capacitance Type Level (DCAL-100S)
5. Local Indicate Level Guage 
    (DGL-200, DLG-100F)

Performanc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 l i ty,  waste water 
disposal facilities, SAMSUNG, LG, HUNDAI, 
Thermoelectric power plant, hydroelectric power 
plant, nuclear generating station, Apartment, 
Building, Water treatme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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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이엔티(주) | DONGMOON ENT CO., LTD.

President 송요일 | Yo-Ill, Song
Ad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501호, 503-505호 | #501, #503-505 Woolim e-BIZ 
Center II, 12, Digital-ro 33-gil, Guro-gu, Seoul, Korea   Tel. 02-890-3591   
Fax. 02-890-3590   Web. www.dongmoonent.co.kr   E-mail. dmscien@kornet.net 

수질, 해양, 지하수 및 토양 등 각종 환경관련 분야에 필요한 분

석기기 및 측정기기, 유속계, 유량측정장비, 온라인 측정장비 등

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개·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대행업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

속한 서비스를 통한 고객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소,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및 산하 지방 

사업소에 수질모니터링시스템(수온, 용존산소, pH, SS, 탁도, 전

기전도도, 총인, 총질소, 총유기탄소(TOC) 등)을 구축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1999. G7 project 수행: 수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환경부, 한국기계연구원 협력)

•  2000.10  제조허가 취득: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기기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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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소프트웨어 사업등록

•  2011.06  정보통신공사 면허등록 ISO9001:2008

  ISO 14001:2004 인증

•  2013.05  이노비즈 업체선정(제 130101-00574호)

•  2013.06  특허등록(제 10-1280456호)

•  2014.01  엔지니어링사업 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1. 대장균 측정/ 모니터링 솔루션 
•  적용분야: 강/호수, 폐수. 해수욕장 및 식품/음료공장, 워터파 

 크등에서 수질 속 대장균 빠른시간 내에 검출(cfu/100ml)

•  휴대용 측정키트, 온라인 대장균 측정 모니터링장비

•  저렴한 비용 및 휴대/설치가 간편

•  총대장균, E.coli, 내열성 대장균 등 검출가능

•  설정변경용이, 조기경보 기능-탁도(NTU) 동시측정가능

2. 생물감시장비

•  적용분야: 취수장, 정수장, 하폐수 처리장 등에서 독성물질 모 

 니터링을 통해 수질관리

•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생태독성 모니터링

•  수천여가지의 독성물질 검출

•  기타 수질측정항목(TOC, 탁도, 전도도 등)을 통합모니터링 가능

•  기기작동 간편 및 유지관리용이

3. 온라인 중금속 모니터링 장비

•  특허 받은 콤팩트 전기화학 셀 사용

•  넓은 농도범위의 중금속 동시 측정가능

•  다양한 샘플에서 미량농도 측정가능

•  오랜기간 유지보수 없이 작동을 위한 Self-Testing 실시

•  모든 결과값, 보정값 자동저장

•  터치스크린을 통한 쉬운제어, 유지보수관리 용이

•  산업컴퓨터, 분석용 및 시료 전처리 기기, 시약등 일괄시스템 내장

4. 수질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적용분야: 정수장 수처리 모니터링, 초순수 처리공정모니터 

 링, 하폐수 및 산업폐수 모니터링 등 

•  TOC, COD, 전도도, 잔류염소, 탁도, pH, NH4, NO3, 온도 등을  

 동시에 측정

•  각 항목별 통합이 가능하며, 다양한 application 에 적용가능함

•  설치가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간편함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1997  영광원자력발전소 TMS설치

•  2000 동해수산연구소 TMStjfcl, 주문진항 전방 3km

•  2003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탁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98대 설치)

•  2004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탁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 1000여대 설치)

•  2004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7개소)

•  2006 한국환경공단 수질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측정항목: DO, pH, TOC, 수온, 전기전도도)

•  2010 4대강 정비사업 참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2012.12  주암댐 수질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제조구매설치

•  2013.01  TRO 시스템 납품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외 다수

•  2013.05  세종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공사

•  2013.05  구리시 총인 저감 시설 PO4 장비납품

•  2013.06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제조 구매 설치

휴대용 대장균 검츨키트

온라인대장균 분석장비

온라인 중금속 모니터링 장비

수질통합모니터링 Nano station

온라인 대장균 알람장치

생물감시장비/운영 소프트웨어

하폐수처리장 측정소 설치 전경

운영소프트웨어



2014 W
ATE

R
 K

O
R

E
A   304 /

305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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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업무 수행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과 효율적인 수 처리 제어

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분석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기 최적 성능 유지

를 꾀하고 있으며 현장 실시간 분석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분석 제품의 국산화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서라인텍교역은 경제적이며 최고 성능의 분석기  

공급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수질분석의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산성우 분석 장비 (출원번호 10-2011-0127420)

•  특허: 대기와 산성우의 선택적 분석시스템  

 (출원번호 10-2013-1017195)

• 2010 기업 부설 연구소 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1. 무인 자동화 분석 장비 
•  산 염기, 일반 수질 및 특수 분석, 산성우 분석

2. 온라인 중금속 분석기 (Heavy Metal Analyzer)

•  대표 분석 항목 : As, Sb, Bi, Cd, Cr, Co, Cu, Fe, Pb, Hg, Mo,  

 Ni, Pt, Rh, Se, Ti, W, U, Zn. 등  

•  전 처리 장비 장착으로 방해 성분에 의한 간섭 최소화 

•  사용자 편의 증대 및 제어, 분석 진행과정, 결과, 경향선을  

 위한 대화면 LCD

•  시료 라인: 최대 4 스트림 지원

3. 온라인 총 유기탄소 분석기(TOC)

•  분석법: UV PERSULFATE 

•  연속측정 사용  

•  멀티 스트림 가능

•  캐리어 가스 자체 생산구조 및 제로가스 자동 보정

•  3가지 모드 자동 조작 가능(자동 세척/자동 보정/자동 검증)

•  터치 스크린을 통한 제어, 분석 진행과정 확인, 결과 및 경향 

 선 표시

4. 온라인 수질 전용 자동 분석기 

•  Colorimeter: Aluminium, Ammonia, Chlorine, Chromium,  

 Copper, Cyanide, Hydrazine, Iron, Manganese, Nickel, Nitrate,  

 Nitrite, Phenol, Phosphate, Silica, Zinc. 

•  Ion analyzer: Ammonia, Calcium, Chloride, Fluoride, Nitrate,   

 Potassium, Sodium.

•  Titro analyzer: Hardness, Alkalinity, Chlorine, Hydrogen  

 Peroxide, 등

5. 슬러리 밀도 분석기

•  슬러지와 슬러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연속적인 모니터링

•  고형물의 농도, %TSS 또는 밀도 단위로 직접 표시

•  초음파에너지의 반사율 측정 

•  돌출이 되지 않는 비-관입형 측정방식

•  유통형, 웨이퍼형, 침적형, 측면 삽입형, 등 다양한 설치방법

•  1 인치 배관에서 대형배관까지 설치가능

•  손쉬운 메뉴 구동방식의 컬러 터치스크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시 대기 중의 이온 분석 장비 및 산성우 분석 장비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중의 이온 분석 장비

•  서울시 상수도 연구원 부식도 및 인산염 측정 장비

•  서울시 정수장 페놀, 암모니아, 시안 자동 분석 장비

•  인천시 대기 중의 이온 분석 장비

•  당진화력발전소 철분석기

•  고려제강 폐수 중 니켈, 아연분석기

•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인산염 분석기

•  대구 성서폐수장 색도분석기

MeAsuReMent, AnAlysIs e-3-2

(주)동서라인텍교역 | DS LINETECH Co., Ltd.

President 이해동 | Hae-Dong, Lee
Ad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프라자 515호 | 515, Rodeotop, 757,
Janghang-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Tel. 031-932-4700   
Fax. 031-902-4718   Web. www.dslinetech.com   E-mail. mail@dslinetech.com 

DS LINETECH Co., Ltd has realized the automatic 
analysis of the water quality and the ambient air 
including the automation of the analysis in the 
process under the slogan of “the best automatic 
analysis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know-
how of the process and our product since our 
foundation in 2002.
In recent years, we have developed automatic 
control system of the concentration of the 
process beyond the simple analysis of that and 
supplied the system. We also have committed to 
localize the analysis product.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patent: Apparatus for measurement  
 of acid precipitation (10-2011-0127420)

•  Certificate of patent: Selective measurement of  
 air and acid precipitation (10-2013-1017195)

•  2010 established DS Linetech research center 

Main Product & Technology 
1. On line Analyzer
Acid, Base, Water, Ambient air Monitoring system, 
Acid rain analysis system.

2. On line heavy metal analyzer 

As, Sb, Bi, Cd, Cr, Co, Cu, Fe, Pb, Hg, Mo, Ni, Pt, 

Rh, Se, Ti, W, U, Zn. etc.

3. Total Organic Carbon Analyzer 

•  TOC direct method : UV Persulfate
•  Continuous measurement 
•  Integrated carrier gas
•  Automatic check of zero gas 
•  Auto clean / Auto calibration / Auto validation

4. Water quality analyzer 

•  Colorimeter: Aluminium, Ammonia, Chlorine,  

 Chromium, Copper, Cyanide, Hydrazine, Iron,  

 Manganese, Nickel, Nitrate, Nitrite, Phenol,  

 Phosphate, Silica, Zinc. 
•  Ion analyzer: Ammonia, Calcium, Chloride, Fluoride,  

 Nitrate, Potassium, Sodium.
•  Titro analyzer: Hardness, Alkalinity, Chlorine,  

 Hydrogen Peroxide, etc.

5. In line slurry density meter 

•  Measurement of density / concentration of non- 

 dissolved solids in slurries
•  TDS and TSS measurement

수질 전용 자동 분석기 온라인 총 유기탄소 분석기무인 자동화 분석장비 온라인 중금속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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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워터는 수도미터, 산업용수량계, 순간유량계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디에스원터는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에스 워터는 앞으로도 축척

된 기술과 합리화된 경영하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품

질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사회에 이바지하는 자랑스

러운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 1400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벤처기업확인서

• KS 제품인증서

• 우수제품마크 인증

• 표창장 (제74711호)지식경제부상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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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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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음파 및 전자유량계

•  초음파

- 설치가 쉽고 유지보수비가 적다

- 초음파 직접 발사로 강한 신호

- 비교적 정확한 유량측정  

- Reflect로 설치시 시간차가 2배로 증가되어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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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열량게 및 온수미터

5. 오일미터

6. 산업용 수량계

7. 지하수용 계량기

8. 식품, 화학용 유량계

9. 소방용 순간 유량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고양시, 안양

시, 성남시, 김포시, 화성시, 시흥시, 강릉시, 태백시, 사천시, 통

영시 외 다수

디에스워터 | DS water

President 장대웅 | Dae-Woong, Jang
Add.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16-35 | 416-35, Bugyang-dong,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66-9822~4   Fax. 031-366-9825 

Web. www.dswater.co.kr   E-mail. dswater@nate.com

친환경 수도미터(스테인리스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미소유량계(오일미터)

폐수용 유량계

식품, 화학용 유량계-임펠러타입

전자식 유량계

오일미터(Oval Gear type)

산업용 수량계

소방용 순간 유량계

MeAsuReMent, AnAlysIs 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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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오테크 | LEOTEK CO.,LTD

President 김영철 | Yeong-Cheol, Kim
Add.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701호 | B-701 Woolim Lion's Valley 
ChungChun-dong, Bupyung-gu, Incheon, Korea   Tel. 070-7093-0600   Fax. 032-712-2774   

Web. www.leotek.co.kr   E-mail. csj@leotek.co.kr/jhyi@leotek.co.kr/bshim@leotek.co.kr 

(주)레오테크는 2004년에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현

장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무선 원격감시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원격검침 시장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창사 이래 무선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분야를 개

척하며, 첨단 실용 기술을 회사의 성장 기반으로 여기고 기업부

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 연구 및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

하여 RF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424㎒방식에서 2.4㎓ 방식

을 거쳐  현재 지그비 방식 및 900MHz대역 USN 기반의 무선 

통신 기술까지 보유해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주)레오테크의 주력사업으로는 상수도 원

격검침시스템, 유수율 제고시스템, 수압 관리시스템 등 주로 공

공재인 수자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무선단말기 및 통합소프

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은 검침

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수도 계량기의 사용지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기록한 후 사무실에서 각 수용가의 사용량을 계산, 요금

을 고지해 오던 것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점검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 시스템은 각 수

용가까지 상수를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배수 관로에 설치

된 유량계의 계측량을 통합센터에서 원격 관리하고 그 사용량

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주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써 유수율관리

를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UN 지정 물 부족 국가

인 만큼 수자원 관리는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 요소입니다. 때

문에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에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레오테크는 관련 핵심기술 보유를 통

하여 IT 융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기술개발을 상용화를 통하여 고

용창출을 매출확대 등 지역경제에 일조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RF 무선통신 단말기에 이를 응용한 상수도, 가스, 

산업기기용 원격관리 시스템분야에 사업 박차를 가하고 있으

며,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과 유수율 제고시스템은 상수도 선

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산업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에서의 핵심기술 보유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증대하

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우수조달물품지정, 벤쳐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천시비전

기업, 인천시유망중소기업, ISO14001, ISO9001, K마크인증, GS

인증, EPC인증, 인천시품질인증, CE인증, 특허등록9건, 특허출

원 3건, 실용신안 1건, 프로그램등록 3건, 디자인등록 2건, 상표

등록 4건 등

주요 제품 및 기술 

원격수집기(표시형)

•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에 설치하여 계량기의 사용량을 적산 

 하고 표시부로 DISPLAY함

•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격중계기의 검침 요청 신호를 받으 

 면 계량기의 사용량을 해당 요청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 

 격중계기로 송신

원격수집기(일반형)

•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에 설치하여 계량기의 사용량을 적산함

•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격중계기의 검침 요청 신호를 받으 

 면 계량기의 사용량을 해당 요청 원격검침기 또는 소블럭 원 

 격중계기로 송신함.

원격검침기(PDA)

•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와 연결 설치된 원격수집기에 검침요 

 청을 송신하고 원격수집기로부터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소블럭 원격중계기 및 대블럭 원격집중기의 기능 설정 및 운영관리

원격집중기

•  하위 소블럭을 담당하는 각 원격중계기로부터 소블럭 단위로  

 수집된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수신한 대블럭 전체 계량기의 사용량을 중앙센서 서버로 송신 

 함(CDMA 이동통신)

원격중계기

•  소블럭 내 각 수용가의 각종 계량기와 연결 설치된 원격 수집 

 기에 검침요청을 송신하고 원격수집기로부터 각 계량기의 사 

 용량을 수신함

•  수신한 소블럭 전체 계량기의 사용량을 상위 대블럭 원격집중 

 기에 데이터 송신함

원격수압감시기

•  하위 소블럭을 담당하는 각 원격중계기로부터 소블럭 단위로  

 수집된 계량기의 사용량을 수신함

•  수신한 대블럭 전체 계량기의 사용량을 중앙센서 서버로 송신 

 함(CDMA 이동통신)

통합소프트웨어 (AquaUnited V3.0)

•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서버 및  

 원격 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수율 제고 시스템을 구성하 

 고 유량, 적산, 압력의 계측 값을 감시하고 원격검침 수용가 및  

 수기 검침 수용가의 검침값을 관리 할 수 있는 관망관리에 최 

 적화된 프로그램으로 GIS 기반유량계, 수압계, 수용가검침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배수관망 전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관리함.

•  패키지구성: 유량계관리모듈, 원격검침관리모듈, 수압계관리모듈

•  모듈별로 선택적 설치가 가능함.

Since the inception, Leotek continues to make 

growth strides every year by pioneering into the 

area of wireless technology application based on 

the wireless communications system.

Our main areas of strategic businesses where our 

basic technology has been applied include  the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the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 Patent
•  Cer t i f i ca t ion o f  Sof tware  Qua l i t y  mark ,  

 ISO14001:2004, ISO9001:2008/KS Q ISO  

 9001:2009,
•  Certification of CE mark, INO-BIZ, Certificate of  

 Venture enterprise, 
•  Certification of Recogni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Main Product & Technology 
• OMR/AMR System
•  Aqua United(The management of water flow rate  

 about block flow meters)

CuBee Probe
•  This totalizes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each meter.
•  Once this receives the receives the request  

 signal,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meter is transmitted to the requested CuBee  

 PDA Collector or small block CuBee Repeater

CuBee PDA Collector
•  This transmits the request for inspection to the  

 CuBee Probe connected to each meter, receives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meter form th  
 CuBee Probe.

•  Function settings and operation management  
 for small block CuBee Repeater and large block  
 CuBee Concentrator.

CuBee Concentrator 
•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meter  
 collected by the small block unit from the  
 respective CuBee Repeater that covers the  
 lower small blocks is received.

•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entire meter  
 received for the large block is transmitted to  
 the collection server. (CDMA or GPRS remote  
 communication)

CuBee Repeater
•  This transmits the request for inspection to the  
 CuBee Probe connected to each meter in small  
 block receives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meter from the CuBee Probe.

•  The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meter of the  
 entire small block that has received the signal  
 is transmitted to the CuBee Concentrator that  
 covers the upper large blocks.

AquaUnited V3.0
•   This is the of software for the water flow rate  
 promotion system.

•  Flow rate/leakage rate analysis system
•  Water flow, pressure quality, and other metering  
 information analysis

원격수집기(표시형) 원격중계기원격수집기(일반형) 

원격수압감시기원격검침기(PDA) 통합소프트웨어 (AquaUnited V3.0)

원격집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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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테크 | LETECH Co., Ltd.

President 권진희 | Jin-Hee, Kweon 
Add.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118-26 | 118-26, Gunwigongdan-gil, Gunwi-eup, 
Gunwi-gun, Gyeongsangbuk-do, Seoul, Korea   Tel. 054-383-7181   
Fax. 054-383-7188   Web. www.letech21.co.kr   E-mail. letech@letech21.co.kr  

당사는 1999년 설립 이후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각종 수처리 설비에 운영되는 수질 계측기기의 국산화를 실현

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의 호응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1999년 10월  리테크 설립

• 2007년 11월  벤처기업 인증

• 2008년 06월  실용신안등록 

  (라운드 구조의 진동형 초음파 센서)

• 2010년 02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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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07월  중소기업은행 유망중소기업 선정

• 2013년 04월  녹색기술인증

  (라운드 구조의 진동형 초음파 센서)

• 2013년 06월  특허등록 

  (유지보수가 용이한 부단수 농도측정장치)

• 2013년 12월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멀티 초음파 농도 측정 장치 출시)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환경공단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수도사업소

주요 제품 및 기술 

초음파 수위계(LT-100, LT-200, LT-300, LT-500)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6.5m, 15m, 24m, 40m, 60m)

•  결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라운드 진동형 초음파 센서

•  녹색기술인증 제품, 제GT-13-00094호

초음파 농도계(WATER-4000, LT-3000)

•  초음파 감쇄방식(0~30%)

•  한국수자원공사 구매조건부 개발제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13-227호

레이더 수위계(RADAR-200)

•  마이크로파 펄스 반사방식(10m, 35m, 70m)

초음파 계면계(LT-2000)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10m, 20m, 30m)

개수로형 유량계(LT-1000)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0~15,000㎥/hr)

전자 유량계(LF-200)

•  전자기 유도 방식(±0.1~13m/s, RD±0.25%)

수질 분석기(PH-100, ORP-100, DO-100, MLSS-100)

•  수소이온, 금속산화환원전위차, 용존산소, 활성슬러지농도

레이더수위계
Radar level meter

초음파 계면계
Ultrasonic sludge level meter

개수로 유량계
Open channel flowmeter

전자 유량계
Electronic flowmeter 

초음파 농도계
Fluid-Crossing Ultrasonic densitometer

수질 분석기
Water Quality Analysis Instrument

Since we have started our business in 1999, we 
have localized and supplied high quality ultrasonic 
wave measuring instruments for our customers 
in water treatment businesses such as water 
purification plant, sewage treatment plant, waste 
water treatment plant and more. We promise that we 
will continue to develop more high quality products 
and to provide satisfactory customer services.

Certificate & Patent
•  1999. OCT.  Founded LETECH
•  2007. NOV.  Obtained certificate of venture enterprise
•  2008. JUN.  Utility model registration 
  (condensation-prevention type 
  water gauge sensor)
•  2010. FEB.  Obtained certificate of enterprise  
  research institute

• 2010. MAR.  Obtained certificate of technology  
  innovation(INNO-BIZ)
•  2010. OCT.  Patent registration(Remote toe of  
  weid and embedded  PLC)

•  2010. DEC.  Patent registration(Established a  
  sewage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  2011. MAY.  Patent registration(Fluid-crossing multi- 
  beam ultrasonic attenuation Densitometer)

•  2013. JUL.  Obtained cert i f icate of green  
  certification

•  2013. JUN.  Patent registration(Densitometer  
  for easy maintenance)

•  2013. DEC.  Obtai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Performance
Measuring Instrument Public corporation, Local 

government and contract

Main Product & Technology 
Ultrasonic level meter
(LT-100, LT-200, LT-300, LT-500)
• condensation-prevention type water gauge sensor

•  Ultrasonic pulse reflection method (6.5m, 15m,  

 24m, 40m, 60m)

•  Green certification, NO. GT-13-00094

Fluid-Crossing Ultrasonic densitometer 
(WATER-4000, LT-3000)

•  Ultrasonic attenuation method(0~30%)

•  Fluid-crossing multi-beam ultrasonic attenuation  

 Densitometer

•  Obtai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NO. 13-227

Radar level meter(RADAR-200)

•  Microwave pulse reflection method(10m, 35m, 70m)

Ultrasonic sludge level meter(LT-2000)

•  Ultrasonic pulse reflection method(10m)

Open channel flowmeter(LT-1000)

•  Ultrasonic pulse reflection method(0~15,000㎥/hr)

Electronic flowmeter(LF-200)

•  Electromagnetic induction method(±0.1~13m/s,  

 RD±0.25%)

Water Quality Analysis Instrument
(PH-100, ORP-100, DO-100, MLSS-100)

•  PH, ORP, DO, MLSS, SS

초음파수위계
Ultrasonic level meter

결로방지 센서
condensation-prevention 
type water gaug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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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프로세스(주) | BL Process Co.,Ltd.

President 홍금용 | Geum-Yong, Hong  
Ad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에이스평촌타워 1312호 | 1312 Ace Pyeongchon 
Tower, 361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Tel. 031-345-8200~1   
Fax. 031-345-8202   Web. www.blprocess.co.kr   E-mail. info@blprocess.co.kr

비엘프로세스(주)는 기존의 총질소 총인, 유기물분야의 총유기

탄소 뿐만 아니라, 각종센서를 이용한 응용분야까지 다양한 영

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망(하천, 호소, 해양 등) 

분야와 각종 처리장(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과 초순

수사업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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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아래 국산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09년 기업부

설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보다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을 기

반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완벽한 시스템의 공급,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안전한 구축, 장기적인 기술자립도의 강화를 통해 

고객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오존하이드록실 라디칼과 자외선 퍼셀페이트법을 조합 

 한 총유기탄소분석 방법 및 장치-특허제10-1014213호 

 (2011.02.07.)

•  총인 총질소 측정장치 및 방법-특허제10-1194333호 

 (2012.10.18.)

기타 인증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2013.07.08.)

•  ISO 9001:2008(2011.07.08.)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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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총유기탄소 측정기기(StarTOCⓚ
UV, StarTOCⓚ

Dual)

•  분야에 따른 최적의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 StarTOCⓚ
Dual: 이중산화방식을 이용한 산화력을 극대화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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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템(OVA7000,OVA5000)

•  표면 plating을 통한 다양한 항목 분석 가능(OVA7000,  

 OVA5000, PDV 6000plus)

온라인 수질 독성 모니터링 측정기기(Microtox® CTM)

•  감지 항목: 독성 금속, 살충제, fungicides, 제초제, 염소화 용 

 매, 산업용 화학 물질, algal 독소 등

•  연속 측정이 가능하므로 독성 유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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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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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할로메탄(THMs) 측정기기(MS 2000 THM Monitor)

•  소독부산물 THM 온라인 자동 측정기기

•  무시약, 비접촉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 보수 편의성 극대화 시스템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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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 다항목 측정기기-MPS

StarTOC

침지형 온라인 센서-BlueSense

중금속측정기기-PDV6000plus/중금속 측정기기-OVA7000 온라인 수질 독성 모니터링 측정기기-Microtox® CTM

온라인 수질 자동 측정기기-PowerMon

트리할로메탄 측정기기-THM

K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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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기공업 | SAMSUNG MEASURING CO.

President 김진택 | Jin-Taek, Kim
Add.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68 | 68, Dangjeong-ro, Gunpo-si, Gyeonggi-do, Korea
Tel. 031-459-0674   Fax. 031-459-0664
Web. www.ssmi.co.kr   E-mail. samsung9902@hanmail.net    

당사는 수도미터, 유량계, 계측관련기기 생산, 공급 및 계측제어 

시스템사업 전문회사입니다.

첨단기술개발과 설비의 현대화를 추구하여 특허 획득 및 실용

신안, 의장등록 출원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이래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

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 제공하여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회사, 고객을 사랑하는 회사로서 적극

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존과 

삼성계기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급제품 및 사업분야

• 전자유량계 • 초음파유량계

• 파샬프롬 유량계 • 기준유량계

• 계측기기 • 수도미터 (기계식, 전자식)

• 이미지 촬상식 원격검침 시스템

• 계장,자동제어 / 유무선 원격제어 / 수처리 계장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인증 및 획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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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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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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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가 편리함

초음파 다회선 유량계
(MUFM-1000(만관일반용) / 1100(만관구역용) / 
2000((비만관용) / 3000(개수로용))

• 직관부유지가 어려운 현장에서 측정오차를 최소화.

• 출력방식 다양화 및 저장갯수 대용량

• 다양한 이력체크로 인한 유지관리 편리성

• 플랜지형,부단수직접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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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유량계

•  비교유량 시험용 측정기는 수도미터를 현장에서 비교시험 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임.

• 조작과 설치가 편리함. 

•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검사함으로 불신이 해소되고, 기준유량 

 계 1대로 3가지(13mm, 20mm, 25mm) 규격검사가 가능한 실  

 용적인 장비임.

수도미터: KS, KC 인증 제품

•  친환경 수도미터 (MW 15 ~ 50mm): 인체에 무해한(위생안전 

 기준) 황동원료를 사용하여 외갑(Housing)을 제작한 수도미터 

 로, 부가기능으로 역류 방지 및 동파방지 기능도 부가할수 있음.

전자식 수도미터: 형식승인제품 (100 mm)

• 다중변환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유량측정이 정확함.

• 실시간 제어프로그램으로 동작중에서도  Key 조작가능

 (Real Time O/S)

• 4 ~ 20㎃, Pulse, RS232C, RS485통신 출력기능

• Data Logging기능 내장

이미지 촬상식 원격검침 시스템: GARAMI

수도미터에 이미지촬상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태블릿PC

를 통해 수도미터의 지시부를 원격 촬상한 후 촬상된 이미지를  

검침값으로 변환하여 Wi-Fi를 통해 서버로 검침 데이터를 전송

하는 수도미터 분야의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이다.

국제공인교정기관(유량): (주)그린플로우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교정된 기준유량계를 교정실에 완비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보다 정밀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유량계

초음파 다회선 유량계

초음파 외벽부착식 유량계

이미지 촬상식 원격검침 시스템 - GARAMI

전자식 수도미터 - 형식승인제품 (100 mm)

국제공인교정기관(유량) - (주)그린플로우

SSM100

MUFM-1000 MUFM-1100 MUFM-2000 MUFM-3000

SSM300 SSM310 검출부

파샬프롬 유량계 기준 유량계

SSP100 SSP200

수도미터 - KS, KC 인증 제품

역류 방지용 동파 방지용 디지털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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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 the tremendous amount of money put 
into the drinking water process, there is huge 
monetary loss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water leakage. Since the monetary loss value isn't 
a small amount this can lead to deterioration of 
local government's aqueduct management, water 
pipe deterioration and if it gets worse it can effect 
people's health as secondary contamin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se kinds of problems 
we develop and provide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and equipments.
Our  company  i s  p ropos ing  appropr i a te 
business(project) according to the present 
condition of waterworks. and we are also carrying 
out all our business by applying appropriate 
public law. Our work allowed local governments 
to now spend less money for water works and 
we are also providing changes in water pipeline 
network system diagnosing techniques. We are 
getting particular attention by applying advanced 
equipment for diagnosing the deterioration of 
water pipe and for maintaining the valves to the 
aqueduct management.

Certificate & Patent
•  The Zero Adjusting Device Of The Electromagnetic  
 Flowmeter(10-0729643)

•  a apparatus of camera for pipe(10-1345631)
•  a inserting device for camera in pipe
 (10-1345629)
•  Valve diagnostic system(10-1183256)

Main Product & Technology 
Introduction of Electromagnetic 
Flowmeter e-Flux EF-501
•  Water and Sewage
•  Wastewater management
•  Process & Facility Control
•  food fluid, slurry and coolant, etc.

Inspection Camera System under pressure
The SIC-20, 30 Inspection System is specialy 
designed to diagnose pipe deterioration in water 
distribution without cutting off the water supply.
•  Inspectable pipe above 80mm
•  Inspectable under pressure below 1.0MPa in  
 pipe inside

•  Engineered with advanced features to provide  
 the brightest and clearest picture

•  Inspectable through Saddle, Air-valve, Access  
 hole and hydrant in pipe

많은 비용으로 정제되어 공급되는 수돗물이 수도관로를 통하

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누수 등에 의한 막대한 금전 손

실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수도경영의 악화, 상수관로의 노후 또

는 사고로 인한 2차 오염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장비를 개발하여 공급

하고 있다.

당사는 수도사업자의 현황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고 적합한 공법

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자체 예산 

절감과 상수도 관망의 진단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망 진단에 선진 기법의 관로 노후도 진단 장비와 밸브 유지관

리 장비를 시설 관리에 적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증 및 기술 획득현황

•  전자유량계 관련 특허(KOLAS, 위생안전기준 인증, 형식승인,  

 유량계 영점보정기능 외)

•  상수도관내부촬영용카메라장치 특허(특허 제10-1345631호) 

•  상수도관내부촬영용삽입기 특허(특허 제10-1345629호)

•  밸브진단시스템 특허(특허 제10-1183256호)

•  매설관로 탐지장치 특허(특허 제0305032호)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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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0건 데이터저장 (Cycle Logging)        

• 측정범위: ±0.03~12.00m/s(저유속 측정가능)  

• 문제상황에 대한 알람(2CH)기능, 정역방향표시 램프

• 수압 또는 온도(옵션) 동시표시 및 저장

지능형 누수감시 시스템(i-LMS)
Intelligent Leak Monitoring System

• 국내 최초 원격 누수 모니터링

• 원거리 상수관로 누수 감시

• 신속한 누수사고 대응 2차 피해 예방

• 상시 누수 감시를 통한 탐지비용 절감

• 스마트폰과 연계 신속한 현장 대응 가능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인천, 부산광역시 & 전국 40개 시·군 다수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실시

•  전국 20개 시·군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용역 실시

•  전국 70개 특·광역시·군 부단수관내시경, 밸브진단 및 청 

 소 용역 실시

•  5개 권역 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SIC-20전자유량계

(주)서용엔지니어링 | SEOYONG ENGINEERING CO., LTD.

President 박철한 | Chul-Han, Park
Ad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09 U-TOWER 1713호 | Rm1713 U-Tower, Yeongduck-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South, Korea   Tel. 031-627-2080   Fax. 031-627-2090   

Web. www.seoyong.co.kr   E-mail. seoyong@seoyong.co.kr

Intelligent Leak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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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로텍 | Surotech Co., Ltd

President 정성은 | Sung-Eun, Jung
Ad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727(평촌동,두산벤처다임) | #727,Heungan-daero 415,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Tel. 031-749-6970   Fax. 031-749-6971   

Web. www.surotech.com   E-mail. surotech@surotech.com/surotech1@gmail.com

수자원 관리 통합 Solution 전문업체

주식회사 수로텍은 1994년 설립이래 환경관련 자동제어/계측

기기 및 감시 기술분야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으며, 동시에 수자

원 관련 솔루션 전문 업체로 수자원, 수질, 환경 및 방재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 자체 통합 수자원 솔루션을 가진 물 

관리 및 수자원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융합한 전문업체입니다. 

물 관리 전문가와 ICT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연구소를 주

축으로 국가 연구 사업과 학교, 전문기업,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Human Network를 구성하여 미래에 대한 수자원

과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및 재적재산권

• 초기우수 처리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우수정화시스템

 (특허10-1272268)

• 망 부재 청소장치(특허10-1265222)

• 지아이에스를 이용한 재해 상황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10-0899243)

• 통합형 하수관거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10-0538445)

기타인증

•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확인서/이노비즈/메인비즈/ISO9001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수자원 모델링 분야

• 도시지역 유출 수질해석 모형 프로그램

• 산간지역 강우-유출 모형 프로그램

SWG(Smart Water Grid) 분야

• 비점오염 저감 사업

• 분산형/중앙집중형 워터루프 운영기술 개발

• 수자원 최적활용 및 분배를 위한 신도시 멀티 워터루프 시스템 개발

방재 분야

• 지역 안전도 진단 시스템

• 재해상황분석 시스템

• 이상홍수 취약성 분석 시스템

상하수도 분야

• 하수도 관망관리 프로그램

• 상수도 정보관리 프로그램

• 수문제어를 통한 초기우수 제어 프로그램

지원 S/W 

• 원격호출제어 프로그램 (interactive TM/TC)

• 지능형 원격제어장치 (smart RTU)

환경계측기기 분야

• 유량계: 벤츄리플륨식 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 수질계측기기&RTU

•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2013년도 자동유량측정시설 설치

• 풍기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및 계측제어설치

• 분산형/중앙집중형 워터루프 운영기술 개발

•  수자원 최적활용 및 분배를 위한 신도시 멀티 워터루프 시스템 개발

• 유량조사사업단 자동유량측정시설 실시설계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청라 U-City 상수도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다중분석계 벤츄리플륨유량계 용존산소계 전자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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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인테크 | Suintech Co.,Ltd.

President 김인선 | In-Sun, Kim

Ad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190-1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비즈센터 비304호 | 
B304,BIZcenter,SKn TechnoPark,Sangdaewon 1(il)-dong,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Seoul, Korea   Tel. 031-776-3560    Fax. 031-776-3561 

Web. www.suintech.co.kr   E-mail. hjjo@suintech.co.kr 

유량계측기기의 국산화, 그 중심에는 (주)수인테크가 있습니다.

(주)수인테크는 회사 설립이래 유량계측장비의 국산화와 제품

의 품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초음파다회선유량계(습

식),초음파외벽부착식(건식),압력데이터로거를 국산화하여 다변

화되는 수요에 최적의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생산 및 설치, 유지보수를 일괄 처리하는 체계적인 시

스템으로 고객과의 책임있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증 및 획득마크

• 조달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 성능인증 / 위생안전기준인증

•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ISO9001:2000)

• 특허(제0689771 다회선초음파유량계의 제조방법)

• 특허(제0785880 핀고정식 멀티패스 클램프온 유량계)

•  특허(제0839141 듀얼CPU를 이용한 무선PDA 다운형 초음 

  파유량계)외 15건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 직접생산증명서 / 벤쳐기업등

주요 제품 및 기술 

초음파다회선유량계(일반형,압력계일체형): SF-100,SF-110

초음파다회선유량계(비만관형,만관-비만관겸용): SF-200, SF-210

초음파다회선유량계(암거형,개거형): SF-300, SF-310

•  적용분야 / 수요처: 상수(원수,정수), 하수, 농-공업용수 ,폐수,  

 오수, 오일 등 각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공단, 유수율향상 및 거래용

•  사양

- 측정범위: -30m/s ~ +30m/s

 측정구경: 50mm ~ 10,000mm

- 정밀도: ± 0.5%(M.V)

- 듀얼CPU사용 및 데이터 저장 250,000개 이상

- 에러, 정전, 리셋, 교정이력 300개 이상

-   순간유량, 적산유량, 압력, 수온, 회선별 그래프 및 유속:  

 한화면 표시, 한글메뉴표시

-  출력의 다양화 및 호환성: 4~20mA, PULSE, RS232C  

 (MODBUS), 수질데이타 입력

- 다운로드(노트북)

초음파외벽부착식유량계(건식.1패스,2패스,4패스): CF-

100,CF-200,CF-400

•  적용분야/수요처: 상수(원수,정수), 하수, 농-공업용수, 폐수,  

 오수, 오일 등 각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유수율향상 및 거래용

•  사양

- 측정범위: -30m/s ~ +30m/s

  측정구경: 50mm ~ 10,000mm

- 정밀도: ± 0.5 ~ 1.0%(M.V)-회선수에 따라 정밀도 변동.

- 듀얼CPU사용 및 데이터 저장 250,000개 이상

- 에러, 정전, 리셋, 교정이력 300개 이상

-  순간유량, 적산유량, 압력, 수온, 회선별 그래프 및 유속:  

 한화면 표시, 한글메뉴표시

-  출력의 다양화 및 호환성: 4~20mA, PULSE, RS232C  

 (MODBUS), 수질데이타 입력

- 다운로드(노트북)

압력데이터로거: Si-Log

•  적용분야: 소화전, 가정수도등 수압 측정 및 저장 / 블록 사 

 업시 휴대용 수압 측정 및 분석 / 소화전에 밴드클램프 고정  

 및 시건 장치

•  사양

- 정밀도: ±0.25%(F.S)

- 전원: DC 3.6 리튬 밧데리(수명:1년)

- 데이터 저장: 130,000개(90일/분)

-  데이터 저장 내용: 연월일시분, 압력

- 데이터 다운 방법: 노트북 RS-232 다운(전용 다운케이블)

- 데이터 전용 프로그램: 엑설로 데이터 다운

- 크기: 100(W) x 60 (H) X 100(D)

- 재질: 알루미늄

- 방수등급: IP68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지방 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소

•  한국수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지역난방공사 外 다수

초음파유량계

Suintech is a leading company in Ultrasonic flow 
meters in Korea.
It provides customers with high quality goods and 
services.

Certificate & Patent
Certificates
• Performance
• Hygiene
• ISO9001, 2000
• R&D center
Patents
•  Many core patents for the manufacture of the  
 meters

Main Product & Technology 
Main products
• Multi path Ultrasonic flow meter: wetted type
• Multi path Ultrasonic flow meter: clamp on type

Application 
• Measurement of various typs of liquids

Specification: Wetted type
• No. of path: 3, 5
• Velocity range: -30m/s ~ +30m/s

• Applied pipe diameter: 50mm ~ 10,000mm
• Accuracy: +-0.5% (M.V)
• Dual CPU
• Save/Download: Over 250,000 data
•  Display: Flowrate, Total, Pressure, Temperature,  
 Velocity Profile, Speed of liquid etc.

• Output signal: 4~20mA, Pulse, RS232C
• Download with Notebook PC

Specification: Clamp-on type
• No. of path: 1, 2, 4
• Velocity range: -30m/s ~ +30m/s
• Applied pipe diameter: 50mm ~ 10,000mm
• Accuracy: +-0.5 ~ 1.0% (M.V)
  (Depends on no. of paths)
• Dual CPU
• Save/Download: Over 250,000 data
•  Display: Flowrate, Total, Pressure, Temperature,  
 Velocity Profile, Speed of liquid etc.

• Output signal: 4~20mA, Pulse, RS232C
• Download with Notebook PC

Performance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압력데이터로거

초음파만관-비만관유량계 클램프유량계

SUINTECH



2014 W
ATE

R
 K

O
R

E
A   322 /

323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MeAsuReMent, AnAlysIs e-2-4

(주)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 SWAN Analytical KOREA Co., Ltd

President 백현실 | Hyun-Sil, Baik
Ad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학의로 268, 안양메가밸리 512호 | #512, AnyangMegavalley 268 Hagui-Ro, 
Kwanyang-dong, Dongan-gu, Anyang-si, Kyounggi-do, Korea
Tel. 031-420-5963   Fax. 031-420-5969   Web. www.swankorea.co.kr   E-mail. swan@swa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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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Swan Analytical KOREA Co., Ltd는 선진기술과 글로벌 경

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력과 

적극적인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

장세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wan Analytical KOREA Co., Ltd는 지식경영을 바

탕으로 혁신의 틀을 확립하고, 창의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며, 유리

경영으로 고객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

수한 인재들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수질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되

도록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 잔류염소 연속측정기(AMI TRIDES) 형식승인

• 탁도 연속측정기(AMI TURBIWELL) 형식승인

주요 제품 및 기술 
Parameters
• Ammonium  • Chlorine/Ozone/ClO2 

• Nitrate  • Oxygen (dissolved) 

• pH  • Phosphate 

• Redox (ORP)  • Silica 

• Sodium  • Turbidity

• TOC • Hydrazine/Carbohydrazide 
• Conductivity/Resistivity/Pharma

1. Monitor AMI Trides (잔류염소측정 분석기-Amperometry법) 

hypochlorous acid,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와 같은 살균제 측정을 위한 전류방식의 분석기

•  잔류 염소 측정 시, 실시간 pH 보상을 위한 선택적 pH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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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alyzer AMI Codes-II (잔류염소측정 분석기- DPD법)

free chlorine, hypochlorous acid,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 and monochloramine와 같은 살균제 주입제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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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가제를 포함하는 물에 적용

•  측정: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bromine and                           

 iodine, monochloramine or ozone. 

•  시약 통, 시약주입 시스템, 반응기, 유량조절기, Photometer,  

 측정과 전기제어를 포함하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

•  온도 보상에 따른 통합적인 pH 측정.

•  살균제 및 pH제어를 위한 모든 일반적인 주입 장치는 릴 

 레이 또는 아날로그출력신호를 통해서 연결.

•  측정 범위:

  - Ozone: 0.000 to 1.0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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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to 3.00mg/l

 3.00 to 5.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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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onitor AMI Turbiwell (비 접촉시 고 정밀 탁도계)

폐수 및 수 처리 시설, 깨끗한 물, 식수 등에서 탁도의 연속적인 

측정을 위한 ISO 7027(EN 27027, DIN 38404)에 기반 한 고 정

밀의 탁도계.

•  시료의 배출을 위한 밸브 및 챔버 

•  시료의 기포 형성 예방을 위한 시료가스 제거기의 선택적 사양

•  품질 보증을 위한 고 정밀 표준 규격 채택

•  측정 범위: 0.000 to 200.0 NTU / 

 with a precision of  ± 0.003 NTU or 1% of read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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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성능의 통합적인 pH 센서.

• 경도를 위한 적정 kit 포함.

•  살균제, 용해된 철, 용해된 알루미늄, pH 값과 ORP-Redox의 

 결정을 위한 휴대용 장비.

• 휴대의 경우 잘 고안된 분석 설정

• DPD 방식에 따른 Oxycom 시약의 살균제 결정.

• 일반 과 전문가 모드로 선택적 사용 가능. 

• pH 와 Photometer의 결합형 마이크로프로세스 제어시스템

• 디지털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

Main Product & Technology 
Parameters 
• Ammonium  • Chlorine/Ozone/ClO2 
• Nitrate  • Oxygen(dissolved) 
• pH  • Phosphate 
• Redox(ORP)  • Silica 
• Sodium  • Turbidity
• TOC • Hydrazine/Carbohydrazide 
• Conductivity/Resistivity/Pharma

1. Monitor AMI Trides (Amperometry) 
Microprocessor controlled system for the automatic 
and continuous measurement of disinfectants in 
potable water and swimming pools
•  Amperometric analyzer for disinfectans such as  
 hypochlorous acid,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

•  Optional pH measurement for the on-line  
 compensation of pH when measuring free chlorine.

•  No reagents, no consumables.
•  Factory tested and calibrated. Provides immediate results.
•  Measuring r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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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alyzer AMI Codes-II (DPD)
Colorimetric process analyzer (DPD-method) for 
measurement and dosing control of disinfectants 
such as f ree chlor ine,  hypochlorus ac id, 
chlorine dioxide, ozone, bromine, iodine and 
monochloramine.
•  For the continuous online determination of  
 disinfectants based on the DPD colorimetric  
 method (EN ISO 7393-2; APHA 4500 Cl-G.

•  Also applicable for water containing additives  
 like corrosion inhibitors, cyanuric acid and  
 antiscalants.

•  Measurement values: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bromine and iodine, monochloramine or ozone.

•  Integrated pH measurement with temperature  
 compensation (available as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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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onitor AMI Turbiwell (non-contact nephelometer)
High precision, non-contact nephelometer based on 
ISO 7027 (EN 27027, DIN 38404) for the continuous 
measurement of turbidity in pure water, potable water, 
surface water treatment and effluent.
•  Turbidimeter with sample chamber and valve for chamber drain.
•  Optional sample degasser for the prevention of  
 interfering bubbles formation in the sample.

•  High precision secondary standards for quality assurance.
•  Measuring range:- 0.000 to 200 FNU/NTU with a  
 precision of ± 0.003 FNU or 1% of reading,  
 automatic range switching.

•  Sample conditions: Flow rate: approx. 20-60 L/h-  
 Temperature: up to 40 °C

4. Chematest 25 (Portable Instrument)
Hand-held instrument for the determination of 
disinfectants, dissolved iron, dissolved aluminium, pH-
value and ORP/redox-potential.
•  Photometer and pH-combimeter with state of the art  
 microelectronics and clearly arranged display.

•  Determination of pH-value and ORP/redoxpotential  
 by maintenance-free electrodes. 

•  Determination of disinfectants with Oxycon reagents  
 following the DPD method

•  Determination of free and bound chlorine, chlorine  
 dioxide, ozone, iodine, bromine, cyanuric acid,  
 dissolved iron, dissolved aluminium, pH-value and  
 ORP/redoxpotential.

◀ (좌)Monitor AMI Trides
    (중)Analyzer AMI Codes-II
    (우)Monitor AMI Turbiwell

▶ Chemates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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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산업(주) | SHINWOO Industrial Co., Ltd.

President 하경숙 | Kyeong-Suk, Ha
Add. 전북 김제시 금구면 콩쥐팥쥐로 710-19 | 710-19, Kongjwipatjwi-ro, Geumgu-myeon, 
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063-548-4123   Fax. 063-548-4121   

Web. www.sw4123.co.kr   E-mail. sw4123@hanmail.net 

도전·창의·혁신을 통한 최고의 기술개발과 친환경 수도미터

기 공급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수도자재 전문기업!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신우산업(주)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우산업(주)은 창업 이래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시스템 등 선진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수

도미터기와 수도 자재를 개발·공급하여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

서고 있는 수도자재 전문기업입니다. 

신우산업(주)은 고객여러분께서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녹색기술 인증-수도계량기보호통

• 녹색인증 제품-수도계량기보호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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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조절장 

 치를 포함하는 수도계량기

• 상표등록 제0624614호 F.U.W.M 무동파미터기 등록

• 발명특허 제10-0758803호 주물생산된 폐 수도미터기의 외 

 갑체 재활용 장치 및 방법

• 디자인등록 제30-0467825호 수도미터기

• 발명특허 제10-0761213호 수도미터기 보호통용 뚜껑 동시  

 개폐장치

• 발명특허 제10-0767282호 수도미터기의 도금 지그

• 유사디자인등록 제30-0467826호 수도미터기

• 발명특허 제10-2863124호 수도미터기 내부의 에어배출장치

• 발명특허 제10-0949792호 역류방지 수도미터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수도미터(습식): 역류방지,이중역류방지, 동파방지, 원격식

- 대형 수도미터 (월트만식)

- 수도계량기 보호통 (동결동파방지형/일반 / 밭기반 / 대형고감도)

-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팩

- 초음파 유량계

- 전자기 유량계

- 제수변 보호통 (이단철개 일체형)

- 부동전(스테인레스)

- 대형스트레이너,연결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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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흐름방지 연결관

• 미세 누설 유량을 차단하여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제품

• 100% 역류방지 기능을 갖고 있어 기존 역류방지 밸브를 대체 

 할 수 있음

• 기존 급수배관을 이용하며 계량기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지속사용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공동개발.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완전 충진되어 보온성 탁월.

• 신축성이 튀어나 파손되지 않아 교체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보호통 내부가 청결함

동파방지 보호통

동파방지 수도미터-무연

미세흐름방지 연결관

대형 수도미터

동파방지 보온재

동파방지 수도미터-스테인리스

미세흐름방지 연결관 설치 예

와류방지 스트레이나

이중역류방지 수도미터

초음파유량계

전자기유량계

대형보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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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정밀(주) | SHINHAN PRECISION CO.LTD

President 전충락 | Chung-Rack, Jeon
Add. 인천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92번길 12 | 12, Janggogae-ro 92beon-gil, 
Nam-gu, Incheon, Korea   Tel. 032-865-0411   Fax. 032-865-0410   

Web. www.spic.co.kr   E-mail. spic@spic.co.kr 

물과 함께 하는 저희 신한정밀은 소중한 국가자원인 물과 환경 

보호를 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자체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국가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새

로운 도약을 위하여 고객 여러분이 맡겨준 크고 작은 일에 성

실한 자세로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신한정밀은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보다 활기차

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업 이래로, 오직 계량계측기기 사업에만 매진해 온 기술력의 

Know-How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주의 경영을 실현하며, 

더욱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 인류의 꿈

이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하여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

으로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끊임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생산 제품

전자식 전력량계,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가스미터, 대

형 전자식 수도미터, 유량계, 스트레이너, 대형 수도용 단관, 자

동 원격검침 시스템

인증 및 마크, 수상 이력

획득 인증 및 마크

• ISO 9001 / 14001 • IMS(정보화 경영 체제)

• KS 마크 인증 • KC 마크 인증

• 환경 표지 인증 • GQ 마크 인증

• CE 마크 인증 • INNO-BIZ 인증

수상 이력

•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 장영실 과학문화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 중소기업 대상

• 혁신 우수기업 대상 • 신 지식인 특허인

• 국제발명 전시회 은상, 동상 • 우수 디자인상

주요 제품 및 기술 

전자식 수도미터

• 외갑이 연산부를 감싸는 구조로 물리적 충격에 강합니다.

• 패킹, 융착, 기계적 밀봉으로 습기를 3중 차단합니다.

• 보호 덮개가 있어 파손 방지에 용이합니다.

• 저유량에서도 정밀도가 높습니다.

• 가정용의 경우, 역류 방지형으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  단계별 배터리 수명표시, 누수 감지 표시, 과유량 감지 표시  

 및 역류 흐름 감지, 미사용 감지, 통신상태 표시, 데이터 저장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실시간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계식 원격용 수도미터

•  유량의 흐름을 미터에 내장된 마그네틱 리드스위치(Reed  

 Switch)로 전기적인 펄스를 발생시켜 통과한 유량을 지시부에 

 전달합니다.

동파 예방용 수도미터

•   계량기 내부에 고압에도 견딜 수 있는 에어압축튜브를 내장하 

 여 동결로 팽창된 부피를 흡수하였다가 해빙 후 환원시키는 

 구조입니다.

• 동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예방이 됩니다.

We, Shin Han Precision working always with the 

water, are very proud of our role and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such a way 

of conserving the water and environment, which 

are the nation’s valuable resources. On the back 

of our endeavors that have been concentrated on 

developing the products based on the state-of-

the-art technology we developed, we, all of the 

staff of Shin Han Precision, will make every effort 

to satisfy the customers’ needs, small or big, in a 

faithful way and manner, whenever we are asked. 

We will be creating a more dynamic and proactive 

business culture and philosophy in preparation 

for the days to come. Based on our accumulated 

know-how and experience in the filed of gauge 

and meter, we will be achiev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business, as well as growing to 

become a healthy and robust enterprise. With 

the promise to fulfill our obligations to grant all 

of our customers the convenient and happier 

society for the days when people’s dream comes 

true, we sincerely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Products offered
Electronic electricity, Water meter, Hot water meter, 

Heat meter, Gas meter, Large electronic water meter, 

Flow meter, Strainer, Large water pipe,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Certificate & Mark, Award Record

Certification and Mark

• ISO 9001 / 14001 • IMS 

• KS • KC

• Korea ECO-label • GQ

• CE • INNO-BIZ

Award Record

• IPresidential citation

• Jang Young Sil Science&Culture award

• Minister prize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 Grand prize of Small&Medium business

• Grand prize of excellent innovation

• New Intellectual, Patent Person

• Excellent Design

• Silver and Bronze prize in Korea International  

  Invension

Main Product & Technology 

Electronic water meter

•  It is strong on the physical impact because of  

 protective case.

• Moisture is blocked by packing, Fusion, Sealing.

•  It is used of prevent damage because of  

 protective cover.

• It has high precision in low-flow.

•  In case of home, We can manufactured  

 backflow prevention type.

•  It has followed function; Battery life, Leak  

 detection, Overflow and backflow sensing,  

 Unused sensing, Communication status, Data  

 storage.

Mechanical remote waer meter

•  Magnetic reed switch built-in flow meter passed  

 the electrical pulses and delivered to the  

 instruction flow.

Freeze and Burst Prevention water meter

•  Air compression tube built-in meter absorbed  

 the expansion volume of freeze and reduced  

 when melt.

•  Due to freeze and burst, human and material  

 damage is preventable.기계식 원격용 수도미터전자식 수도미터동파 예방용 수도미터

동파방지용 에어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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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썬텍엔지니어링 | SUNTECH ENGINEERING Co., Ltd.

President 손창식 | Chang-Sik, Son 
Add.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803호(감전동132-7, 벽산디지털벨리) | Byuksan Digital Valley 803, 
303 Daedong-ro, Sasang-gu, Busan, Korea   Tel. 1588-7084   Fax. 0303-3130-0410   

Web. www.suntech-eng.co.kr   E-mail. kyj@suntech-eng.co.kr

(주)썬텍엔지니어링은 설립이래 ‘고객만족기술, 고객감동서비

스’의 슬로건으로 안전하고 진보된 기술로 급변하고 다양한 물 

환경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분야인 원격·통합감시제어시스템과 유량계, 수질계측기 

등 환경계측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물 관련 산업에서도 첨단기

술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

하고 있습니다. (주)썬텍엔지니어링은 신의와 창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여 사람과 환경을 위한 21세기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2007.04 ISO 9001/14001 인증 취득

•  2009.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제9021-1036호) 인증 취득 

• 2011.09~현재 조달우수제품 계장계측제어장치, 수질계측기 지정

• 2009.12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12-099호: 계장계측제어장치 PCMS-1000)외 1건 취득

•  2008.04~현재 특허(제0659494호)외 5건, 실용신안(제 

 0431070호) 1건, 디자인특허(제30-2013-0023235호)외  

 2건, 상표(제40-0953800호) 1건 보유  

•  2013.01~현재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DWMS-CM-2013-1호)외 3건 취득

주요 제품 및 기술 

1. 다항목 수질 계측기 Aqua2000

• Aqua2000은 수돗물의 수질을 실시간 자동연속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 전기전도도, 수 

 온 등 여러 항목의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고, 또한 이 

 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썬텍엔지니어링 만의 독자적인 특 

 허기술을 적용한 수돗물의 소독능 및 불활성화비를 실시간으 

 로 판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Aqua2000에 적용된 수질측정수조는 단일 일체형 멀티샘플챔 

 버의 구조로서 시료(측정샘플)수 유입에서 방류까지 단일 경 

 로의 자연유하방식으로 설계되어 최소유량으로 모든 항목을  

 측정한 후 방류되는 구조로서 측정 후 버려지는 물 낭비를 최 

 대 10배 이상의 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고정밀 수질계측기 입니다.

2. 멀티탁도계 Aqua2000-4T 

•  Aqua2000-4T는 장치 내 독립된 다수 (4개)의 탁도 측정부를  

 하나의 장치에 내장하여, 각각 서로 다른 시료수를 동시에 자 

 동연속 측정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분당 200ml의 초소량 시료수 사용 

•  기존 제품의 절반 가격의 설치비용(4T 교체비용 포함 약 3000만원)

• ±0.001NTU의 높은 정확도

• 90% 15초 이내의 매우 빠른 측정속도 

• 설치공간효율성 극대화/콤펙트한 사이즈

• 기존 여과지별 탁도계 아주 쉽게 교체

• 설치공간효율성 극대화

•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한글, 도움말, 윈도우형 메뉴, 간편 조작)

3. 잔류염소계 Aqua2000-FCL

• 유리염소(Free Chlorine)/잔류염소값, 수온값 동시 출력/온도보 

 상/pH 자동보상(옵션)/공장출하교정(Pre-calibrated)/Plug &  

 Play 센서/고강도 테플론 멤브레인(교체형)/원격 측정, 교정, 설 

 정 및 진단/일체형 잔류염소 측정장치

4. 정수용탁도계 Aqua2000-LT

• USEPA 180.1 측정방식/탁도값, 수온값 동시 출력/Plug & play  

 센서/버블제거장치내장(Bubble trap)/최소량의 샘플사용/해상 

 도 0.001 NTU/램프교체주기 2년/설치공간의 최소화/디지털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The Water(水) is the source of all lives and the most 
valuable finite resource for human and society. 
Therefore, Ensuring clean and safe water is the 
most basic element in modern human society. In 
Korea, Water-related technologies and products 
are still heavily dependent on abroad.  We can 
preserve our precious water by developing more 
powerful technology and the products.
S U N T E C H  E N G I N E E R I N G ,  s i n c e  i t s 
establishment, is developing into a company 
specializing instrumentation, such as water 
and sewage flow measurement technology, 
quality measurement,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and water treatment automation, by 
achieving optimal technology suitable for rapidly 
changing and various environments with safe and 
advanced technology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Mult i-parameter Water Qual i ty Measur ing 
System Aqua2000 is suited to the country's 
water environment and has developed with the 
optimum innovative technology products to drink 
clean and safe water with a lot of people. This 
product developed by our efforts and skills is an 
indispensable device to supply safe drinking water.
SUNTECH ENGINEERING will promise to devo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ly competitive 
products by more advanced technologies and 
innovative ideas.

Main Product & Technology 
1. Multi-parameter water quality 
 analyzer Aqua2000 
Aqua2000 is as equipment measuring water 
quality of the tap water continuously, automatically 
and in real-time and transmitting them, is a 
equipment measuring various items of water 
quality and flow rate such as turbidity, residual 
chlorine, pH and water temperature of the various 
item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infection 
performance and Inactivity ratio of tap water 
can be decided and displayed by using these 
data. This equipment was developed only the 
Suntech engineering Co., Ltd.'s unique patented 
technology. (Patent No. 10-0882800, GS No. 08-
0283)

2. Multi-Turbidimeter Aqua2000-4T  
Aqua2000-4Tis device that have been built in 
one unit for independents turbidimeters and can 
simultaneously measure for each with different 
number of samples.
• Minimize the amount of Sample:  200ml per minute!
• Low price than existing product.
• High accuracy: ±0.001NTU
• Fast speed for measurement: 90% 15s
• Compact size than existing product.
• Not required subsidiary facil it ies such as  
 enclosure
• Very easily replace existing turbidimeters on filter tank.

다항목 수질 계측기 Aqua2000 멀티탁도계 Aqua2000-4T 

잔류염소계 Aqua2000-FCL 정수용 탁도계 Aqua2000-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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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엔텍 | CMENTECH CO.,LTD.

President 홍대진 | Dae-Jin, Hong
Ad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103 | Daewoo FrontierValley , 1030, 
Joong-dong, Kiheung-ku, Yongin-si, Kyungki-do, Korea   Tel. 031-702-4910    
Fax. 031-702-4911   Web. www.cmentech.co.kr   E-mail. yususun@cmentech.co.kr  

오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인류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씨엠엔텍은 초음파 측정기술을 원천으로 하여 유량과 유속, 압력 

그리고 수위 측정 센서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선보여 왔습니

다. 5회선, 3회선 습식다회선 초음파유량계,고정밀 음파수위계와 

개수로 유량계들은 세계적으로도 제품화에 있어 가장 앞선 기술

들입니다. 씨엠엔텍은 국내에 구역계량용 유량계를 가장 많이 공

급해 왔으며 세계적인 품질관리 및 고객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장에 가장 적

합한 측정 핵심기술을 제공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과 신뢰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벤쳐기업 인증 • 수도미터 형식 인증

• 열량계 형식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실용신안(0354946) • 유량계 직접생산자 증명

• ISO 9001인증, ISO14001환경인증

• 국제교정기관(유체유동분야)인증 - KOLAS

• 유럽 안전규격 인증 (CE인증)

• 유량계 전구경 전품목 위생안전인증

• 프로세서제어반 직접생산자 증명

•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 특허(0562266,0519479, 0519481, 0719814,

 10-0793088, 10-0791953, 10-0780819外 18건)

• 디자인등록(0423917, 0423919)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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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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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1000Plus (부단수 직접시공용)

• 부단수 직접설치 방법(유지보수시에도 부단수)

• 천공시편을 활용한 정확한 단면상태 및 면적에 의한 유량측정

• 자동영점보정 및 간접교정 방법으로 정밀도 보장

• 압력계, 온도계, 수위계 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한 측정가능

UR-1010Plus (비만관용)

• 유속수위 연산식 이용 비만관/만관 겸용 유량계측

• 수위계: 압력식, 초음파식 음파식 모두 가능

• 최저수위: 1회선 이하 계측가능(수위 및 유량특성곡선 생성)

• 완벽한 방수실현(IP68)

• 만관시 자동 에어 제거기능으로 완벽한 측정보장

• 하수 및 폐수의 농도 30g/ℓ(기포함유량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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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한국환경공단 유량계 공사 진행 • 수자원공사 유량계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량계 납품 • 각 지역 지자체 구역 유량계

• 한국 농촌공사 수위계 납품

Cm Entech Co., Ltd. has developed core 
technology for the survival of the human race that 
enables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Cm Entech mission is to be a company 
of integrity, worthy of trust, and to do our best 
to manage water resources efficiently to reduce 
waste. Cm Entech’s goal is to contribute to the 
health of people and nature with environmental 
friendly ultrasonic flow measurement technology. 
Cm Entech’s superior products are exported 
all around the world /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 honesty and integrity

Certificate & Patent
• 2004: Cm Entech was founded
•  2007: Certification as a proven domestic flow  
 meter manufacturer, certification as a proven  
 domestic processor control manufacturer, Flow  
 meter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Innobiz  
 certification

•  2008: Selected as Promising Company in  
 Gyeonggi-do

•  2009: Licen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tractors, Wetted multi path ultrasonic  
 flow meter performance certification, excellent  
 product award, Automatic control panels and  
 instrumentation control system, and Certification  
 as a proven domestic manufacturer

•  2010: ISO DNV->ICR change certification,  
 Selection as flow meter training institution by  
 the Water and Wastewater Association, Two  
 registered patents for multi path ultrasonic  
 flow meter equipment, Winner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s Award

•  2012: Flow calibration lab, the metropolitan  
 facil ity completion, water meter and heat  
 calorimeter production and repair registration  
 (Yongin City Hall) KC (Hygiene Safety Standards)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Our wetted multi path ultrasonic flow meter, a high 
precision commercial process flow measurement 
device, minimizes measurement errors using 
the principle of ultrasound propagation time 
differences
This ultrasonic meter is a pure domestic product 
and has a very wide range compared to most 
other types of meters. The level measurement 
error is guaranteed to be less than ±10mm 
regardless of the measurement range.

Additionally, this innovative water meter has 
minimal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sts
An open channel f low meter for accurate 
flow measure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ewag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water 
treatment(artificial) channels, as well as small rivers.
All systems can be fully managed with real-time 
monitoring and control of remote valves, water 
flow, and water level, with leak, and flood warning.
Advanced Venturi tube 3D measurement system 
by Cm Entech Co., Ltd.
Venturi tube hydrostatic testing permits the 
detection of any leaks occurring around the welds 
of the flow tube and sensor.
A correction system to find the factors causing 
measurement error in the ultrasonic flow meter 
when fluid is not flowing.
Development processes that produce a precise 
and multi path ultrasonic flow meter of the highest 
quality through refinement of standard meter 
operation with specialized high-performance 
sensors from Cm Entech.
Cm Entech maintains top quality and high 
durability with precise measurement chambers 
that deliver precise measurements even under 
extreme conditions.
Top-notch maintenance support is available 
any t ime and anywhere  w i th  the  on-s i te 
maintenance support service.
Cm Entech provides world-class customer 
support  24/7 with the af ter  sa le support 
management system.
The company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ed calibration laboratory on the basis 
of its expertise in conducting aging tests using 
constant hygrostat and high-tech measuring 
instruments and careful management of shipping. 
Furthermore, it has nine certifications and holds 
25 patents.

Performance
•  CIHEUNG CITY FLOWMETER
•  HYUNDAI HYSCO FLOWMETER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FLOWMETER

•  CHEONGJU CITY FLOWMETER
•  SEOUL CITY FLOWMETER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FLOWMETER

•  KOREA DISTRICT HEATING CORP 
 ULTRASONIC HEAT METER

UR-2000Plus (개수로/하천용)UR-1010Plus (비만관용)UR-1000Plusⓟ (구역, 만관용) UR-1000Plus (부단수 직접시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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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닉스 | ANIX®

President 황광문 | Gwang-Moon, Hwang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5 366-1관보빌딩 609호 | #609, Gwanbo Shopping, 
Yatab-Dong 366-1, Bundang-gu, Seongnam-si, Korea   Tel. 031-701-3764   
Fax. 0031-709 9766   Web. www.ainisi.com   E-mail. nacoengk@gmail.com

1988년 설립된 에닉스 밸브는 중국 온주시 경제 개발 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강에닉스밸브”와 “절강에닉스플랜트”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에닉스는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티타늄 등의 밸브 및 파이프 연구개발, 설계, 생산하고 있으며 최신정밀가공설비와 시

험설비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닉스 제품들은 석유, 화학, 천연가스, 전력, 제약, 생명공학, 염료 , 금속가공, 섬유, 식품, 군

수산업, 건설, 냉동, 수도 밑 기타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이래 당사제품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및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품질 보증 시스

템과 양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 유럽 연합(EU, CE) 인증

• 미국 API 인증

• 볼 밸브 소방인증

• 측정 표준화 AAA급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볼 밸브

• 글로브 밸브

• 체크 밸브

• 스트레이너

• 게이트 밸브

• 버터플라이 밸브 외 각종 밸브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제약회사

• 생물과학기술

• 삼성전자

• 미국제너럴일레트릭플라스틱

• 상하이화력마이크로전자회사

• 칭가오맥주회사

•  석유, 화학, 천연가스, 전력, 제약, 생명공학, 섬유, 건설. 수도  

 및 기타산업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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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에스워터(주) | MeasurementandSolutionWaterCo., Ltd.

President 강유선 | You-Seon, Kang 
Add. 경기 군포시 고산로166, 104-1105,1106 (당정동, SK벤티움) | 1105,1105/104, Gosan-ro 166, 
Gunpo-si, Gyeonggi-do (SK Ventium, Dangjeong-dong)    Tel. 031-436-0791   
Fax. 031- 436- 0793   Web. www.mnswater.com   E-mail. mnswater@naver.com 

엠앤에스워터(주)는 2005년에 설립되어 전자식 수도미터를 기

반으로 Walk-by system에서 Fixed type system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선원격검침솔루션을 구축한 시스템업체로써, 국내 및 

해외의 선진기술을 기반으로 최상의 품질보증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엠앤에스워터(주)의 무선원격검침솔루션은 다년간에 거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업

그레이드를 통해 제품과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엠앤에스워터(주)는 최고의 기술과 무선원격검침솔루션으로 고

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1C세기형 물관리전문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실용신안 2건 • 특허 3건

• 형식승인 9건 • KC인증 3건

주요 제품 및 기술 

전자식수 도미터(Q15C, Q15E, Q25E)

•  구동부가 없는 방식으로 임펠라(회전부)의 마모 등이 발생하 

 지 않으며, 이물질 등에 영향을 받지않아 안정적인 유량측정 

 이 가능한 구조이다.

•  최대 6000G 이상의 외부자력자체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정된 수도계량기 기준(4000G)을 만족한다.

•  이물질 등이 계량기 내부에 흡착되지 않도록 계량기 내부의  

 초정밀 사출과 코팅을 통하여 이물질이 흡착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 내구성에 큰 장점을 가진다.

•  Q1:12.5litter 와 Q2/Q1 비는 가장 낮은 1.6 을 갖으며 Q3/Q1  

 비는 200배수 내외의 특성으로 최소유량에서 정확한 유량측 

 정이 가능케 하고, 과대의 유량에서는 계량기의 손상없이 사 

 용케 하여 불필요한 관경확대로 인한 계량기 불감율이 발생하 

 지 않는다.

초음파식수도미터(U Series)

•  구동부가 없는 방식으로 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기가  

 전혀 측정되지 않아 정확한 유량의 측정이 가능하다.

•  초음파식 수도미터의 구조적 특성상 Strainer가 필요 없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8년 이상의 사용수명을 보장한다.

•  Q3/Q1비는 200배수 내외의 특성으로 최소 및 과대의 유량에 

 서 정확한 유량측정이 가능하다.

자동무선원격검침시스템(SM AMR System)

•  주변 RF Transmitter(검침단말기)의 정보를 Data Collector(데이터수 

 집기)로 전달해주는 Repeater(중계기)와 전달받은 정보를 CDMA  

 통신을 이용하여 Data Server(데이터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  옥외 설치되는 Repeater(중계기)와 Data Collector(데이터 수집 

 기)는 저 전력 소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전원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태양전지를 이용한 태양에너지로 구동이 가능하다.

•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계량기의 이상현황 지역에 대 

 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특히 상수도 누수파악을 초 

 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상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검침시점에 정확한 데이터 검침 

 이 가능하고, 계절 및 시각대별에 따른 정확한 사용량 체크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 관리에 대한 계획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PDA무선원격검침시스템(SM PDA System)

•  PDA 검침단말기를 통하여 계량기의 확인 없이 현재 지침 및  

 계량기 이상 정보를 확인하여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써 PDA 검침단말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 

 로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수정하여 상호 호 

 환, 검색 및 보고서 등의 출력이 가능하다.

옥외표시부검침시스템(SM DISPLAYER System)

•  계량기 옥외에 설치하여 계량기의 지침 및 이상정보를 LCD를  

 통해 표현하는 시스템으로써, 계량기와의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  원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PDA 무선원격검침 또는 자동 

 무선원격검침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  6개월 데이터 저장 및 분석과 시간대별 Peak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카메라를 이용한 옥외검침시스템(촬상방식)

•  카메라를 이용한 촬상방식 옥외검침시스템 도입 시, 대구경  

 수도미터의 경우 계량기의 교체없이 촬상방식으로 데이터값 

 을 전송하여 PDA로 그 데이터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보호통 안(어두움) 이나 보호통 밖(밝음) 에 설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상을 받을 수있다.

•  미터 교체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원격검침시스템 납품실적: 군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상주시, 홍천군, 화천군, 한국수자원공사

•  옥외검침시스템 납품실적: 군포시, 부천시, 고양시, 김해시

•  고정밀 전자식수도미터 납품실적: 한국수자원공사(통영, 금산,  

 논산, 서산, 정읍), 서울시

•  PDA검침시스템 납품실적: 평택시, 고양시, 청원군, 해남군, 부천시

전자식수도미터제품군

대구경전자식수도미터제품군

초음파수도미터제품군 카메라촬상방식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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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ing Group In Measuring Instrument
The WESS Global, Inc. has been enjoying good 
reputation in its quality and warranty service since 
its establishment at level, flow, and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 industries.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status

- ISO9001,  CE,  KCC
• Patent registration

- Ultrasonic Sludge Blanket Level Meter
- Ultrasonic Sludge Density Meter
- Clamp-on type Density Meter
- Hybrid Density Flow Meter

Main Product & Technology 
Ultrasonic Sludge Blanket Level Meter
The ENV-100 Ultrasonic Sludge Blanket Level 
Meter manufactured by WESS utilizes enhanced 
ultrasonic technology to measure the sludge 
interface in various types of clarifiers, settling 
tanks, and thickeners with superior accuracy and 
reliability.

Ultrasonic Sludge Density Meter
The ENV-200 is an ultrasonic instrument that 
measures the density of suspended solid in liquid. It 
consists of sensors, a controller, and a junction box.

Clamp-on type Density Meter
The clamp-on type density meter doesn't need 
by-pass line or spool-piece(pipe-section) when 
maintenance or replacement is required. As the 
clamp-on sensor can be mounted outside of pipe 
line even under flow-running condition, the user 
neither need to stop their process nor to consider 
the corrosiveness of liquid.

Ultrasonic Level meter
The LEV-100 Ultrasonic Level Meter utilizes 
enhanced ultrasonic technology to measure 
liquid level in various applications with superior 
accuracy and reliability.

Ultrasonic Flow Meter
The FLO-100 Ultrasonic Flow Meter is designed 
to measure the f low rate of various gases 

flowing through the pipes using the non-contact 
ultrasonic waves. 

Ultrasonic Open Channel Flow Meter
The FLO200 Ultrasonic open channel f low 
meter is non-contact flow meter available for 
measurement of flows in municipal wastewater 
and stormwater sewers. The FLO200 consists 
of a ultrasonic sensor and a micro-processed 
control unit.

Level Switch

Performance
More than 50,000 references in the world.

산업용 계측기기 글로벌 선두기업

웨스글로벌(주)는 수처리/환경산업에 공정제어를 위해 사용되

는 산업용 계측기기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 일본의 Kansai 

Automation 등 세계의 유수 기업들과 함께 R&D를 공동 진행하

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슬러지, 레벨, 유량 계측기기를 해외 

및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개의 현장 관리망을 갖고 있으며, 세계 40여 개국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육성화 사업과 해외 전시

회에도 참여하여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꾸준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웨스글로벌(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독특한 계측기기를 

공급하여 국내계측기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

을 다 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인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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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초음파 계면계

ENV100series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수처리장 등 각종 산업현

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침전물)의 깊이를 측정

하는 계측기

초음파 농도계

ENV200series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유체상에 분

포되어 있는 슬러지 (침전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외벽부착식 초음파 농도계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배관을 교체하거나 제작하지 

않고 배관의 외벽에 센서를 부착하여 슬러지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초음파 수위계

LEV100series 각종 산업현장의 수처리 공정에서 액체의 레벨

을 측정하는 계측기

개수로 유량계 

FLO200-U 다양한 종류의 개수로 유량을 정확하고 안정되게 

측정하는 계측기

초음파 유량계 

FLO100 전도도가 낮은 액체의 유량측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액체에서 양방향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

각종 레벨스위치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삼성전자, 포스코, KCC 등 각종 폐수처리시설

•  서울시 산하 상하수도사업소 외 전국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  동서발전 등 

초음파 계면계 ENV100 초음파 수위계 LEV100

초음파 농도계 ENV200 개수로 유량계 FLO200

외벽부착식 초음파 농도계 초음파 유량계 FLO100

웨스글로벌(주) | WESS GLOBAL, INC.

President 권남원 | Nam-Won, Kwan
Add.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영상관 5층 | 5F Young Sang Media Center, 
Cheonan Valley, Jiksan-ro 136, Jiksan-eup, Cheonan, Korea   Tel. 041-584-8820   
Fax. 041 584 8840   Web. www.wessglobal.com   E-mail. sales@wess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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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윈텍 | WinTEC

President 이효주 | Hyo-Joo, Lee   
Add.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40, 505/506호 | #505/506, 40, Omokcheon-ro 
152beon-gil,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1644-4934    
Fax. 031-278-4968   Web. www.m-wintec.co.kr   E-mail. webmaster@m-wintec.co.kr

“기술력의 세계화”(주)윈텍 의 자부심입니다.

물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주)윈텍은 10여년간의 유

량 관련 현장 경험으로 연구진과 유수 대학 연구진들과 연결하

여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등 유량계에 관련

된 모든 측면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 제조에서 A/S까지 하나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최고의 제품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업체 최

초로 전자유량계 제어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

장등록 등 산업 지적 재산권을 출원하여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

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 및 제지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중요 공정 제어 라인

을 비롯하여 500여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하수처리장 등 관

공서 1,000여개 사기업의 공정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효율

적인 물 관리를 위해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제품개발에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기술진의 

노력을 더해 우리기술을 세계로 알리기 위하여 ㈜윈텍 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  경기 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  유량계 직접 생산 기업

•  산업패밀리기업 

•  의장등록 (2건)      

•  KC인증 

•  실용신안 (1건)

•  프로그램등록 (5건) 

•  특허 (1건)

주요 제품 및 기술 

전자유량계(EM Series)

•  자동원격교정 및 설정

•  원격 데이터 저장 및 모니터링

•  BATTERY 기능 (BATTERY 상태 모니터링 기능)

•  AC - DC 자동전환기능

•  여러 가지 단위 변경기능

•  온도, 압력(Opt) 동시측정 기능

•  7개모드 X 8개 테마를 이용한 56개의 다양한 화면 

•  SD 메모리를 이용한 데이터 무한저장 (PC호환파일)

•  차세대통신기능 (MODUBUS, 블루투스, SD MEMORY 등)

파샬프롬 유량계(WTP Series)

•  AC 85 ~ 250V (Free Voltage)

•  Loop Check 기능

•  순시유량, 적산유량 동시 출력 가능 (4Line LCD)

 출력기능 (4~20mA, Pulse, RS232C) Option RS422, RS485

•  Data Logging 기능 , 수질TMS 표준프로토콜 적용

•  측정 및 출력 단위 변경 기능

초음파유량계(WTU Series)

•  자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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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자동모니터링

•  실시간 데이터 엑셀파일 저장

•  관측소 등록 및 변경관리          

•  DATA TREND를 그래프로 구성

•  관측소 기본현황, 자료분석, 통계관리

•  실시간통신, 원격제어 구성         

•  다양한 차트 옵션

전자유량계(EM Series)

파샬프롬 유량계(WTP Series)

초음파유량계(WTU Series) 원격모니터링시스템

EM1000T 
(터치키패드)

WTP2000 (플루트)

WTU1000 (Potable) TMC-ON 
(Monitoring System)

WTU2000(외벽부착식) 데이터로깅 프로그램

WTP2100 (압력식) WTP2200 (초음파)

EM1200
(분리, 스텐드취부형)

EM1100

분리형 BODY

EM1100T
(터치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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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콤 | Youbicom

President 조태원 | Tae-Won, Cho   Add.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

터 IT동 203호 | 203 IT Convergence Center, Chungbuk Tech Park, 9, Yeongudanji-ro, Ochang-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270-8001    Fax. 043-261-3481    

Web. www.youbicom.com   E-mail. youbicom10@youbicom.com  

(주)유비콤은 대학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하고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가 핵심기술을 이전하여 설립한 신기

술창업전문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양방향 저전력 무선 통신 기반의 검침 시스

템 UbiAmi(AMI)와 스마트 에너지 절전 시스템 ECO-G가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무선원격검침 시스템(2011151)

•  특허: 무선네트워크의 저전력 송신방법 및 장치

  (제 10-0866363호)

•  특허: 무선원격검침기의 회전수 센싱회로(제 10-0686375호)

•  특허: 지그비 단말기의 구동방법(제 10-0803104호)

•  특허: 지그비 알에프모듈을 이용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및 그  

 검침방법(제 10-0612069호)

•  K마크: 수도검침용 전송기(PC12013-142)

•  K마크: 무선원격검침시스템(PB12011-131) - 수도검침용 전 

 송기, 수도검침용 IHD

•  CE인증: 전송기(UBTB-21-U), 옥외지시부(UBIB-10-U), 집중 

 기(UBCB-21-C), 중계기(UBRB-21)

•  ISO 9001: 원격자동 검침시스템(전송기, 중계기, 집중기, 옥외 

 지시부)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스마트 센서, RF 센서, RF 리모 

 콘,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플러그, 중계기, 집중기)의 연구, 개 

 발, 제조 및 서비스(JK-15684)

주요 제품 및 기술 

UbiAmi는 수도/가스/전기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여 데이

터 관리, 분석 및 과금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무선원격 검침시스

템입니다. 누수, 역류, 침수, 온도 탬퍼, 배터리 잔량, 계량기 고

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일정온도 이하의 세대 계량기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고, 수도보호통 내부에 침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424MHz 대역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 관련 

전파왜곡에도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높은 통신 성공률의 검증된 제품

• 검침 비용 및 시간 절감

• 수도관리 서비스 향상

•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검침 가능

• 옥외검침/PDA 검침/원격검침 지원

•  전송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약한 Zigbee 방식을 사용하는 경쟁 

 제품과는 달리 장애물과 전파왜곡에 강한 UHF 424MHz를 사 

 용하고, 특수 제작한 맨홀용 안테나로 전송거리 연장

•  겨울철 계량기 보온 대책의 미흡으로 동파사고가 빈번한데,  

 전송기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침수정보, 온도정보를  

 체크하여 동파 방지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의정부 3,246전

•  괴산 2,018전

•  청원 1,718전 등 전국 30여개 지자체 15,000여전 설치

Youbicom was established with funding from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d core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Research Institute 
of Ubiquitous Bio-information Technology(RIUBIT)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ur mission is 
to commercialize technology developed at the 
university directly and maximize profits. We are laying 
the foundation to become a major player in the 
environment of the future.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UbiAmi(2011151)

•  Certificate: Method of transmitting for low power  
 in wireless network and apparatus thereof(No.  
 10-0866363)

•  Certificate: Circuit for sensing the rotation  
 number of wheel in the wireless automatic  
 reading meter(No. 10-0686375)

•  Certificate: A method for driving a ZigBee  
 terminal(No.10-0803104)

•  Certificate: Wireless meter reading system using  
 ZigBee RF module and method thereof(No. 10- 
 0612069)

•  K-Mark: Terminal for water meter(PC12013-142)
•  K-Mark: Automatic wireless mete reading  
 system(PB12011-131)

•  CE Certificate: Terminal(UBTB-21-U), IHD(In  
 Home Display(UBIB-10-U), Repeater(UBRB-21),  
 Concentrator(UBCB-21-C) 

•  ISO 9001: Research, Development, Manufacture  

 and Service of Remote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such as Terminal, Repeater, Concentrator  
 and  IHD( In  Home D isp lay )  and  Energy  
 Management System, such as Smart Sensor,  
 RF Sensor, RE Remote Controller, Smart Switch,  
 Smart Plug, Router, Coordinator(JK-15684)

Main Product & Technology 
Youb icom's  Ub iAmi  Advanced Mete r ing 
Infrastructure(AMI) solution can be used for 
remote metering of water, gas and electricity. It 
can be applied for reducing water loss as well. 
It also provides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billing services.

•  Features
-  UbiAmi allows monitoring of meter value for  
 each household. Usage trends can be analyzed  
 by region. Fixed metering, PDA metering and  
 IHD operation modes are provided.

-  Terminal is equipped with immersion and  
 temperature sensors to help prevent water  
 meters from freezing and bursting in winter.  
 Meter status will also be passed along so that r 
 eliable metering can always be carried out.

Performance
UbiAmi is currently being used in 30 locations 
including Uijeongbu, Gwoe-san, Tae-an, Cheol-won 
and Cheong-do. It has also received recognition as 
an excellent metering system in overseas markets 
like Finland, Malaysia and Australia. 

UbiAmi무선원격통합검침시스템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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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에이치솔루션 | EH Solution Co., LTD.

President 윤대영 | Dae-Yeong, Yoon
Add.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 A-516 | A-516, Garden 5, Chungmin-ro 52, 
Songppa-gu, Seoul, Korea   Tel. 02-318-0960   Fax. 02-2047-0952   

Web. www.ehsolution.co.kr   E-mail. skkim@ehsolution.co.kr

당사는 국내 하수처리장의 기존 총인제거 공정(침전식, 부상식, 

여과식 등)에 다년간의 운전경험과 인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제거용 응집제 및 이에 대한 자동 투입 시스템을 개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응집제 자동투입 시스템

은 인제거 응집제 투입전 인농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고, 방류

수의 인농도 목표값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응집제를 투

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사례에서 방류수 인농도의 안정화 및 응집제 투입 비용 절감(약 

40%이상 절감)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제10-1138319호 유입수질 모니터링 및 비례제어를 이 

 용한 인의 제거 방법 및 제거 시스템

• 특허 제10-1240237호 고탁도 하수 시료 전처리(여과)기술

•  특허 제10-1301598호 응집제 효율 자동 분석 및 투입율 보 

 정 기술

• ISO9001:2008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요 제품 및 기술 

• 제품명: MPCS(인제거 약품 투입용 비례제어 시스템)

• 주요 기술

-  내장된 인산염 측정기에 의해 15분 단위로 피처리수의 인 

 농도 측정

-  피처리수의 인농도 예측 기능을 적용, 샘플링 시간차에 의

  한 인농도 변화 보정

-  자동 Jar test 모듈을 이용한 하수 성상별 응집제의 인제거  

 효율 실시간 분석

-  MLSS 5,000 이상의 하수내 인산염 농도 측정을 위한 전처 

 리 기능

- 하수 유입 유량계 설치 위치에 따른 유량 변화 예측 기능

-  피처리수 인농도 예측, 유량 변화 예측, 응집제 인제거 효율 

 을 적용한 응집제 투입량 자동 제어 → 정량펌프 제어

- 비상시 원격지원이 가능한 전용 원격지원 모듈 탑재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남양주 진접 푸른물센터 약품 투입시설 개량공사

• 남양주 가운 푸른물센터 약품 투입시설 개량공사

• 평택 소사벌 수질복원센터 약품 투입 자동화 설비 공사

• 수원 서호 생태수자원 센터 약툼 투입 비례제어 시스템 설치 공사

제어화면기계사진

EH Solut ion has acqu i red immeasurab le 
experience during past several years in chemical 
phosphate removal system in Waste Water 
Treatment Plant and developed MPCS(Monitoring 
& Proportional Control System) for automatic 
chemica l  agen t  dos ing  p rocess .  MPCS 
measures the phosphate concentration of 
influent water(before chemical agent dosing) 
and automaticaly control the dosing rate and 
amount of chemical agent to meet the phosphate 
concentration standard of effluent water. MPCS 
has proved as saving 40% of the amount of 
chemical agent used in chemical phosphate 
removal process.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patent for Water quality monitoring  
 and method for phosphate removal system  
 using porportional control system.

•  Certificate of patent for filtering mechanism for  
 waste water with high suspended solid content.

•  Certificate of patent for Automatic analysis  
 of phosphate removal efficiency of chemical  
 coagulant agent 

• ISO9001:2008
• Certificate of Exclusive R&D Department

Main Product & Technology 
•  Product: MPCS(Monitoring & Proportional Control  
 System)

•  Technology
-  Measuring phosphate concentration by 15  
 minutes using integrated testing unit  

-  Predict the current phosphate concentration due  
 to the time difference with sampling time.

-  Automatically perform the real time jar test  
 to analysis phosphate removal efficiency of  
 chemical coagulant agent.

-  Filtering liquor with high suspended solid (MLSS  
 5,000) 

-  Predict current flow rate due to the retention  
 time after flowmeter installation point. 

-  Automatic chemical agent dosing control by  
 controlling in/out signal of dosing pump

Performance
• JINJEOP WWTP in Namyang-ju, Gyeonggi-do, Korea
• Gawoon WWTP in Namyang-ju, Gyeonggi-do, Korea
• Sosabal WWTP in Pyeongtech city, Gyeonggi-do, Korea
• Seoho WWTP in Suwon City, Gye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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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테크 | EG Tech

President 양희윤 | Hee-Yum, Yang
Ad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555-9 안양국제유통단지28동312호 | 28-312,anyanginternationaldistri
butioncomplex, 555-9, hogye-dong,dongan-gu,Anyang-city, Gyeonggi-do, korea   
Tel. 031-479-5810   Fax. 031-479-5811   Web. www.egscope.com   E-mail. leesw@hysco.com

영상 현미경 및 산업용 내시경, 화상 측정 프로그램등을 전문적

으로 제조, 공급하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 2M 영상현미경과 

1.3M 영상현미경을 출품하여 고객에게 깊은 대화를 할 것이며 

또한 내시경 시스템은 산업 전반에 걸쳐 내부 관찰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금속, 재료, 전자, 전기, 화학, 환경분야에 크랙, 이물, 용접부위등 

결함 부위를 다양하게 검사, 분석할 수 있는 영상현미경 및 산업

용 내시경 장비입니다. 본 장비는 이동성이 용이하며 누구나 손

쉽게 장비를 다룰 수 있어 편리성이 장점입니다

You can magnify, inspect and analyze the intended inspection area.
Where you can not directly see with your eyes.
And you can easily capture the image to store by main unit after inspection. You can magnify and seach 
invisible inside of objects.

MeAsuReMent, AnAlysIs 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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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테크놀로지(주) | Jain Technology Co., Ltd.

President 신민철 | Min-Chul, Shin
Ad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55, 1204(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 1204, 55, 
Digital-ro 33-gil, Guro-gu, Seoul, Korea   Tel. 02-856-4114   Fax. 02-856-9503   

Web. www.jain.co.kr   E-mail. smc@jain.co.kr

자연과 인간을 위한 기술창출

자인테크놀로지(주)는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기술적으로 뛰

어난 초음파 유량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서 각종 유량계를 교정검사하고 있는 유량계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초음파 유량계는 국내최초로 개발된 외벽

부착식(Clamp-on) 초음파 전달시간차(Transit-Time)방식 유량

계이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신제품(NEP)인증 

및 “과학기술부”로부터 신기술(NET)인증 제품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신제품(NEP) / 인증신기술(NET)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 유 

 럽 CE 인증 / 국제공인교정기관 / ISO 9001 / ISO 14001 /  

 INNO-BIZ 기업 / 벤처기업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 / 기업부 

 설연구소 / 특허등록 12종 / 실용신안등록 8종

주요 제품 및 기술 

1. 외벽부착식(CLAMP-ON) 초음파 유량계 : XONIC-100L

•  파이프 절단이 없는 외벽부착식으로 설치시나 A/S시에도 단 

 수할 필요가 없다.

•  수계변동,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유량계의 이전설치가 간편 

 하며, 재활용할 수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  출력은 4-20mA 2개, 적산신호 및 경보신호로 사용되는 2개 

 의 펄스출력, 디지털 통신을 위한 RS-232C을 지원한다.

•  최소유량과 최대유량의 측정범위가 500:1 이상으로 매우 넓 

 어 유량변화가 큰 현장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에 기존의 기계식/전자식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적은  

 유량도 측정하므로 구역 및 블록유량계로 최적이다.

•  AR(Anti-Round)모드 초음파 빔을 사용하므로 다량의 공기방울 

 이나 고형물질을 포함한 액체측정이 가능하며, 인버터 등과 같 

 은 노이즈 발생원이 있는 현장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2. XONIC-5L: 초음파 수도미터(상업용 수도계량기)

3. XONIC-100L: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4. XONIC-100P: 휴대형(Portable) 초음파 유량계

5. 태양에너지 블록유량계 시스템

6. XONIC-10FT: 미세유량용(약품투입용) 초음파 유량계

7. XONIC-100MC: 개수로 초음파 유량계

8. XONIC-10V: 초음파식 풍향풍속계

9. XONIC 10/2D: 초음파식 2차원 유속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수도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포천시, 가평시, 남양주시, 구리시

• 강원도: 한국농어촌공사, 평창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 충청도: 제천시, 태안군, 당진군, 대전시, 천안시

• 전라도: 영광원자력본부, 나주시, 진안군, 광양시, 순천시

• 경상도: 울진원자력본부, 포항시, 창원시, 부산시, 밀양시

• 제주도: 수자원본부, 남제주화력

Jain Technology make new and digital ized 
ultrasonic flowmeters for liquid and gas flow. Also, 
Jain Technology has certified calibration laboratory 
for liquid flow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
•  1991.12  Found
•  1991.07  Registered as Korea Cal ibration  
  Service Lab.

•  1997.02  Recognized as Promissing Company  
  from KRISS

•  2001.12  Recognized as Venture Company
•  2005.04  Selected as Next Generation 
  Instruments Developer
•  2006.07  NET Certified – Ministry of Commerce
•  2007.02  ISO9001 Certified
•  2007.05  NEP Certified – Ministry of Commerce
•  2007.06  Recognized as INNO-BIZ Company
•  2010.08  CE Certified
•  2012.01  ISO 14001 Certified

Certificate & Patent
•  Korea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ation  
 (KOLAS)ISO/IEC 17025

•  New Excel lent Products from Ministry of  
 Commerce

•  ISO9001 / ISO14001 / CE

Main Product & Technology 
Jain Technology make ultrasonic flowmeters for 
liquid and gas applications.
Series Xonic 100 is very sophisticated, better 
performance clamp on, transit time, ultraaonic 
flowmeters. Series Xonic 10 is compact models 
for liquid and gas aplications. Single Path, Dual 
Path, and Four Path is available. Xonic Series 
can measure pico seconds time difference and 
accuracy is 1.0 percent of actual flow. Xonic 
Series are NET(New Excellent Technology) and 
NEP(New Excellent Product) Certif ied from 
Knowledge Economy of Korea.

1. Ultrasonic Watermeter
2. Clamp on Ultrasonic Flowmeter for Liquid
3. Ultrasonic Portable Flowmeter
4. Wireless Solar Power Flow Monitoring System
5. Flow Tube for very small flow
6. Open Channel Ultrasonic Flowmeter
7. Ultrasonic Anemometer
8. Ultrasonic Current Meter
7. Calibration Service

Performance
• Asia: Taiwan, China, Indonesia, Iran, Pakistan, Turkey, 
  Malaysia
• America: USA, Argentina
• Others: Romania, South Africa, Australia

휴대형 초음파유량계외벽부착식 초음파유량계초음파식 수도미터 개수로 초음파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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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엠이엔비 | JM ENB

President 김종명 | Jong-Myung, Kim 
Add.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E동 1110호 | E-1110, 60, Haan-ro, 
Gwangmyeong-si, Gyeonggi-do, Korea   Tel. 02-6112-2440   Fax. 02-6112-2446 

Web. www.jmenb.com   E-mail. kyjin@jmcorp.co.kr  

㈜제이엠이엔비 부설 생명환경기술 연구소는 “생물경보시스템 

및 환경모니터링 장비 자체개발”을 목표로 그동안 사내 부서

로 운영되던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하여 2008년 6월 한국산

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승인받은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로 설

립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 및 자체적인 개발 결과로 물벼룩 

생물경보장치 및 자동배양장치를 개발하였고, 물벼룩배양법 및 

장치를 특허 출원하는 등,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 많은 경험과 

기술기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

탕으로 생명 및 환경분야의 폭넓은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환경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국책과제, 용역 및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

• 2008. 0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2010. 04  생태독성 민간분석기관 지정

• 2010. 11  ISO 9001, 14001 인증

• 2010. 12  벤처기업인증

• 2010. 12  수질측정대행기관 등록(생태독성)

특허

• 2008. 06  물벼룩 배양기 및 배양방법

• 2011. 01  생물독성 시험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 2011. 10  다파장광원을 이용한 조류측정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  물벼룩 생물경보장치 Daphnia Toximeter는 불특정 독성물질의  

 유입에 따른 물벼룩 행동의 변화정도와 사멸정도를, CCD카메 

 라에 의해 포착한 후 다양한 수학적/통계적 방법의 의하여 감 

 지해 물속의 독성물질을 검출하는 생물감시장치입니다. 물벼 

 룩은 시험생물 중 가장 광범위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높은 감 

 도를 가집니다. 특징으로는 먹이인 녹조류, 온도, 광원이 자동 

 으로 조절되어 안정된 물벼룩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내 수질 

 측정망에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된 감시장치 입니다.

•  연속 조류 측정기는 수중 조류의 농도를 실시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로서 조류예보제에 최적인 조류모니터링 장치 

 입니다. 조류의 분류강별 농도 측정이(녹조, 남조, 규조, 갈색 

 편모조)가능하며 전처리 없이 시료를 측정하여 수 분만에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대장균 테스트 시스템 TECTA B16은 빠른 결과 검출이  

 가능하며 실험실 분석수준의 결과를 제공하는 완전하고 독립 

 적인 장치로서 테스트 분석 및 프로세스의 해석이 모두 자동 

 화 되어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육안으로 해석할 필요 

 가 없습니다. 간단한 사용방법으로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 

 도 테스트를 시행하고 실험실 분석수준의 결과 도출이 가능하 

 며 이에 필요한 모든 품질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공공기관 및 기업체 과제 참여실적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경보장치를 이용한 영양단계별  

 생물들의 독성감수성 비교평가

•  현대제철: 일관제철 폐수 생태독성 평가 및 원인조사

•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대상 생태독성 모니터링 Pilot test

납품실적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

원, 시·도 상수도사업본부등 다수 납품, 설치

물벼룩측정기 bbe토치Tecta B-16 대장균검사장치

Since it was founded in 2004, JM ENB has 
been focusing on improving qualities of our living 
life with bio-environmental technologies. Our 
company was established to make human and 
nature living together for having better future 
through both biolife science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ur R&D center 
was established in 2008. We are developing 
various measuring instrument upon controling 
water quality. We currently localized Daphnia 
toximeter. We also are developing advanced 
various toximeteres to detect toxic substances in 
water as well. JM ENB are going to build up the 
eye-opening eco-technologies with fundamental 
research of l i fe science and environmental 
filed using diverse biological species. having 
successful ly carr ies out the services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study, assessment and 
monitoring to ensure the development research 
can be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y through 
re lent les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ntributing global eco-friendly business.

Certificate & Patent
Status of Certification
• 2008. 09  Certificate of R&D Center
• 2010. 12  ISO 9001, 14001
• 2010. 12  Authorization of Venture Business

Patent
• 2008. 06  Cultivation Equipment of Water Flea  
 and Cultivating Method Using These
• 2011. 01  System and method for monitering  
 test of Bio-Toxicity

• 2011. 10  Apparatus for measuring algae using  
 multi wavelength source of Light

Main Product & Technology 
•  Daphnia Toximeter observes Daphnia under  
 the influence of a constantly running sample  
 water. The instrument is also designed as  
 an early warning system to rapidly detect the  
 entire range of dissolved toxic compounds  
 including pesticides, neurotoxins and warfare  
 agents. Thus it is well suited to detect willful or  
 negligent incidents. Our Toximeter can also be  
 used for long-term monitoring for the “strategic”  
 evaluation of water quality and as a valuable tool  
 in hazard management.

•  The TECTA™ B16 is a complete, self-contained  
 automated microbiology testing system capable  
 of providing laboratory-grade results on-site with  
 unprecedented time-to-result performance. Full  
 automation of the test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cesses eliminates the need for subjective,  
 visual interpretation of results. An objective,  
 written test report is produced for each sample  
 tested. Extreme ease-of-use means that even  
 non-technical personnel can initiate testing and  
 perform all require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to ensure laboratory-grade test results.

Performance
Delivery Performanc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ydrological Environment 
R&D Center, Institute of Health Environment
Water Service Manage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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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원 | JOOWON INDUSTRIAL CO., LTD.

President 이운명 | Un-Myung, Lee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번지 하나 EZ 타워 6층 | 6th FL. HANA EZ Tower, #158,
Gumi-dong,Bundang-gu,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726-1585   
Fax. 031-726-5070   Web. www.joowon.co.kr   E-mail. joowonlt@unitel.co.kr

주식회사 주원은 1975년 설립 이래 사반세기 이상 국내 각 유

수 기업체, 대학교 및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 필요한, 최첨단 실

험, 측정, 계측, 분석기기 및 생산 장비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무

역회사로서 “약속필천”을 사훈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서비

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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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들

과 Solution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고객 만족의 정신으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원의 임직원들은 물론, 일본과 구미 각국의 Exclusive 

Agent를 맺고 있는 회사들과 더불어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 기

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사로부터 납품 및 설치된 산업체, 연구소 및 실험실

의 생산설비와 과학기기 제품 등,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만큼은 이 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어느 누구에

게도 뒤지지 않는 사명감과, 고객들에게 최선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항상 저희 주식회사 주원을 아끼고 도와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자동 시료 채수기

• 특징

-  사용자 중심의 일정시간, 유량, 외부 신호에 의한 채수 간격 

 의 프로그램 가능

- 다양한 시료 용기의 선택 가능

-  액체 탐지기에 의한 Sampling 여부 파악, 표시 및 정확한 시 

 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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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용분야

- 상-하수처리장의 분석용 Sample 채수

- 유출수, 유입수 등의 정확한 모니터링

- 각 공장의 폐수처리장 모니터링

- 강, 하천 및 댐 유역 수질모니터링

유량계 

• 특징

- 하수관거의 유량 측정에 적합

- 빠르고 쉬운 설치 및 프로그래밍 가능

-  비만관, 개수로 및 하천 등의 유속 및 수위를 측정할 수 있 

 는 초음파식 유량계

- 리포트 제출 및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가능

-  NEMA 4X, 6P/IP 68 등급의 외부설계 - 부식방지, 방수 및  

 Dust Tight

- 만강, 역류 시에도 측정 가능

- 랜턴용 Alkaline 밧데리 사용

• 응용분야

- 하수관거 유량 모니터링 

- 하천 유량 모니터링

- 하수 범람 모니터링

우량계 

• 특징

-  정밀한 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Software를 이용하 

 여 강우량 Data를 얻을 수 있는 장비

-  Powerful Data Storage: 15분 간격으로 800일 동안의 강우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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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국가 4대강 자동수질 측정망

• 각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 수질 TMS 자동 시료 채수기

• 비점 오염 측정망

Joo Won Ind. Co., Ltd. founded in 1975 serves customer with environmental scientific instrument, 
measuring instrument, and industrial equipment. Also serves with environmental analyzer for systematic 
control & guard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has done the best technical service & maintenance.

Main Product & Technology 
• Automatic Water Refrigerated Sampler • Portable Water Sampler
• Transportable Refrigerated Sampler • Flow Meter
• Rain Gauge

자동 시료 채수기

유량계

강우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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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계기 | CHUNGSOO METER

President 한민흠 | Min-Heum, Han
Add.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2길 53 | 53, Guretdeul 2-gil,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Tel. 063-211-7792    Fax. 063-211-7794   

E-mail. cs7792@hanmail.net

청수계기는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부동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청수계기는 제조 업체로서 1992년 설립 이래 2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오래된 경험과 축척된 기술로서 상수도 관련 자제 

개발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수계기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수

계기가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형식승인

• 수도미터 접선류익차형: 15~50mm

    수직월트만식: 40~300mm

   바이패스식: 50~150mm

   전자기식: 50~300mm

특허

• 수도미터 1건

• 수도미터 보호통 1건

KC

• 수도미터, 부동전, 수도계량기 보호통(수도법 위생기준) 인증

ISO

• 수도미터, 부동전, 수도계량기 보호통 (9001, 14001)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미터

• 내식황동 수도미터(역류방지, 동파방지)(15, 20, 25, 32, 40, 50)mm

• 스텐래스 수도미터(역류방지, 동파방지)(15, 20, 25, 32, 40, 50)mm

• 대형고감도 수도미터(40, 50, 80, 100, 150, 200, 250, 300)mm

• 전자기식 수도미터(50, 80, 100, 150, 200, 250, 300)mm

수도계량기보호통

• 동파방지용, 지열보호통, 밭기반전용보호통, 생활용수보호통

부동전

제수변 철계, 제수변 보호통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국내 각시도상하수도 사업소

• 수자원공사

동결방지 지열 보호통

스테인레스 동파방지수도미터 내식황동 동파방지 수도미터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직 월트만식부관붙임(연결식) 수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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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씰즈 | KOREASEALS

President 조광열 | Kwang-Yeol, Cho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5 366-1 관보빌딩 609호 | #609, Gwanbo Shopping,
Yatab-Dong 366-1, Bundang-gu, Seongnam-si, Korea   Tel. 031-701-3764   
Fax. 031-709 9766   Web. http://www.koreaseals.com   E-mail. koreaseals@gmail.com

코리아씰즈(Korea Seals)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봉인,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보안제품을 제작/판매 하는 전문회사

입니다. 테이프봉인, 케이블봉인, 플라스틱봉인, 특수봉인 등 국내/외 IT, 전자, 물류, 의약, 화공, 항공,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씰즈 (Korea Seals)는 “전문성/창조성/믿음”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제품과 “보다 나은 제품! 보다 나은 선택”이란 가치 아래 

좋은 품질로 고객님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제 10-0943881호

• 봉인장치 및 봉인장치 덮개 

주요 제품 및 기술 

RFID 봉인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설물 솔루션

•  상하수도 관련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RFID/USN 기반의 태그(Tag, 13.56MHz) 봉인을 활용하여 센서 네트워크 및 시설물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설치-갱신-운영

•  파기 등의 모든 생명주기(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더불어 체계적인 행정 업무 진행 및 대형 재난  

 사고 예방 행정 체계를 구축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국내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 봉인 납품

•  한국수자원 공사 시설 봉인 납품

•  삼성전자, 삼성전기 케이블봉인 납품  

•  현대케피코, 현대오트론 테이프 봉인 및 케이블 봉인 납품 등
밸브 2밸브 1

관시설물

네크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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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전자산업주식회사 | TAP Electronics Co., Ltd.

President 고영균 | Young-Kyun, Ko
Add.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206호 | C-206, Bundang Technopark, 
Yatap-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Seoul, Korea.   Tel. 031-702-7640    
Fax. 031-704-1797    Web. www.tap.co.kr   E-mail. kdh997607@daum.net

•  탑전자산업은 1984년 창립이래로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상/ 

 하수관등 관로내부 CCTV검사장비를 개발/생산/판매하는  

 R&D중심의 회사입니다.

•  상/하수관로 등 과로내부 CCTV검사 로보트 시리즈와 매몰자 탐 

 색 및  보안검색장비인 SearchTAP 시리즈가 있으며, 각종 관로 내 

 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제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증 및 특허

• ISO 9001:2000/KS Q 9001:2001 Approval

• ISO 14001:2004 /KS Q 14001:2004 Approval

•  신기술인증 제0386호 CCTV 로봇을 활용한 고압수관

 (상수도관)의 내부 영상 촬영 및 진단기술

• 특허 제 10-1272231호 관로 검사 시스템

• 특허 제 10-0337240호 인명구조를 위한 휴대용 조사기

• 특허 제 10-0221013호 하수관내의 돌출 플라스틱관 절단장치

• 특허 제 10-0221014호 관 내면 보수기

• 특허 제 10-0335685호 레이저광을 이용한 관 내부 측정 

 시스템 및 그 측정방법

• 특허 제 10-0267128호 산업용 배관 내부 청소 기구

주요 제품 및 기술 

로보캠 시리즈 공통사항

• 질소가스 충전방식의 완벽한 방수구조

• 360도 무한회전과 240도 측시 상하 촬여이 가능한 카메라 TILT

• 강력한 할로겐 조며 램프 35W - 2pcs 및 LED조명 1W - 2pcs

• 6륜구동방식 / 최대주행경사 45도

로보캠1-L

• 200mm~1,200mm 관로부터 투입이 가능한 슬림사이즈 자주차

• 51만화소 고화질, 1/3" CCD모듈

로보캠5

•  250mm~1,200mm 관로부터 투입할 수 있고, 좌우회전이 가능한 자주차 

•  41만화소 고화질, 1/4" CCD모듈, 광학 10배 줌, 오토포커스, 

 원점 복귀기능, 각도표시

로보캠2000

•  1,000mm~3,000mm 관로부터 투입할 수 있고, 좌우회전이 

 가능한 자주차 

•  41만화소 고화질, 1/4" CCD모듈, 10배 줌, 원점 복귀기능, 각도표시

•  LED조명 10W * 10ea 및 LED조명 1W - 6ea

프로캠50(H)

• 50mm-150mm 지관 조사용 푸쉬로드 카메라

• 화이트 LED조명 내장(200mm관경에서도 충분한 광량)

• 60M 밀대식 Semi-Rigid 케이블

써치탭

• 붕괴 등의 재난사고 시 인명 구조용 탐색장비

• 안구형 소형 회전(좌우 120도) 카메라

•  카메라 끝부분에 장치된 마이크와 스피클 통해 운용자가  

 희생자와 원격통화 가능

• 2시간 연속 사용가능한 배터리를 두 개까지 동시 장착 가능

퀵캠줌

• 광학22배와 디지털 10배줌 • 20W 고휘도 할로겐 램프2개 

• 최대 4.5M 신축가능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서울특별시 중구청외 18개 • 경기도 고양시외 12개

• 경상남도 구미시청외 6개 • 전라남도 목포시청외 3개

•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 부산광역시 환경공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외 3개 • 광주광역시 서구청외 2개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외 6개

•  Since 1984, TAP Electronics Industry has been  
 focusing on environmental works, also providing  
 knowledgeable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 all  
 phase of water/sewer lines by Robotic CCTV  
 inspection systems.

•  ‘Robotic Series’ allows inspection internally assess  
 of a water/sewer lines, not only bursting and boring  
 pipes, but also a construction permit of new installed  
 pipes, and ‘SearchTAP Series’ search on trapped  
 and rescue in danger, Identifying and locating trouble  
 spots in all kinds of underground pipes, tanks and  
 long tunnels with visual inspection report in addition  
 to deliver a repair/replacement prposal and solution.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2000/KS Q 9001:2001 Approval
• ISO 14001:2004 /KS Q 14001:2004 Approval
•  High-pressure water pipe robot utilizing CCTV  
 (water pipes), and diagnostic imaging technique  
 of internal

•  Pipeline inspection system
•  For life-saving portable irradiator
•  The protruding sewer plastic pipe cutting machine
•  Bosugi inner tube
•  Using laser measuring system and a measuring  
 method tube

•  Industrial piping inside the cleaning mechanism

Main Product & Technology 
Robocam Series
•  N i t rogen  gas  ca rg ing  metod &  per fec t  
 waterproofing strucre

•  Camera capability 360 degree endless rotation  
 and 240 degree side view up/down tilting

•  Lighting powerful halogen lamps as 35W * 2ea &  
 Power LD 1W * 2ea

•  6-wheel drive mode / Run up to 45 degree slope

RoboCam 1-L
•  Slim size crawler fo 200mm to 1,200mm pipeline
•  High definition as 510,000 pixels wth 1/3" CCD module

RoboCam 5 
•  Crawler for 250mm~1,200mm pipel ine &  

 available to turn Left or Right
•  High definition as 410,000 pixels wth 1/4" CCD  
 module, x10 optical zoom, Auto Focus, Origin  
 point return, Angle Display

RobaCam 2000
•  Crawler for 1,000mm~3,000mm pipeline &  
 available to turn Left or Right

•  High definition as 410,000 pixels wth 1/4" CCD  
 module, x10 optical zoom, Auto Focus, Origin  
 point return, Angle Display

•  LED lighting 10W * 10ea and 1W * 6ea

ProCam50(H)
•  Push rod camera for 50mm~150mm pipeline
•  Built-in White LED lights(sufficient lighting  
 intensity for 200mm diameter)

•  Pushrod type Semi-Rigid cable 60M

SearchTAP
•  For l ife-savng To search buried person at  
 disaster status as Collapsed building

•  Human eye type small camera(120 degree  
 rotation as left or right)

•  Communication between victim and operator is  
 available through microphone and speaker at  
 the end of camera

•  2 hour operation battery with up to two batteries  
 simultaneously

QuickCam Zoom
•  optcal 22x and digital 10x zoom
•  2ea of 20W halogen lamp with high luminace
•  Flexible rod up to 4.5M retractable

Performance
•  18 other junggucheong, Seoul
•  12 other Goyang, Gyeonggi-do
•  6 other Gumi City Hall. Gyeongsangnam-do
•  6 other Mokpo City Hall, Jeollanam-do 
•  6 Other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Incheon
•  Ulsan, Ulsan City Hall
•  Environmental Corporation, Busan
•  3 other Yuseonggucheong, Daejeon 
•  2 other Seogucheong, Gwangju

로보캠5 차량장착 모습로보캠1 차량장착 모습

로보캠F 자주차로보캠5자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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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원개발주식회사 | PYUNGWON DEVELOPMENT Co.,Ltd

President 이창원 | Chang-Won, Lee
Ad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1-1 우진빌딩 2층 | 941-1, Gwonseon-dong,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031-235-6033~4   
Fax. 031-238-4759   Web. www.alps492.com   E-mail. 2356033@hanmail.net 

1979년 창사이래로 전문건설업체로서는 드물게 반세기를 한결

같이 이어 오고 있는 평원개발(주)은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설

계, 진공흡입준설공사, 비굴착 보수공사, 맨홀보수공사, 수밀·

수압·공기압시험 등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른 각종 

관거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하수관거 종합 유지관리 전문업체

입니다. 특히, 하수관거 시공, 검사, 유지관리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분야에서 국토

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제492호)로 지정받아 관급공사 및 하

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적용하여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관 비굴착 보수로봇을 이용한 지관 보수 공법 등 이 

분야에서 다수의 관로 비굴착 내면 보수공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관 경사도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거 내

부 CCTV조사와 동시에 연속된 경사도 데이터를 현장에서 실시

간으로 측정하여 DB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건설신기술 제 492호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ALPS공법)

• 특허 제 10-1066195호 

 배관경사도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배관경사도 측정시스템

• 특허 제 10-0993298호 

 안장형 지관 이음부 비굴착 보수기를 이용한 지관 보수 공법

• 특허 제 10-0825902호 가지관 비굴착 보수로봇

• 특허 제 10-0756932호 관로 비굴착 내면 보수공법

주요 제품 및 기술 

•  MEMS 기술로 만들어진 초소형 정밀 경사 센서를 사용: 액형 센서  

 보다 진동 및 노이즈에 대한 특성이 좋아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

•  충격흡수형 3축 연결구조: 이송 로봇의 주행으로부터 발생한 진 

 동 및 뒤틀림을 경사 측정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감소시켜준다.

•  분석 소프트웨어

-  관로의 연속된 경사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관거 경 

 사도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요령]상에 규정한 허용 기울 

 기 값에 부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  실시간 측정 데이터의 S/W 처리기법 및 보정 알고리즘 개 

 발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관로 조사용 CCTV 조사 로봇에 부착 

 가능. (일부모델 불가능): 관경사도 측정 시스템을 모듈로 장 

 착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장비 구매에 따른 관로 CCTV 조사  

 업체의 비용 부담이 적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수원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  광주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서천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오산시 하수관거 내부유지보수공사 등

•  Founded in 1979 as a construction company  
 specialized in sewer maintenance and related  
 engineering.

•  Offer sewer CCTV survey, sewer construction  
 consulting, pipe vaccum  cleaning, no dig  
 rehabilitation with new patent technology. 

•  Acquired New technology cert i f ication in  
 construct ion from Korean Governmental  
 Department for Construction. (No. 492)

•  Acquired the patent for new technology to allow  
 measurement of pipe slope.

Certificate & Patent
•  Designation of NET No. 492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LPS:  
 Aseismatic Leakage Protection System)

•  Patent No. 10-1066195: Apparatus For  
 Measuring an Incl ined angle of Pipe And  
 System For Measuring an Inclined angle of Pipe  
 Therewith

•  Patent No. 10-0993298: Branch pipe repairing  
 method using the saddle shape branch pipe  
 repairing robot

•  Patent No. 10-0825902: Repair robot for branch  
 pipe gutter

•  Patent No. 10-0756932: Pipe gutter repair  
 method whithout digging

Main Product & Technology 
•  Made with MEMS technology, ultra precision  
 inclination sensor was used: Vibration and noise  

 characteristics than the liquid-sensor is goo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ccurately measure. 

•  Shock absorption-type three-axis connecting  
 structure: This structure reduces the vibration  
 and distortion generated by the transfer robot.

•  The measuring unit is movable in parallel to  
 the pipe: Precise measurement value can be  
 obtained. 

•  Analysis Software
-  Software allows to display input data as  
 graphic result and print final report with  
 diagnosis of pipe slope condition based on  
 ‘Pipe Construction Manual’.

-  Adoption of real time measurement with various  
 filters to draw more reliable survey result.

•  Can be attached to the existing CCTV robot  
 equipment used. (Except for some models):  
 Measurement equipment purchase costs are lower. 

Performance
•  Suwon City Sewer Maintenance Project
•  Gimje City Sewer Maintenance Project
•  Gwangju Metropolitan City Sewer Maintenance 
BTL Project

•  Changwon City Sewer Maintenance Project
•  Cheonan City Sewer Maintenance BTL Project
•  Seocheon County Sewer Maintenance BTL  
 Project

•  Daejeon Metropolitan City Sewer Maintenance  
 BTL Project

•  Osan City Sewer Maintenance Project etc

실시간 측정프로그램 측정관거 경사도 그래프관로 경사 측정장치(전체) 관로 경사 측정장치(상부)

경사 측정 시스템 구성도

MeAsuReMent, AnAlysIs 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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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비아이코리아 | PBIKOREA ,CO,LTD

President 장정익 | Sang-Hun, Hong
Add.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51 남동공단 13BL-6L | 13BL-6L, 351, Hambangmoe-ro,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18-9627   Fax. 032-818-9629   

Web. www.palbokind.co.kr   E-mail. uldochang@naver.com  

(주)피비아이코리아는 사출성형, 전자제품 및 조립, 금형제작 전

문기업으로 수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영하 25도에서도 동

파되지 않고, 검침원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검침할 수 있도

록 LED 램프를 장착한 최첨단 수도미터기 보호통 관측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피비아이코리아의 수도계량기 보호통 관측장치는 신속한 

검침과 유지관리가 매우 우수하며, 동파방지를 위해 고밀도 발

포수지와 실리콘 팻킹을 이용하여 공기유입과 불순물을 차단하

여 동파방지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인증 및 특허

• 수도계량기보호통 특허 

• 수도계량기보호관측장치 특허 

•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하부 보온커버 특허

• ISO 9001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계량기 보호통 관측장치

수도계량기동파방지용 단열재

•  특징: 신속한 검침 및 유지관리 기능과 영하25도 까지 동파방지 해결 

-  신속한 검침: 뚜껑을 열지 않고 렌즈커버로만 이용, LED 램 

 프장착으로 야간에도 검침가능

- 영하 25도 까지 동파방지 해결(단열재 특허출원)  

- 탁월한 유지관리기능(부식 및 강도에 탁월함)    

- 뚜껑 유실방지용 클립장착  

•  경제성

- 초기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측면에서 매우 우수 

-  수도미터기 계량검침 및 유지관리에 매우 우수

  (렌즈커버를 개방하는 동시에 검침 및 계량기 상태 육안검사 가능)

•  우수성

-  동파방지를 고려한 안심설계로 시공 간편 (영하 25도 에서 

 도 안전성 보장)

-  부식이 되지않고 강도가 강하고 질김 (반영구적)

-  수도미터기 고장 (불출수, 과회전, 유효경과 등) 육안검사 

-  금속과 달리 색상 선택 설치 가능 (도시미관 우수)

-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성

-  기존 보호통을 그대로 활용하여 설치하므로 경제성 우수

•  환경성

-  보온을 위한 이물질 등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실리콘  

 팻킹 설치)  

-  부식으로 발생되는 오염물 방지

PBIKOREA Co., Ltd. is a company specialized in 
injection molding, electronic device and assembly, 
and mold manufacturing. And it produces a high-
tech water meter box observation device which 
isn’t frozen to burst even at -25 degre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everal years, 
and is equipped with LED lamp in order that a 
meterman can easily read a water meter even in 
dark places. The water meter box observation 
device of PBIKOREA Co., Ltd. is a product 
designed so that a meter can be quickly read, 
and maintenance is excellent, and it is kept 
clean and freezing and bursting is prevented by 
blocking the inflow of air and impurities by using 
high-density expanded plastic and silicon packing 
for the prevention of freezing and bursting. 

Certificate & Patent
•  Water meter box patent
•  Water meter box observation device patent
•  KC hygiene & safety standard certification
•  Patent on lower part heat insulation cover for  
 preventing a water meter from being frozen to  
 burst

•  ISO 9001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Water meter box

Water meter box observation device

An insulating material for preventing a water  
meter from being frozen to burst

•  Feature: Quickly reading a meter, maintenance  
 function, and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freezing and bursting until -25 degree
-  Quickly reading a meter: Use only lens cover  
 without opening a lid. A meter can be read  
 even at night because of being equipped with  
 LED lamp

-  Solution for prevention of freezing and bursting  
 until -25 degree (Insulating material patent  
 application)

-  Excellent maintenance function (Excellence in  
 strength and corrosion)

-  Equipped with a clip for preventing a lid from  
 being lost

•  Economic feasibility
-  Very good in the aspect of initial installation cost
-  Very good for reading and maintaining a water meter  
 (On opening a lens cover, a meter can be read  
 and meter condition can be visually inspected)

•  Excellency
-  Construction is simple owing to safe design  
 in consideration of prevention of freezing and  
 bursting (Safety is guaranteed even at -25  
 degree)

-  It doesn’t corrode. And strength is high. And it  
 is durable. (Semi-permanent)

-  Water meter trouble (water doesn’t work, a  
 sweep hand rotates too fast, validity period  
 expires) is visually inspected

-  It can be installed with selecting a color,  
 differently from metal (Cityscape is excellent).

-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  Economic feasibility is superior because the  
 existing box is utilized as it is

•  Eco-friendliness
-  Fundamental isolat 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sources such as foreign material for  
 heat insulation (Installation of silicon packing)

-  Prevention of pollutants generated due to  
 corrosion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계량기 보호통 관측장치

수도계량기동파방지용 단열재

부식 및 강도가 강하고 질김(반영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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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크 코리아  | Hach Korea

President 전하연  | Ha-Eon, Jeon
Add.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12층 (삼성동, 일송빌딩) | 12th FL. Ilsong B/D. #507,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el. 02-539-4002   Fax. 02-539-4003   

Web. www.hach.co.kr   E-mail. hachkorea@naver.com/uno.kang@fluke.com

Hach는 1947년 Cliff, Kathryn Hach에 의해 미국 아이오와 

Ames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인 

Danaher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1947년 설립이후로 하크는 수질분석 분야의 분석기기, 테스트 

키트 및 관련 제품 시약을 제조,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하크 제

품은 측정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 등 지난 수십년간 고객으로부

터 인정 받은 뛰어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크코리아는 200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국내 정수, 하수, 산

업체, 대학, 연구기관 전 수질 분석분야에서 온라인 프로세스 

분석기 및 실험실 분석기, 시약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제품 형식 승인 인증 획득 (판매 전제품)

• 미국 환경청 EPA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정수 / 온라인 분야 

정수시설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탁도, 잔류염소, 

입자계수 등의 온라인 분석기와 산업체 생산용수의 현장 감시

를 위한 다양한 측정항목  온라인 분석기 공급

하수 / 온라인 분야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DO, SS, 유기물 등의 측정항목에 대한 온라인 분석기 공급 

실험실 / 시약 분야  

실험실 분야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Hach 분석/측정기

로 분광광도계, 색도계, 비색계, 탁도계, 휴대용/탁상용 프로브 

센서 외 실험에 필요한 각종 시약 까지 공급 

산업체 분야  

초순수에서부터 산업폐수 이르기까지, 발전소/반도체/전자/식

품/제약/제직 등 특화된 산업분야에 다양한 온라인 및 실험실 

분석기 공급

Hach makes water analysis simpler.
Since our founding we have been committed to 
providing high-quality products that are simple 
to use and accurate. These are the values that 
Clifford and Kathryn “Kitty” Hach founded the 
company on in 1947, and we couldn't be more 
proud.
For more than 60 years, we've been at the 
crest of the industry - finding solutions that help 
you best manage your water. Our analytical 
instruments and reagents are used to test the 
quality of water in a variety of industries and 
markets - from around the corner, to around the 
globe.
Water analysis has to be right. You deserve 
complete solutions you can be fully confident 
in. Hach is your resource for expert answers, 
outstanding support, and reliable, easy-to-use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Type Certification for all selling products
•  Hach has more EPA approved methods than  
 any other supplier

Main Product & Technology 
Laboratory & Field
Meters & Probes / BOD Analysis / Spectro 
photometers & Colorimeters / Turbidimeters 
/ Sample Cells / Pour-Thru Cells / Titration 
Products / Samplers

Chemicals & Reagents
Parameters (Acidity to Zinc)

Hach Test Kits
Portable Environmental Laboratories / Application 
Test Kits / Single Parameter Test Kits Hach Water 
Quality Test Strips

Online/Process
Controllers / Process Instruments / Flow Products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Silica: Series 5500 Analyzer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c200™ Universal Controller

DR6000™ UV-Vis 분광 광도계

TNTplus™ 시약

DR3900™ 분광 광도계

DR600TM UV-Vis 분광 광도계 DR3900TM 분광 광도계

sc200TM Universal Controller
Ammonium & Nitrate:

AN-ISE Combination Sensor

Silica: Series 5500 Analyzer
TNTplusTM 시약

Phosphate: 
Series 5500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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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빅텍 | HANGUK BIG TECHNOLOGY CO.,LTD.

President 김장기 | Jang-Gi, Kim
Add.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34-8 | 34-8 Eunsan-gil, Jinwi-myeon, 
PyungTaek-si, Gyunggi-do, Korea   Tel. 031-611-9852   
Fax. 031-611-9868   Web. www.leak.co.kr   E-mail. leak@leak.co.kr

늘어나는 세계 인구에 따른 물의 수요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도 이미 물 부족국가로 유엔에 의하

여 분류되어 있으며,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왔습니다. 

부족한 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댐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

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천억의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으며 그렇게 생산된 귀중한 수자원이 누수로 인하여 낭비되

지 않도록 하는 유수율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 확보를 하고 현대화 계획

과 접목하여 지하시설물 정보화 구축시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계획의 조기완성 및 예산절감을 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및 

수입장비를 판매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혁신적인 

장비를 위해 품질향상과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ISO9001:2000

• KSA 9000:2001

• 특허등록 4종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HBT-Water MAP V1.0)

주요 제품 및 기술 

• 블록화 / 유수율제고 / GIS사업 / 누수탐사장비

누수진단종합시스템 (SoundSens i)

•  특허기술인 시간동시화(Time Synchronize)에 의한 누수지점 탐사기술

•  여러 지점을 동시에 탐사

•  주파수 1Hz~5KHz 영역의 미세 누수음 탐지

•  일반탐지기와 다른 고감도 Accelerometer 센서 내장

•  초보자도 사용이 간단한 운영 소프트웨어

•  USB방식의 빠른 데이터 전송

•  케이스에 자체에 데이터 저장 기능

상시누수진단시스템 (Leak i)

•  저주파대역(173.7MHz) 사용으로 장거리 데이터 송수신

•  진단센서의 위치를 GPS 수신 정보로 자동인식

•  구글맵과 연동하여 진단센서의 위치 및 누수 여부를 색상으로 표시

•  넓은 지역의 누수혐의 구간확인 단시간으로 축소

•  자동차를 이용한 탐사 작업

•  야간탐사 작업 불필요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분석한 누수혐의지역 색출

대형관 누수탐사 기법 (SmartBall 시스템)

•  300mm이상 대형관 누수탐사

•  관의 재질과 관계 없이 탐사

•  약20Km 탐사 가능

•  누수크기 추정 가능

실시간 부단수 대형관 검사 시스템

•  부단수 작업으로 관내부 촬영

•  최장 1Km 관내 촬영 가능

•  작은 누수(0.019리터) 감지 가능

•  관망도 작성을 위한 지상추적시스템

•  관의 재질에 관계 없이 누수 탐사 가능

At the stage in increasing water demand in the 
world as the population has grown makes it can 
not afford anymore, South Korea was already in 
water shortage nation classifi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mportance of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as been 
increasingly highlighted .
Every year hundreds of billions of budgets are 
being built for dam construction in order to ensure 
the water resource and  water sewage &  the 
environmental treatment plants that we are doing 
the NRW business for not waste the produced 
precious water resources due to the leaks.
The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usiness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provid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event of an accident, related 
accident prevention and ensuring the total 
response system responding in rapid when events 
happening, the comprehensive modernization 
plan and incorporated the information when 
building the underground facilities information 
through more effective management and budget 
planning for the early completion of it.
A lso,  sa les & af ter-sa les management of 
Equipments directly produced from the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necessary for leak 
surveying is also our business area. 
We will be born again as the company rewarding 
the customers with more innovative equipment 
and best quality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ISO9001:2000 
• KSA 9000:2001 
• 4 registered Patents 
• Software Quality Certificate (HBT-Water MAP V1.0)

Main Product & Technology 
• DMA- District Management Business / Improve 
NRW (Non-Revenue Water) Ratio / GIS Business 
/ Leak Surveying Equipments 

Total Leak Surveying System (SoundSens i)
•  Leak pointing techniques by the patented time  
 synchronization (Time Synchronize)  

•  Exploration at multiple points, 
•  Detecting fine leaks by Frequency between 1Hz ~5KHz  
•  Accelerometer sensor built-in
•  High-sensitivity sensor not like other general detector 
•  Easy-to-use operating software for beginners 
•  USB type fast data transfer 
•  Data storage in the case itself

Permanent Leak Monitoring system (Leak i)
•  Long-distance data transmission achieved by  
 Low-frequency (173.7MHz)

•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sensor position by  
 GPS with the diagnosed information received via  
 Bluetooth to mobile device like SmartPad/Phone

•  Linked to a Google map, color-coded of the  
 leaks and the location of diagnosed sensors 

•  Localize the large suspicious areas to a short  
 range in a short periods time 

•  Surveying works using a car
•  No required Night time surveying works
•  Analyze the leak points using smart devices 

Large pipes Leak sensing technique 
(SmartBall system) 
•  Leak surveying over 300mm pipes
•  Using it regardless of the pipe material 
•  Surveying works can be performed up to  
 approximately 20Km 

•  Estimation of leak size 

Live Large diameter pipe inspection  
•  Surveying can be performed without interrupting services, 
•  Surveying can be taken up to 1Km 
•  Possible to find a smaller leaks  
•  Ground Tracking system for the creation of  
 distribution network 

•  Surveying works can be adopted regardless of  
 the pipe material

상시누수진단시스템 누수진단종합시스템 전자식 누수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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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체기술(주) | Korea Fluid Technology Co.,Ltd.

President 이토라 | To-Ra, Lee
Add. 대구시 북구 동변로 24길 58-1 | 58-1, Dongbyoun-ro 24-gil, Buk-gu, Daegu, Korea 
Tel. 053-954-4600     Fax. 053-952-4600   

Web. www.i-kft.com   E-mail. kft@i-kft.com

한국유체기술(주)는 2002년 설립하여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

계, 수질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반, 자동제어반을 제작, 공급, 서

비스하고 있으며, 축척된 인적자원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하

수도분야에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정보통신

공사 면허취득,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 부품소재기업선정등

을 통해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진하여 

왔으며, KOLAS(한국인정기구)로 부터는 액체유량분야에서 국제

공인교정기관의 자격을 획득하여 또한번 기술력에 대해 입증받

는 계기가 되어 관련분야에서 입지를 재확인케 되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특허 10-1184726: 시간대를 구분설정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

• 특허10-1331874: 다중경로통신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 시스템

• 특허 10-1317451: 다중경로통신장치를이용한상하수도계측제어시스템

•  특허 10-0361505: 개량된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갖는 레벨 

 트랜스미터 및 레벨트랜스미터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 국제공인교정기관 KC03-168호

• 기업부설연구소 제 200742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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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소재전문기업  제 5151호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13-0188

취급제품 및 주요제품 소개 

전자식 유량계 KFT-8200PLUS

• 2가지 모드 탑재

-  세계 최초로 시간대를 설정하여 미소유량과 일반유량의 측 

 정모드 전환이 가능하며 각 모드별 측정범위는 미소유량모 

 드에서 0.01~10m/s,일반 유량모드에서 0.1~10m/s 까지 

 의 유량측정

• 도시형 상하수도에 최적화 된 유량계

-  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과 저녁 대비 새벽시간대는 물 사용 

 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반적인 유량계로는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

• DATA LOGGER 내장

-  최소 1분단위로 순시 유량값 및 하루단위 적산값을 자체 메 

 모리로 저장 가능

• USB 메모리 스틱 사용

-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DATA를 취합할 수  

 있어 사용이매우 편리

• 내부 세팅 변경이력 저장

-  내부 세팅에 대해 변경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내부 기록으로 보관

-  외부인이 유량계의 팩터 값 조정 등을 통해 유량계의 유량 

 값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가능

• 다양한 출력방식

-  DC 4~20mA, Pulse, RS-485, Hart, USB Memory Stick

유량계 원격감시 판넬 (KFT-PJ600)

• 유량 변환기 및 주요 부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 팬, 히터 장착, 계기 동작 온도의 자동운전 기능 

• 상위 관측실에 유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 

•  PLC, UPS, 전력계 감시용 투시창, 판넬, 배수펌프 조작 스 

 위치, 각부 경고 알람 내장

유량계 현장감시 판넬 (KFT-PS500)

• 유량 변환기 및 주요 부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 서지 및 노이즈 차단을 위해 서지보호기 와 노이즈 필터 장착

• 태양열 감소 위한 이중 판 장착

초음파 유량계 KFT9000-L

•  초음파유량계 장점: 다양한 센서 적용을 통해 소구경에서 대 

 구경에 이르기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장비의 가동 중단이 필요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쉽고 압력이나 액체의 전기 

 전도 도에 상관없이 측정이 가능

•  KFT9000-L 특장점: 높은 환경 성능 / 압력손실이 없음 / 유 

 속분포의 흐트러짐 최소화 /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가능

국제공인교정기관

당사는 KOLAS 인정기관으로서, 당사가 발행한 유량계의 교정

성적서는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한 세계 어디에서나 인증

되며, 매년 외부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검증받고 있음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 대구 배수관망 구역유량계 및 총인처리시설 1, 2, 3공구 유량계 납품/설치

• 대구 매곡 문산 전오존 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제작설치

• 울산 중부 18블록외 6개소 유량계 교체공사 자재-유량계 납품

• 포항 폐철도부지 도시숲조성 전기공사 동력제어반 설치

• 봉화 봉화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 계장제어장치 납품/설치

•  구미 하수처리장등 5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측제어 관 

 급자재/유량계 납품/설치

History
• 2002. 10 Foundation of KFT
• 2002. 11 KRISS Consulting(Liquid flow )
• 2003. 01 Factory Register 
• 2003. 04 Joined Kbiz(Korea Measuring 
 Instrument Industry Cooperative)
• 2003. 12 Acquired  
 Calibration Company Certificate of 
 ISO17025 Liquid flow(KC03-168)
• 2005. 01 Registered as a Flowmeter Manufacturer 
• 2005. 09 ISO 2001:2000 Certificate (QI708/05)
• 2006. 03 ISO 14001:2000 Certificate(ESC050666)
• 2006. 03 Registered as a Venture Business 
 (No.061325232-1-0073)
• 2006. 06 Moved the office(Dongbyun-dong, 
 Buk-gu, Daegu)
• 2007. 02 Registered as flowmeter, water meter, 
 process control panel manufacturer 
• 2007. 03 Water Meter Type Approval 
• 2007. 03 INNOBIZ Approval
• 2008. 04 Industry - University Collaboration 
 wi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2008. 06 Enterprise specializing in parts and 
 materials
• 2012. 09 CERTIFICATE OF PATENT
 (Flow meter for measuring flow rate 
 at several time slots)

Status of acquiring
Certification / Technology
•  Calibration Certificate by KOLAS 
•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Certificate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  Confirmation of Venture Business
•  Research Institute Certificate  
•  Confirmation of Material & Component specialized  
 Enterprise 

•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Confirmation of INNO-BIZ Company  
•  Certificate of Direct Production (Instrumentation)
•  Certificate of Direct Production (Flowmeter)
•  Certificate of Direct Production (Automatic Control Panel)
•  Certificate of Direct Production (Process Control Panel)
•  Registered Book of Patent
•  Certificate of Software Quality
•  CERTIFICATE OF PATENT (Flow meter for measuring  
 flow rate at several time slots)

•  CERTIFICATE OF PATENT(Measuring control  
 system for water and sewage using multi-routes  
 communication device)

•  CERTIFICATE OF PATEN(Remote monitoring  
 system using multi-routes communication device

전자식 유량계 KFT-8200PLUS

초음파 유량계 KFT9000-L

유량계 원격감시 판넬(KFT-PJ600)

국제공인교정기관

MeAsuReMent, AnAlysIs e-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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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켄트메타스 | KENT METERS KOREA CO., LTD.

President 김장기 | Jang-Gi, Kim
Add.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34-11 | 34-11 Eunsan-gil, Jinwi-myeon, 
PyungTaek-si, Gyunggi-do, Korea   Tel. 031-667-2522   
Fax. 031-667-2524   Web. www.kent-meters.com   E-mail. water@kent-meters.com

누수율 0%에 도전한다!

(주)한국켄트메타스는 고감도의 수도미터를 생산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유량계 시장에 고품질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유수

율제고 및 구역계량시 누수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습

니다. 신기술인 소형 로터리피스톤 미터에서부터, 대형 고감도 

터빈형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정확도와 고성능 품질은 타회사

의 추종을 불허하며, 해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며 고객의 인

지도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터

빈형미터의 감도범위를 높임으로써, 전국 상수도 공기업의 유

수율 제고에 공헌하고 있으며, 연결식 수도미터(부관붙임형) 또

한 획기적인 수도미터로써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세계 

최고의 감도와 견고성을 자랑하는 전자식 수도미터와 전자유량

계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PSM 로터리 피스톤 수도미터

•  혁신적인 디자인

•  원형 피스톤을 작동시켜 그 회전수와 용적량과의 관계로 통수량 측정.

• 우수한 정확도

•  회전수와 용적량과의 관계로 통수량을 측정하므로 기차 발생 

 률이 낮아서 최소 유량 측정범위가 매우 낮음

• PSM은 펄스가 발생되어 유, 무선원격으로 활용이 가능함

• 15mm ∼ 50mm까지 형식인증제품

HELIX4000 (터빈형월트만식)수도미터

•  신소재로 개발되어 수 충격 시 소재의 탄력성으로 내구성  이 매우 강함

•  안정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저속 및 고속에 대처능력  이 

뛰어남 

•  타 제품이 가지지 못한 복합펄스출력(1plus/10L,100L, 

1000L)있으므로 수용가용, 구역용, 산업용으로 매우 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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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 어떤 방향으로(수직으로)도 설치가 가능

•  작동원리: 유량의 흐름이 작아지면 본관미터의 주 밸브가 닫 

 혀서 물의 역류를  막으며 오직측관의 소형미터로만 물이 흐 

 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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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계량기 고 

 장에 대한 예방으로 유수율 증대

•  시간에 따른 PRV 제어

•  알람과 원격측정법을 갖춘 데이터 입력

•  유속에 따른 PRV 제어

•  40mm ∼ 400mm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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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PDA)

• 무선검침 방식으로 상수도 요금행정의 신속, 정확, 편리성 및  

 유수율 향상 구현

•  수도미터의 원활한 검침과 상수도 수량관리 및 계획급수

•  PDA 검침 시스템 방식

Main Product & Technology 
PSM-Piston Single Meter 
Rotary Piston Water Meter
•  Innovative Design
•  Volumetric quantity measuring through the  
 relation with the rotation & operated circular  
 piston

•  Excellent accuracy
•  Very low minimum flow rate  
•  PSM has pulse wired that can be used for AMR/ 
 AMI purpose

•  KC Certified products up to 15mm ~ 50mm

HELIX4000 (Turbine Woltman) Water Meter
•  Strong durability as can be absorbed the impact  
 by the elasticity of the newly developed material.

•  Stable Duarability make sit have excellent ability   
 on coping with low- & high speed 

•  Very Suitable for end user, district & industrial  
 usages as no other products can has complex  
 pulse output (1plus/10L,100L, 1000L)

•  Can be installed at any angle like Horizontal,  
 Vertical, Slope etc.

•  High magnification (80 ~ 250 drainage) Water Meter
•  Certified products up to 40mm ~ 300mm   

By-pass(connection) Water Meter
•  Possible to measuring broad range of flow with  
 high accuracy

•  Increase the NRW as it can measure the  
 microscopic flow

•  High Accuracy of ±2% 
•  Not affect at all by the high accuracy of the flow  
 within ±2%

•  Can be installed in any direction(vertical) 
•  How it Works: Main valve will be closed as the  
 main flow is reduced and block the way for  
 backflow that flow only possible to thru bypass   
 which can be measure all small flow of waters

•  Certified products up to 50mm ~ 150mm 

Electric Flow meter & Water meter
•  Flow, Pressure, Velocity measurement
 (Forward, Reverse)
•  Excellent Accuracy 

- ±0.25% (power supply type) 
- ±0.5%(Battery type)

•  Complete ly  waterproof  ( IP68)  Detector,  
 Transducer

•  Built-in 3 Data Loggers
•  Wide Flow measuring range (ratio 1000 : 1)
•  Flow Measurement Range (0.006m/sec ~15m/sec)
•  Connection function for Pressure Detector 
•  Certified products up to 40mm ~ 350mm

PRV(Pressure Reducing Valve)
•  Effective on installing into the high pressure area.
•  Increase the NRW by the prevent ion of   
 malfunction on residential water meter, area flow  
 meter and leakage by the high pressure

•  PRV control over the time 
•  Data entry with alarm and telemetry
•  PRV Control by the flow rate
•  Possible to use up to 40mm ~ 400mm

Electric Flow meter Insertion
•  AC or DC type
•  Mult i -channel l  dual  logger dev ice,  High  
 resolution Data can be strored

•  without interruption of water supply by the   
 perforated installment

•  logging and monitoring of pressure data
•  Simple Insta l lat ion by the prefabr icated  
 installment

Wireless Metering System (PDA)
•  Implementation of increasing NRW, convenience  
 of billing administration, accuracy thru wireless  
 meter reading

•  Smooth water meter reading, gov management  
 and planning

•  PDA water meter reading system

부관붙임(연결식) 수도미터HELIX4000 (터빈형월트만식)수도미터PSM 로터리 피스톤 수도미터 PRV (감압변) 삽입형 전자식 유량계전자식 유량계 및 전자식 수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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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나메트릭스(주) | PANA KOREA CO., LTD.

President 박두식 | Doo-Sik, Park
Ad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스타타워 15층 | 15F, Star Tower, 37, Sagimakgol-ro, 
62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8018-5700   
Fax. 031-8018-5702   Web. www.panakorea.co.kr   E-mail. ejjang@panakorea.co.kr

저희 한국파나메트릭스(주)는 GE M&C(Boston/USA, Shannon/

Ireland)의 Panametrics, General Eastern, Vortek(OEM), 

SERVOMEX 의 한국 Distributor & Representative 입니다.

공정 모니터링, 성능 개선, 정밀 계량화, 에너지 손실 감시의 주

된 요소인 센싱 기술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 적용케 하

기 위한 제품, 제작, 기술, 교정 및 검정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고

객 여러분의 움직이는 손발이 되어 항상 가까이 있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2008.10.  한국파나메트릭스(주) 설립

• 2009.01.  공장 등록 (광양)

• 2009.01.  GE Sensing사와 distributor 계약

• 2009.05.  벤처 기업 인증 획득

• 2009.12.  Delta 사와 distributor 계약

• 2010.06.  GE Sensing사와 Panametrics, Vortex, GEI의  

 distributor 계약

• 2010.08.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 2011.07.  경기지사 개소

• 2012.01.  대전지사 개소

• 2012.03.  SERVOMEX사와 distributor 계약

• 2012.11.  원주지사 개소, 대산지사 개소 

• 2012.12.  부산지사 개소

• 2013.06.  성남으로 본사 이전

• 2014.01  Riventa사와 distributor 계약

• 2014.02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 유량계 (Ultrasonic, Vortex)

• 수분 분석기 (Al2O3, TDLAS, Chilled Mirror)

• 가스 분석기 (H2, O2, CO)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주요 커스토머(Customer)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POSCO, 현대제철(당진), LG화학(여

수/오창), 현대하이스코(순천), GM DAEWOO, 하이닉스반도체, 

수자원기술, 삼성중공업, 효성, 삼성테크윈, 하이트진로, GS EVA, 

현대차남양연구소,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SK E&C, 삼성

물산, 현대중공업,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사업소, 베올리아워터코리아, 하동화력, LG생명과학, 양평정수

장, 한화케미칼, 녹십자, 삼성토탈, 한국서부발전(평택), LG전자, 

한화 S&C,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PANA KOREA CO., LTD. is Korean Distributor 

and Repre-sentative of GE Sensing (Boston/

USA, Shannon/Ireland). We supply GE Sensing 

Panametrics products, Calibration and Technical 

Serv ice for  the effect ive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Sensing Technology which 

is a major factor for the process control and 

monitoring, performance improvement, precise 

measurement and energy loss.

Certificate & Patent
• 2008.10.   Pana Korea Co., Ltd. founded
• 2009.01.  Factory Register Certificate obtained
• 2009.01.  Contract with GE Sensing as a 

 distributor for Panametrics brand
• 2009.05.  Certificate of Venture Business obtained
• 2009.12.  Contract with Delta F Corporation as 

 a distributor
• 2010.06.  Contract with GE Sensing as a 

 distributor for Panametrics, Vortex, GEI
• 2010.08.  ISO 9001/ 14001 Certificate obtained
• 2011.07.  Gyeong-gi Branch Office founded
• 2012.01.  Dae-Jeon Branch Laboratory founded
• 2012.03.  Contract with SERVOMEX as a 

 distributor for SERVOMEX brand
• 2012.11.  Won-ju Branch Office founded 

 Dae-san Branch Office founded  

• 2012.12.  Bu-san Branch Office founded 
• 2013.06.  The Head office moved to Seong-Nam
• 2014.01.  Contract with Riventa Corporation as  
 a distributor
• 2014.02.  KOLAS International public calibration  
 institution Certific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 Flowmeter (Ultrasonic, Vortex)
• Moisture Analyzer (Al2O3, TDLAS, Chilled Mirror)
• Gas Analyzer (H2, O2, CO)

Performance
Main Customer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ngineering, 
POSCO, Hyundai Steel, LG Chemical, Hyundai 
Hysco, GM DAEWOO, Hynix semiconductor, Water 
resources Technology, Samsung  heavy  industry, 
Hyosung, Samsung Techwin, Hite Jinro, GS 
EVA, Hyundai car namyang laboratory, GS E&C, 
DAELIM industry, Hyundai construction, SK E&C, 
Samsungcnt, Hyundai Heavy Industries, Samsung 
mobile display, sewage treatment plant, water and 
sewage business place, veoliawaterkorea, Hadong 
firepower, LG life science, Yangpyeong filtration plant, 
Hanhwa chemicals, Korea Green Cross Corporation, 
Samsungtotal, Korea Western Power, LGelectronic, 
Hanhwa S&C,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현장사진

한국파나메트릭스의 파트너

PanaFlow Z3XGM868iXMT868i

DF868PT878AT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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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계수부 이물질 유입방지 수도미터 개발

수도계량기 지열 보호통 부동전

수도계량기 보호통 제조 공법

MeAsuReMent, AnAlysIs e-4-9

(주)한영계기 | HAN YOUNG INSTRUMENT CO.,LTD

President 강순이 | Soon-Lee, Kang
Add.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764 | 764, Hasin-ri, Geumseong-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Tel. 041-751-1051   Fax. 041-751-1050    

Web. www.hanyoungkorea.co.kr   E-mail. syk477@hanmail.net 

(주)한영계기는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전문생산업체로 끊임

없는 개발과 투자로 스테인리스 수도미터를 개발하여 위생안전기

준에 적합한 수도미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3년 지열보호통 개

발로 수도미터의 동파발생을 최소화하는 보호통과 보온력이 향상

되고 지하 건수에 의한 보온재 상승으로 인한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는 수도계량기보호통을 개발하여 특허인증을 받아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

전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개발하고 하자보수가 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부동전 신제품을  개발하여 민원 처리가 

쉽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내뿐 아니

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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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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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보호통, 동파방지보호통, 혹한지방용 

 보호통, 밭기반전용보호통, 생활용수 전용 보호통, 감압밸브  

 부착보호통, 대형 고감도 보호통) 

•  부동전

•  제수변 철개 및 제수변 보호통

•  특수라이닝코팅

제품 및 공법 소개

친환경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하여 중금속 위해물질인 납 성 

 분이 검출되지 않는 수도법 위생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계수부 이물질 유입방지 수도미터 개발 

•  계량기 내부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개 선된 수도미터임.

•  상부내갑 보스부와 익차 조립체 사이의 밀착 면적을 증가시켜  

 물속에 포함된 이물질이 계수량 장치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함.

•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적은 유량에서도 정확 

 한 계측이 되어 소비자의 요를 충족시키는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임.

•  계수부 이물질 유입으로 고장 및 불회에 의한 민원 최소화.

수도계량기 보호통 제조 공법 

•  보호통 성형이 부로아 공법에의한 제작품으로 보호통 내부에  

 홈을 형성하여 보온재 상승커버를 고정시켜 지하 건수에의한 보 

 온재 상승을 방지하여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고 동파 

 방지 보온재 제작으로 보호통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 하여 보온 

 력을 향상시켜 수도미터 동파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통 몸체와  

 다리 발판 조립 시 피스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됨.

수도계량기 지열 보호통 

•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수도계량 

 기의 동파 방지이다. 수도계량기가 얼게되는 원인은 극심한  

 추위와 물 사용 횟수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수도계량기 지 

 열 보호통은 첫째 땅속 동결심도 밑의 지열을 이용하고 둘째 

 로 보온을 위해 뚜껑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지면 위 외부 냉기 

 를 차단하여 보호통 내부에 지열 공기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방지한다.

부동전 

•  부동전의 배관조립부와 내부 배관부가 분리되도록 제작하여  

 부동전 하자 발생시 부동전 설치부의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땅을 파야 부동전의 교체가 가능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품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내부 배관부 

 만교체 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하자보수가 쉽도록 보완된 제품임.

역류방지수도미터 일반 수도미터

동파방지 보호통

부동전 몸체와 배관부

동파방지보온재

대형 고감도수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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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 HANIL NETWORK ENGINEERING

President 김학용 | Hag-Young, Kim
Ad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B동 608호 | B-608, 531, Dunchon-dae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602-6593~4   Fax. 031-602-6595   

Web. www.leakdoctor.co.kr   E-mail. leakdoctor@leakdoctor.co.kr

1991년 설립된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은 유수율 향상과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제

고 사업, 관로시설 및 기술진단, GIS를 통한 급·배수관망도 작

성, 각종 상수도 설계 등의 용역사업과 탐사장비판매 및 A/S등

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된 배·급수와 수자원의 절약 및 수도사업의 경영 

수지개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완벽한 급수운용 시스

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최적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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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상하수도관맨홀 시설물 검사장치

• 2011 상수도관 무단수 관내시 및 누수감지용 스마트볼

• 2007 기계식 수도미터 계량기용 비교유량측정 시스템   

• 2005 상수도 시설관리 시스템

• 2000 간이수압계

- 외 다수 -

주요 제품 및 기술 

유수율제고 사업(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외)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조사, 블

록시스템 구축계획, 설계,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 사업용역을 실시

상수도관망진단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관망정비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누수를 최소화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상수도관망(최적)유지관리

상수도관망분야 전문인력에 의한 아웃소싱

상수도시설물 및 블록별 수량, 수압, 수질의 관리로 최상의 급

수상황 지속 유지

GIS사업 및 지하 매설도 작성

관망도의 정보화, 전산화를 위하여 GIS사업 및 관망도 CAD화, 

지하매설물 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실시

계측 장비 판매 및 A/S

•  간이수압계 (HP-1, 국산): 국내 특허(특허 제0251282, 2000 

 년)를 받은 간이식 수압계로 수도꼭지 등에서 간단하게 수압 

 측정 가능

• 단순청음봉 (JC-1010, 국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누수탐사 장비

•  비교유량측정장치 (HFC-2000P, 국산): 수도미터 비교유량측 

 정장치로 기계식 유량계 data logging이 가능하며 수압측정이  

 가능한 복합식 계측장비

•  누수종합진단시스템 (ZoneScan 820, 스위스): 상수도 관로상 

 의 제수변 등 노출된 다지점에 센서를 설치하여 노이즈의 특 

 성을 무선으로 다운받아 누수지역을 자동 선별

•  휴대용초음파유량계 (UFP20, 일본): Clamp-on타입으로 설치 

 가 간단하며, 정확도가 높은 휴대용 초음파유량계

•  관로탐지기 (RD4000, 영국): 기존의 RD400시리즈 탐지기에  

 이은 RD4000시리즈 탐지기는 21세기에 맞게 좀 더 세련되고  

 견고화된 케이스, 사용이 편리한 판넬, 튼튼한 엑세서리 등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

•  제수변BOX탐지기 (M880B, 미국): 와이어메쉬 배제기능 등 단 

 순하면서 효과적인 제수변BOX탐지기

HANIL NETWORK ENGINEERING was set 
up in 1991, and is engaged in block system 
construction, water flow rate improvement, 
conduit facilities and technical diagnosis, water 
supply and drain pipe network mapping, various 
waterworks design, survey system sales, and 
after-sales services as part of water flow rate 

improvement and clean water supply.
The company is continuing R & D activities for 
stable water supply and drain, water resource 
saving, and waterworks management balance 
improvement, and is implementing an optimum 
maintenance of water pipe network for perfect 
water supply operation system.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의 모습 1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의 모습 2

현장조사 5 현장조사 6

현장조사 3 현장조사 4

현장조사 1 현장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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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마스 | HUMAS CO.,LTD

President 전영관 | Yeong-Kwan, Jeon
Add.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57 | 461-57, Jeonmin-dong, Yuseong-gu, Daejeon, Korea 
Tel. 042-864-2462   Fax. 042-864-2463   

Web. www.humas.co.kr   E-mail. humas3@hanmail.net  

(주)휴마스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신

소재 및 환경기술 관련 연구기관 출신 연구원들과 KAIST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입니다. 

(주)휴마스는 창립 초기부터 수질분석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수

질분석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수질분석에 이용되는 70여개 항목의 수질분석키트와 수

질분석기, 휴대용탁도계, 총대장균키트, 현장용 탁도센서 및 

TN/TP, TOC On-Line Meter를 개발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마스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에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환경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참여

  - Fixed Wavelength Type 수질분석기 및 30종 수질분석키트 개발

  - Continuous Wavelength Type 수질분석키트 개발

  - 대장균 검사키트 / 대장균 자동분석기 개발

•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출

• Continuous Wavelength Type Spectrophotometer 개발

• 자본금 7.25억원으로 유상증자(산업은행 투자)

• 국내최초 침적형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 개발

• DPD시약식 염소 연속자동측정기 개발

• TNP 연속자동측정기 개발

• 휘발유, 경유 간이 시험기 개발

• 한국기술제품인증(기술표준원)

• 국산신기술제품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우수제품인증(조달청)

• CE인증(HS-R200, HS-1000, HS-2300, HS-3300)

• MC인증(HS-1000, HS-2300), 中형식승인

• SUCCESS DESIGN 인증(디자인진흥원)

• 탁도센서(형식승인, 성능인증, CE인증)

• CL4000(형식승인)

• TNP4000(형식승인)

• 총대장균군/대장균 정성 분석 키트 먹는물공정시험법 

  적합성입증(국립환경과학원)

•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 이노비즈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 ISO9001(AJA)

• 첨단기술기업(과학기술부)

• 수출유망중소기업(대전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우량기술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 유망중소기업(대전시)

• A+ 우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 외국인 투자기업(일본)

• 온라인 수도기술 경진대회 침적형 탁도계 동상(한국수자원공사)

• 성과공유제 수행과제 성과확정 침적형 탁도계(한국수자원공사)

• 총인 수질자동측정기 적용성 평가 적합판정(환경부)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한국수자원공사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제품 및 기술 

• 분광광도계 (모델명: UV-3300) 

• 휴대용수질분석기 (모델명: HS-1000PLUS)

• 종합수질분석기 (모델명: HS-2300PLUS)       

• 종합수질분석기 (모델명: HS-3300)

• 휴대용 탁도계 (모델명: Turby-1000)         

• 전용반응기(HS-R200) 

• 총대장균/대장균 정성 분석키트(Colitest)     

• 휘발유(GT-1000), 경유 간이시험기(DT-1000)

• 수질분석키트(COD(Cr), COD(Mn), TN, TP, NH3-N, NO2-N, 

  NO3-N, PO4-P, 중금속 등)

• 현장용 침적형 온라인 탁도센서(Turby-2100)

• 염소 연속자동 측정기(CL-4000)             

• TN/TP, 대장균 Online meter                 

• 인산염인 연속자동 측정기(PHOSPO 4000)

• TOC 자동측정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국내 하수처리장 실험실 에서 수질분석키트를 이용하여 COD, 

TN, TP 측정하고 있으며 현장 에서 TMS 연계하여 TN TP 온라인 

자동측정기를 휴마스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대만등 TOC 온라인 측정기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정수장에서 탁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사 온라인 침적형 탁

도계를 이용하여 수돗물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TNP4000 TOC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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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HNP 테크 | HNP Tech co.

President 이복현 | Bok-Hyeon, Lee 
Add.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762번지 아이테코 934호 | Iteco 934ho, Deokpung 3-dong, 
Ha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791-1533   Fax. 031-791-1534 

Web. www.hnptech.co.kr   E-mail. hnp7060@naver.com 

“Water Vitalize Your Life”를 슬로건으로 하는 21C물환경기업 주

식회사 HNP 테크 입니다. 주식회사 HNP테크는 상하수도관 자

재를 연구개발하고 더불어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하는 상수도관 

자재 및 부속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상수도관 내부의 수질오염과 혼탁수 발

생요인인 이물질을 포집하여 수시배출 할 수 있는 이물질 배출

기, 유지관리의 편리함과 관로 계통의 시설을 보호하는 다기능 

T분기형 밸브접합관, 강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용접을 하게 되

면 용접부의의 부식이 발생이 급격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단

점을 보완한 무용접공법 및 내진방지 설계를 기초로 개발한 이

탈방지용 링조인트 등 여러 상수도관 자재를 연구개발하고 생

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신선하고 청결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System을 위하여 모든 기술력을 모았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수를 지켜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주식회사 

HNP 테크 임직원 일동은 항상 고객의 견해를 존중하며 국가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이물질 배출기강관연결용 조인트 관이음쇠)

• 이탈방지용 링 조인트(특허 제10-1117141호)

• 이물질 배출기(특허 제10-0959373호)

• 합성수지관 연결장치(특허 제0543019호)

• 관로탐사선 보유형 합성수지관(특허 제10-0607574호)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 환경경영시스템 14001:2004

• 농어촌연구원과 MOU체결 

• 농나라장터 새싹기업 선정업체(1기)

주요 제품 및 기술 

1. 이물질 배출기: 상수도용(양방향, T형, 크로스형)

• 제품구경: 80mm~1200mm

  (80mm~500mm 경판형/600mm~1200mm 원통형)

2. 이물질 배출기: 농업용수용(양방향, T형, 크로스형)

• 제품구경: 80mm~3000mm

  (80mm~500mm 경판형/ 600mm~3000mm 원통형)

• 기능: 이물질을 포집하고, 배출하는 장치(전 세계 최초 개발)

3. 이탈방지용 링조인트

• 제품구경: 80mm~800mm

• 기능: 무용접 공법 관 연결 장치, 내진 설계

4. 멀티 이동식 철재 밸브실

• 제품구경: 80mm~600mm

• 기능: 밸브실 축소, 유지관리의 편리함과 관로 계통의 시설보 

  호(밸브실)

5. 다기능 밸브접합관

• 제품구경: 80mm~800mm

• 기능: 밸브실 축소, 유지관리의 편리함과 관로 계통의 시설을보호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이물질 배출기

• 2010년: 성남시 맑은 물 수도사업소 2개소 외 21개소

• 2011년: 군산시 말은 물 수도사업소 3개소 외 120개소

• 2012년: 폰천시 맑은 물 수도사업소 5개소 외 180개소

• 2013년: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1개소 외 150개소

•  2014년: 용인시 맑은 물수도사업소 납품 예정 및 설계 적용  

  21개소 진행 중

1. 이물질 배출기: 상수도용 3. 이탈방지용 링조인트2. 이물질 배출기: 농업용수용 4. 멀티 이동식 철재 밸브실

“Water Vitalize Your Life” with the slogan HNP 21C Tech 
Co., Ltd. is a company in water environment. HNP Tech 
Co., Ltd. is a research and development materials for 
sewerage pipe manufacturing and sales together with 
the water pipe is specialized in materials and parts. Main 
products of the water tube and the turbidity of the water 
pollution can occur at any time by factors of debris 
collected debris can be Foreign objects ejector, and the 
ease of maintenance of the pipeline system in a multi-
functional T-branch valve to protect the union, in order 
to connect steel pipe welding, the weld zone of the 
corrosion which occurs rapidly with these shortcomings 
and non-welding method developed on the basis of 
seismic-resistant design escape-proof r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other materials and water pipes 
production / sale. Anyone drinking water people can 
drink clean tap water faucet to the TV is tuned to the 
right, as always fresh and clean water can be supplied to 
the System collected all the technology. Going to protect 
precious water of life of the people HNP-Tech Co., Ltd. 
All employees take great pride in the customer's point of 
view will always respect the country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

Certificate & Patent
• Venture company
• corporate research center
•  Hygiene Safety Standards KC Certification(Foreign 
objects ejector/pipe fittings for connecting joints)

• escape-proof ring joint (Patent No. 10-1117141) 
• foreign objects ejector 
 (Patent No. 10-0959373)
• synthetic resin pipe connection device 
 (Patent No. 0543019)
• Holding the probe tube-type synthetic resin pipe 
 (Patent No. 10-0607574)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2008
• 14001:2004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MOU with Institute of Rural
•  Sprout Company by Country marketplace company (1 unit)

Main Product & Technology 
1. Foreign objects ejector For water

    (bi-directional, T-shaped, cross-shaped)
•  Product Diameter: 80mm ~ 1200mm (80mm ~  
 500mm diameter plate / 600mm ~ 1200mm cylindrical)

2.  Foreign objects ejector Agricultural acceptance 
    (bi-directional, T-shaped, cross-shaped)
•  Product Diameter: 80mm ~ 3000mm (80mm ~  
 500mm diameter plate / 600mm ~ 3000mm cylindrical)

•  Function: collecting debris and discharge  
 devices (originally developed world)

3. Ring joint anti-secession

•  Product Diameter: 80mm ~ 800mm

•   Function: Non-welding process pipe connector,  
 seismic design

4. Multi-removable steel valve chamber
•  Product Diameter: 80mm ~ 600mm 

•  Function: The valve chamber reduction, ease  

 of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and pipeline  
 protection system (valve chamber)

5. Multi-valve union

•  Product Diameter: 80mm ~ 800mm
•   Function: The valve chamber reduction, ease of  

 maintenance and facilities to protect the pipeline system

Performance
Foreign objects ejector Delivery Performance 
•  2010: Sengnam City clear water establishments  
  in two places Other21 places 

•  2011: Gunsan City clear water establishments in  
  three places Other120 places

•  2012: Pocheon City clear water establishments  
  in five places Other120 places

•  2013: Rural Community Corporation Gimpo  
  branch in one places Other 150 places

•  2014: Yongin City clear water establishments in  
  delivery plans and design apply to 21  
  places in Progress

HNP
(주)HNP 테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차세대지능형상수관망기술개발연구단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

Pusan Natio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Eco-Smart Waterworks System

GBEST

R&D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of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orea Testing Certification

Korea Testing Laboratory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EWI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시험, 연구사업단

Research 
Institute



2014 W
ATE

R
 K

O
R

E
A   382 /

383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ReseARCh InstItute F-1-6

본 연구실은 권역 내 다수의 하수도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심도 있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진단 및 제어 분야에 관련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듈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지

원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이노베이션 사업 중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 (ERL)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의 선도 그룹 중 하나

로써, 모든 연구원들이 선진화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인증 및 특허

국내 특허 출원

• 10-2012-0016793: 하수처리장 공정 상태 진단에 따른 규칙기반 제어 방법 및 시스템

국제 특허 출원

• PCT/KR2013/002573: 하수처리장 유출수질의 상태에 대한 원인인자 제공장치 및 방법

• PCT/KR2013/002580: 하수처리장 에너지소비상태 진단에 따른 에너지 절감 예측시스템 및 방법

• PCT/KR2013/002613: 수계수질상태의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한 수질정보제공시스템 및 방법

• PCT/KR2013/002567: 최근린기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의 유입유량과 유입성분농도의 예측 장치 및 방법

The objective of this laboratory is to carry out research about development o f the technologies 
for integrated sewerage management based on satisticl analysis and system engineering. Specific 
research area includes development of modeling, diagnosis, and control techniqu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integrated sewerage system. This laboratory is one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ERL) suppor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KoreaInstituteofEnvironmentalIndust
ry and Technology), and as one of the leading group, all laboratory members do their best for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elated research area.

Certificate & Patent

•  10-2012-0016793: Apparatus and method for rule-based control according to process state diagnosis  
 at wastewater treatment plants

•  PCT/KR2013/002573: Apparatus and method for provide of causative factors for stage of outflow  
 wat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  PCT/KR2013/002580: System and method for predicting energy reduction according to energy  
 consumption state diagnosi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  PCT/KR2013/002613: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waterquality information capable of diagnosis  
 and prediction of watersystem waterquality state

•  PCT/KR2013/002567: Apparatus and method for prediction of influent flow rate and influent  
 components using nearest neighbor method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김창원(연구책임자) | Prof. Chang-Won, Kim 
Add.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산 30, 부산대학교 | San 30, Jangjeon-dong, 
Geumjeong-gu, Pusan national university   Tel. 051-510-2769   
Fax. 051-515-5347   Web. waterlad.icts21.com   E-mail. daniel@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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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2-1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 Center for Eco-Smart Waterworks System

President 노수홍 | Soo-Hong, Noh   Add.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1층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 Wonju Eco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1F 
Yonsei University 1 Yonseidae-gil, Wonju, Gangwon-do   Tel. 033-760-5564  
Fax. 033-760-5568   Web. ecost.yonsei.ac.kr   E-mail. mirymbang@yonsei.ac.kr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일류 환경기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질과 환경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ET-IT-NT를 융합한 막여과 정수처리기술과 통합상수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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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정 통합상수도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실적을 획득

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게 우리 사업단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맛, 냄새 및 신종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

외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사업단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업구성 

Center for Eco-Smart Waterworks System of Yonsei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May 2011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part of 10-year Global Top Project.
The center has more than 50 academic and industrial partners and has center are to develop advanced 
hybrid membrane water treatment systems for safe and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to develop total 
solution processes which are based on ET-IT-NT integrated technology covering the raw water intake to 
water treatment plant to the tap.

Core Projects

구분 분야 과제 구성 과제 유형 세부 과제수 비율(%)

1 세계시장 선도형 정수 막분리 기술 개별
실용화 3 33.3

44.4
원천 1 11.1

2 첨단 지능형 최적 정수처리 플랜트 기술
통합 실용화 2 22.2

33.3
개별 실용화 1 11.1

3 수출 시장 맞춤형 상수도 기술 개별 실용화 1 11.1 11.1

4 단장총괄 개별 공공 1 11.1 11.1

합계 9 100 100

Classifications Name of Project

World leading membrane technology

1. Development of microfilter membrane module with energy saving and low fouling
2. Development of UF membrane and module with high permeability and high strength
3. Development of membrane and module for treating highly concentrated backwash water
4.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membrane and module for water purification

High-tech intelligent optimized water 
treatment system

5. Development of a novel water treatment technology to remove CECs
6. Development of water treatment process for tailored water quality
7. Design, construction & operation os smart water system as a total solution

Water treatment process optimized for 
export markets

8. Development of multi-purpose small-scale water treatment package system

국제심포지엄 조감도

차세대 정수처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기능성 분리막 개발과 지능형 상수도관리 시스템 개발

IT기반 친환경 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대 및 국민의 환경정보 에 대한 접근성 개선

Build the foundation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developing 
original technology of novel water treatment
Development of functional membrane and smart grid management system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encironmental-friendly technology based on IT 
and improve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s

Anticipated
Outcom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economical

Environmental

Secure market competitiveness in 21 century water treatment industry
Create high profits by acquiring core technologies
Activate the related industries and create new demands
Promotion of entering the developing countries market

Lead the conutr's development by low carbon emission, green growth
Achieve the world best treated water quality: DOC < 0.5mg/L, the number of particles < 10/mL
   Remove more than 95% of CECs
Meet Seoul tasty tap water quality guideline(155 parameters): Customer oriented 
 control of the water quality

21세기 상수도 산업에서의 시장 경쟁력 확보

대형 플랜트 수주 및 수출 전략산업 육성

성장속도가 빠른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신규 수요 창출

개발도상국 상수도 시장 진출 촉진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 발전 주도

세계 최고 정수처리 수질 달성: DOC 0.5㎎/L, 입자개수 10개/ml 이하 달성

  CECs 대상지표인자 95% 이상제거

서울시 맛있는 물 수질기준 만족: 수요자 중심의 수질관리

기 대 성 과

과학 기술적

산업 경제적

환경적



2014 W
ATE

R
 K

O
R

E
A   386 /

387

P
ipe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W
ater tank, C

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

p
M

easurem
ent, 

A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O

thers

ReseARCh InstItute F-6-1

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개발 연구단 | GBEST

President 최승일 | Suing-il, Choi
Add.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녹지생명과학관 239호 | College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Green Campus Building,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Tel. 02-3290-3976   Fax. 02-928-7430   Web. www.gbestcenter.org   E-mail. twpo@nate.com

본 연구단은 환경부 Eco-Innovation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량/

수질/에너지 최적화 기술, 관망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기술에 대

한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

구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분야에 IT

기술(센서, IT표준화)을 접목한 Smart Water Grid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후 설계-시공-평가-운영-유지관리의 종합적인 

Global Top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성공적인 연구단 운영을 통하여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신

뢰도를 회복하고 효과적인 물 인프라 관리기술을 구축하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기술을 

실증화 및 사업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공적인 연

구단 운영을 통해 구축된 기술을 수출하여 3,700개 이상의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을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소블록 최적설계 기법 및 S/W 개발

• 입력 DB(상수도 GIS, 물 사용량, 수리해석결과)구축

• Thissen Polygon 기법을 통한 Mesh 분할, 속성 추출

• 가도달행렬, 군집분석을 통한 소블록 경계안 도출

스마트블록 최적설계·운영시스템 개발

• 입스마트블록 최적설계 S/W, 무단수형 상수관망 최적설계 S/W

• 상수관망 설계 최적화 S/W, PDD 관망해석 및 운영 S/W

• On-line 누수감시 및 수압최적관리 시스템, 무단수형 상수관 

 망 최적운영 관리 시스템

• 대형 상수관 갱생 급속시공 시스템, 무선통신을 이용한 관망  

 유지관리 시스템

관망 이상관리 솔루션 (WATER PIPENETWORK solutionTM)

• 관망 정보 수집장치(S-NetData) 설계/제작

관망 수질관리 솔루션 (WATER QUALITY solutionTM)

• 생물막 형성 제어기술, 소독제/소독부산물(DBPs) 관리기술

스마트 상수관망 현장경화관 갱생공법

• CIPP 구조화 설계 및 제작

• CIPP 관내면 코팅 표면처리 기술

스마트 미터 시스템(고정밀+다기능 미터)

• LC센서 방식의 고성능 스마트 미터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 스마트 칩을 이용한 정보체계 구현 및 유/무선 통합 프로토콜

스마트 미터기반 운영관리 핵심기술

• 실시간 사용량 시/공간 분포해석기법

• 패턴분석을 통한 변화감지 알고리즘

• 실시간 Data mining 및 누수 분석 알고리즘 강화

•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개발 및 누수감지 분석기능 강화

원격 누수 탐지 시스템

• 음압센서와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누수감지 시스템

상수도관로 부속시설물(밸브) 진단시스템(DC-PAD)

• 비상시 대비 밸브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밸브의 성능

을 유지시키는 기술

주요 TEST-BED  시공 및 적용기술 

•  베트남(호치민)

 - 소블록 유입유량계 및 밸브실 구축

 - 다기능 점검밸브 및 밸브실 구축

•  태백권

 - 지능형 플랫폼(GIS 및 통합 DB, 실시간 감시제어)

 - 에너지 최적운영 시스템

•  영월군

 - 스마트블록 최적설계 및 관리시스템

 - 상수관망 이상관리/수질관리 시스템

 - 에너지 회수장치

•  정선군

 - 스마트 CIPP 장비

 - 아이스클리닝 공법

 - 원격 누수감시장비

 - 부단수 관로진단 시스템

 - 고감도 누수탐사/위치탐사 장비

 - 상수도 관로 부속시설물 진단장비

GBEST is a part of outstanding Eco-Innovation 
R&D project ordered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MoE), and devotes ourselves to develop original 
technologies for forging and operating integrated 
system involving water quality/quantity/energy 
optimizing technology, water network monitoring 
and maintenance technology. After improving 
a level of Smart Water Grid technology, which 
combines with IT (sensors, IT optimization) and 
currently applied to a field of water supply system, 
exceeding a developed country level, the GBEST 
sets a goal for acquiring the integrated technology 
including design/construct ion/evaluat ion/
operation/maintenance to lead a global market.
By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GBEST, we 
put an effort for recovering nation's credit about 
drinking water as well as securing an effective 
wa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technology. 
Overbearingly, we devote all our energy to 
commercial ize the developed technologies 
through the R&D, and if the export comes on tract 
through success of this project, more than 3,700 
jobs will be created.

Main Product & Technology
Small Block optimizing design technic and 
S/W development
•  Input DB securing (Water Network GIS, water  
 usage, hydraulic analysis result)
•  Mesh partition, attribute extraction through  
 Thissen Polygon technic
•  Deducting boundary draft by using cluster  
 analysis

Smart block design/operation/management system
•  Block system design S/W, Multi-purpose pipe  
 network optimization S/W
•  Online leakage detecting system 
•  A technology to maintain the pipe network over  
 wireless
•  Analysis and operation of PDD pipe network

WATER PIPENETWORK solutionTM

•  3R decision making supporting system, hybrid  
 failure detecting system

WATER QUALITY solutionTM

•  Biofilm, corrosion control/management system
•  Pipe network disinfectant, DBPs control/ 
 management system

Process to regenerate a CIPP method for 
Smart Water Network
•  Develop a hardening can regenerating technique  
 combined with high-durable CIPP (Cured In  
 Place Pipe) regenerating method and leakage  
 detecting network

Smart meter system (High precision+Multi 
function meter)
•  High performance smart meter by using a  
 method of LC sensor (Analog-Digital)
•  Information system realization using Smart  
 chip and wire/wireless integrated protocol  
 implementation

Smart meter based Core Technology of 
Operation/Maintenance
• Spatio-temperal distribution analysis method for  
 real-time water usage
•  Real-time data mining
•  Strengthen an algorithm for analyzing leakage

Remote Leakage Detector
•  Ut i l iz ing negat ive pressure sensors and  
 communication network

Water Pipe Valve Diagnostic System
•  A technology to diagnose, evaluate and repair  
 the conditions, failure or any problem of the  
 valve installed

Contruction of 3-site domestic 

Test-Bed and its Technologies applied
•  Taebaek district

-  Intelligent platform (GIS and integrated DB,  
 real-time monitoring and control)

- Energy efficient operating system
•  Yeongwol district

- Smart block design/operation/management system
-  Water network system monitoring system for  
 sudden problems and water quality

 - Energy retrieval installation
•  Jeongseon district

- Smart CIPP equipment
- ICE Cleaning method
- Remote Leakage Detector
- Water Pipe Valve Diagnostic System
- Leakage detection with high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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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 R&D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of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President 김지태 | Ji-Tae, Kim
Ad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 Rm 601, 6th Fl., Comprehensive Lecture Hall, 
K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82 31 247 0846   
Fax. +82 31 249 9782   Web. www.bwtoptech.or.kr   E-mail. skylike007@naver.com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는 동시대의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특히 깨끗한 물을 풍

부하게 확보하는 것은 향후 녹색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폐수처리분야에서도 선진국

들은 이미 고도처리와 재이용,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은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출범하였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처리기술을 확보하여 하천수질

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깨끗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세계 물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

고자 합니다. 사업단 과제는 1) 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수처리 플랜트에서 에너지 자

립율 제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3) 수처리 플랜트에서 IT 융·복합 기반 지능형 운전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 세분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실증화 과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화를 촉진하기위해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기술을 개

발·검증 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단은 하·폐수재이용, 자원 순환과 지능형 운전 등과 같은 첨단처리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The 21st century has been called as“the age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due to the global warming is the 
global issue we must tackle in this century. Specifically, securing the long-term water resources would act as an 
indica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near future. 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wastewater reuse technology and striving for self-reliance in energy. “R&D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of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ATWTR) was established in 2011 as the Global Top Project of Ministry 
of Environment (MOE) of Korea. The purpose of ATWTR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water-quality of rivers and 
lakes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and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developed technologies in overseas market. ATWTR supports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in industrial 
and academic sectors, and is committed to undertak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jects. 
The our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three primary goals as follows: 1) system establishment for high-
quality discharge and reuse of wastewater, 2) system establishment for improving energy self-reliance and 
resource recycling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smart management and 
operation based on IT. Research demonstration takes more than 70% in our project, and all industrial institutions 
need to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manuals for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est bed about the 
developed technologies. ATWTR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ies on related issues such as wastewater reuse, resource recycling and smart water grid etc.

Main Product & Technology 

연구기관명 주요 기술 및 제품

㈜티에스케이워터 수요자 맞춤형 하폐수 고도처리 공정 및 재이용 기술 개발

㈜퓨어엔비텍 세계수준의 고유량/장수명 평막형 분리막 및 모듈 개발 

㈜삼보과학 분리막 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및 분리막 파열 진단기술 개발 

그린엔텍㈜ 펄스 자외선 고도산화 기술과 그래뉼 생물막 반응기를 이용한 농축수 처리기술 개발 

㈜포스코건설 글로벌 수준의 제철폐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공정 실증화 기술 개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제철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를 위한 농축수 처리 공정개발과 재이용수 핵심 공정 표준화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철폐수 맞춤형 MF/UF 분리막 및 모듈 핵심기술 개발

농어촌연구원 UF/NF 분리막 기반의 하수 재이용 공정기술 표준화와 실증화 기술개발

㈜필로스 고내구성·고기능성의 복합막 기능이 부여된 UF/NF 분리막 소재 및 모듈 개발

㈜블루비에스 UF/NF 분리막 공정 기반의 전기분해/오존 조합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재이용수 공정기술 개발

㈜부강테크 청정 방류수  확보를 위한 영양물질 및 난분해성 미량물질 등 초고도처리 핵심기술 개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공정 패키지화를 통한 실증화 및 유지관리 자동화 기술

㈜퓨어엔비텍 이동식으로 설치가능한 중소규모 컨테이너형 패키지 하수처리 시스템개발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하·폐수 질소제거를 위한 (귀)금속촉매 활용기술 개발

㈜SK 케미칼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한국형 바이오가스 생산·회수 및 활용 통합 실증화 기술개발

엔텍스㈜ 에너지 순환형 습식 열적가용화 전처리기술 실증화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 유압식 교대교반 방식을 적용한 에너지절약형 고온 혐기성소화 기술 개발

디에이치엠㈜ 이온교환섬유와 진공흡착공정에 의한 바이오가스 정제, 분리, 압축 기술 국산화 및 열병합발전 시스템 실증화

㈜CMD기술단 CaO를 다량 함유한 슬러지 소각재를 이용한 하수슬러지의 친환경 인공토양 제조 시스템 상용화

코오롱글로벌㈜ 하수열,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회수시스템 및 통합 스마트 운영기술 개발

㈜태성종합기술 Si 함유 흡착제를 이용한 하수 및 슬러지로부터 인(P) 회수 공정개발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에너지 생산 및 슬러지 저감형 혐기성 하수처리 공정 개발

㈜에네트 포기조내 에너지절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고효율 판형 멤브레인 산기장치 개발

㈜에이알케이 하수처리장슬러지탈수·분리전처리기술개선및고속퇴비화기술개발

주식회사 생 전공정 자동화 운전기반의 응집 전처리 및 섬유여과 수처리시스템 개발

벽산파워㈜ 하수처리장 에너지 및 재이용수 분배를 위한 Smart Water/Energy Grid 구축

㈜삼천리엔바이오 수처리플랜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중심 스마트 운영진단 시스템 개발

㈜파이브텍 하수처리 통합망 기반의 고내구성 질소(TN)/인(TP) 센서 장치 및 슬러지 멀티 모니터링 핵심기술 개발

㈜마이크로디지탈 유글레나 생물종 등을 이용한 이미지 및 형광 듀얼 측정방식의 온라인 실시간 독성 모니터링 장치 개발

㈜티에스케이워터 하수처리장 송풍기 및 펌프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IT기반의 지능형 제어와 맞춤식 에너지 절감기기 핵심기술개발

Research Organization Main Product & Technology

TSK water Consumer-Customized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 and Reuse System 

Pure EnviTech Plate type membrane and module for world class high flux / long life 

Sambo Scientific Pretreatment for Membrane Efficiency Improvement & Membrane Leak Diagnosis Technology 

Green Entech RO Brine Treatment Technology using the Pulse UV AOP system and GBMR 

POSCO E&C Proof Technology in Global Top Level for Treatment and Reuse of Iron Making Industry Wastewater 

RIST Concentrate treatment process for high quality discharge water from iron making process and standardization of key processes for 
wastewater recycling 

Kolon Industries MF/UF membrane module for wastewater treatment of iron industry 

KRC UF/NF Based Wastewater Reclamation Technology and Research Facility 

Philos UF/NF membrane and module of high durability and function of based on thin film composite 

BlueBS Energy Saving Wastewater Reclamation System using UF/NF, Electrolysis and Ozone 

BKT Co. Ltd. Advanced Treatment Systems for High Quality Effluent removed Nutrient and Trace of Nondegradable Matters 

Kolon Water & Energy Demonstration and maintenance automation technology through the process of packaging for Small sewage treatment plants 

Pure EnviTech Portable, prefab & recycled container sewage treatment system package for small and medium sized sewage treatment plant 

Korea University (Noble)Metal catalyst system for treatment of nitrogen in wastewater 

SK Chemical Korean Bio-gas Generation Process for Energy Self-sufficiency of Sewage Treatment Plant and Commercialization Study by Test Bed Operation 

Entecs Establishment of energy recycling type wet thermal-hydrolysis pre-treatment technology 

Kyonggi University Establishment of energy saving and high-rate anaerobic digestion technology 

DHM Localization of Biogas Purification, Separation and Compression Techniques by Ion-Exchange Fiber and Vacuum Pressure 
Swing Adsorption Processes & Full Scale Application of Combined Heat & Power System 

CMD Commercialization of manufacturing system of eco-friendly artificial soil with sewage sludge using sludge ash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CaO 

Kolon Global Energy production and smart management system for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hydrothermal, small hydropower 
amd solar emergy resources 

Tae Sung Engineering Consultant Phosphorus recovery from sewage and sludge using the adsorbent containing silicon 

Inha University AN ANAEROBIC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FOR ENERGY PRODUCTION AND SLUDGE REDUCTION 

Enet Effective air panel membrane diffuser for the energy saving and advanced water quality in aeration basin 

ARK High-efficiency sparation dewatering sewage improvements and technical development of high-speed composting pretreatment 

Sseng Pretreatment Process Using Fiber Filter With Coagulation to Build up Full Automation Basis 

Byucksan Power Smart Water/Energy Grid system of Efficient distribution energy and recycled water for Sewage treatment plant 

Samchully Enbio Practical operation diagnosis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Fivetek High Sturdy TN/TP Sensor and Monitoring Technology for Domestic Waste Water treatment based Smart Water/Energy Grid 

Micro Digital On line real-time toxicity monitoring equipment using Euglena etc., in dual mode of image and fluorescence 

TSK water Core Technology Development of IT Base Intelligent Control of Blower & Pump to Save Energy and Customized Energy 
Sav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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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1-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President 송재빈 | Jae-Bin, Song
Add.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99 | 199, Gasandigital1-ro,
Geumchon-gu, Seoul, Korea   Tel. 02-2102-2596   Fax. 02-855-1802   

Web. www.kcl.re.kr   E-mail. 170wsm@kcl.re.kr 

2010년 7월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

구원이 통합ㆍ출범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기

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

험ㆍ인증기관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CL

은 지난 반세기동안 축적된 기술과 인력, 시험장비,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로 고객이 요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CL은 안전,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재

료 등 관련분야의 시험ㆍ분석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

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시험

인증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기관 지정현황

• 한국산업규격(KS) 지정심사기관(기술표준원)(1998.07.24)

• KOLAS 시험, 검사, 교정기관(한국인정기구)(2007.07.03)

• KOLAS 교육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한국인정기구)

(1998.05.21)

• 실내공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검사 측정대행기관(환경부)

 (2006.12.28)

•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환경부)(2011.05.26)

• 수처리제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2007.03.22)

• 정수기성능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2008.07.29)

• 폐기물분석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2005.09.27)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2008.07.08)

• 토양오염조사전문기관(한강유역환경청)(2011.12.29)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산업통상자원부)(2008.06.18)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2012.11.14)

주요 시험평가분야 

•  수도용 기자재 분야: 수도용 파이프, 밸브, 펌프, 수도꼭지, 표 

 층용재료에 대한 환경위생성 시험

•  먹는물/수질 분야: 지하수, 제품수, 수돗물, 하천수, 호소수, 폐 

 수, 학교정수기,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업용수, 저수조 수질시험

•  정수기성능/의료용물질생성기 분야: 정수기성능검사, 유효정 

 수량검사, 소재용 출시험, 필터재질검사

•  토양/폐기물분야: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밀조사, 지정폐기물조사

•  수처리제분야: 활성탄 및 수처리제(PAC) 성능평가

•  Eco-friendly분야: 실내환경, 공산품안전, 보건 및 위생, 관련 

 분야 교육 및 컨설팅

KCL 사업장

•  가산시험연구동(서울) 02)2102-2590

•  플라스틱신뢰성센터(대전) 042)934-1894

•  안전환경센터(군포) 031)389-9100

•  에너지환경사업본부(오창) 043)210-8911

•  의료기기센터/독성, 안전성평가센터(송도) 032)858-0011  

•  옥외실증시험센터(서산) 041)667-9430

•  강원지원(원주) 033)743-9986

•  부산울산경남지원(부산) 051)941-8790

•  전북지원(전주) 063)271-9942

•  대구경북지원(대구) 053)557-6681

•  대전충남지원(대전) 042)360-3008

•  인천경기지원/목재, 가구연구센터(인천) 032)460-5100   

•  경기북부지원(포천) 031)544-3463

•  광주전남제주지원(광주) 062)973-1133

•  충북지원(오창) 043)-234-8747

•  중국청도사무소(청도) (86)532-6696-0030

KCL is an internationally authorized testing/
inspection/certification organization(ISO17025, 
17020) recognized widely for many years 
providing accurate and reliable testing and 
inspection services for consumer products of 
buyers from various countries.
Moreover, KCL conducts prequalification and 
close inspection of various safety and hazardous 
products which are controlled by regul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KCL also supports all the 
necessary options in order to increase buyer's 
trust through the possible loss prevention and 
finally contribution to robust exports.

Status of acquiring 
Certification/ Technology
•  KOLAS test, inspection, calibration, training,  
 proficiency test institut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Indoor air quality, Waste water, Ground water,  
 Noise, Vibration, Odor test institute(Ministry of  
 Environment) 
•  Sanitation safety standardization system of  
 materials for water supply test institute(Ministry  
 of Environment) 
•  Water treatment chemicals inspection, Water  
 purifier performance test, Waste analysis,  
 Drinking water test, soil contamination test  
 institute(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Main Test/Inspection/Evaluation 
•  Materials for water supply: pipe, pump, tap, valve,  
 outer layer materials (Article 2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water supply act and paragraph  
 2, Article 24[Use of materials and products for  
 water supply])

•  Drinking Water/Water Quality Inspection :  
 Underground water, Industrial water, Drinking  

 water, Water purifier in school, Domestic water,               
 Agricultural water
•  Water Purifier Performance/Medicinal Substance- 
 producing Equipment Testing/Inspection: All  
 water purifiers manufactured, imported and sold      
 domestically
•  Well-being material test: Test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and  
 functional materials

KCL Networks
•  Headquarters/Gasan Lab(Seoul) 
 02)2102-2590 
•  Jeonbuk Branch(Jeonju) 
 063)271-9942
•  Incheon Gyeonggi Branch(Incheon) 
 032)460-5100
•  Daegu&Gyeongbuk Branch(Daegu) 
 053)557-6681 
•  Gyeonggi(Pocheon) 
 031)544-3463
•  Gangwon Branch(Wonju) 
 033)743-9986
•  Safety&Environment Evaluation Team(Gunpo) 
 031)389-9100
•  Bio Convergence Technology Lab(Songdo) 
 032)858-0011 
•  Outdoor Exposure Testing Site(Seosan) 
 041)667-9430
•  Busan, Ulsan and Gyeongnam Branch(Busan) 
 051)941-8790
•  Gwangju-Jeonnam and jeju Branch(Gwangju) 
 062)973-1133
•  Daejeon&Chungnam Branch(Daejeon) 
 042)360-3008
•  Roof Penetration resistance testing Lab(Ochang) 
 043)210-8911
•  Overseas Branch(Qingdao Branch) 
 (86)532-6696-0030 

오창화재시험동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산해양환경폭로시험장 서산옥외폭로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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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1-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orea Testing Certification

President 최갑홍 | Kap-Hong, Choi
Add.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15번길 74 | 74, 115 beon-gil LS-ro, 
Gunpo-si, Gyeonggi-do   Tel. 031-428-3800    Fax. 031-455-7366   

Web. www.ktc.re.kr   E-mail. wang@ktc.re.kr 

• 설립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 설립일자: 2010. 07. 08

• 설립목적 

시험연구원은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석유화학,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

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및 특허

주요 업무 소개 

•  화학시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용출시험, 환경안전평가, 환경 

 규제물질분석, 화장품품질검사, 정밀화학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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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시험, 내구성 시험, 물성시험, 수명 및 고장률평가시험

•  대전력 시험: 저압보호기기류(차단기, 퓨즈 등) 단락시험 및  

 평가, 중전기기의 검사, 성능평가 및 형식시험, 부하개폐시험,  

 단락시험기술개발

•  KOLAS 시험: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음향 및 진동 

 시험, 광학 및 광도측정, 생물학분야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시험인증사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환경부로부터 위생안전

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모

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범위

- 관류, 밸브류, 유량계(수도미터 포함), 펌프 등 일반 수도용 제품

- 급수설비 및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 및 용제 미포함)

- 절수부속, 수도용 보호통 등 기타 수도용 자제 및 제품

•  시험분석 비용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환경부에 

 서 고시한 법정수수료 적용

•  접수 및 시험문의

- 고객지원센터: 031-428-3829

- 화학금속평가센터: 031-428-3800

Established in March 1970, the Korea Testing 
Certification is the National Official Professional 
Testing Research Institute, having up-to-date 
technology accumulated so far along with 
the cutting-edge facilities equipped with high 
capability and properties.
For major jobs, it performs the safety certification 
of electric appliances, the test of chemical 
products and medical appliances, KS test, 
Q-marks, requested test and inspection and the 
acquisition of various overseas standards.

Certificate & Patent

Main tests 
•  Safety certif ication of industrial products:  
 safety and self safety check-required industrial  
 products(household items,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tems)
•  Safety certification of electrical appliances:  
 supplier suitability check, analysis of the systems  
 of safety certification, self safety check supplier  
 suitability check, current safety check
•  Medical device: medical device approval  
 inspection, secondhand medical instrument pre- 
 test, biological safety test, physicochemical test,  
 performance test
•  Metrological area: type approval and verification  
 services, measuring instrument performances  
 tests, measuring instrument calibrations
•  Testing and inspection: product performance  
 assessment, EMC, chemistry, machinery,  
 smartcards, highpower testing and evaluations,  
 surge protective divices(SPD), renewable energy  
 (solar module, battery, solar inverter)
•  Certification of product Quality: TC mark, Q mark,  
 KS cerification, V-check certification, Ambient  
 electromagnetic fields(EMF) cerification
•  Lighting applicants: certification of high-efficiency  
 energy instruments, efficient control instrument  
 testing, eco-mark.

Contact us
Test reception and requirement
 - Customer service center
  +82-31-428-3829
 - Chemical & Material Components Center
  +82-31-42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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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FIC)로 

설립된 이래 지난 45여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향상을 위하

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 획득지원에 주력하면서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의 안전성검사와 전자파시험을 통해 전자제품

의 유해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설비에 대한 기술감리, 계측기의 교정, 환경기술평가, 

의료기기검사 등 다양한 시험평가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기업

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KTL은 3G휴대폰을 비롯하여 LED조명기기, RFID, 신재생

에너지평가,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제품 등의 시험인증을 선도하

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소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  관련 법령: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주요 내용: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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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본부 재료기술센터

•  담당자: 이준태 책임연구원(031-500-0471, leejt@ktl.re.kr)

  현경호 연구원(031-500-0475, powerco12@ktl.re.kr)

KTL(Korea Testing Laboratory) has focused on 
mprovement of national technology for the last 40 
years since it was founded as FIC(Fine Instrument 
Center) in 1966. 
The Laboratory mainly supported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 to facilitate export and 
also tried to secure the safe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components through 
safety and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ing.

Futhermore KTL contributed to the industrial 
deve lopment  by  enhanc ing  qua l i t y  and 
technical competence through it various testing 
and assessment services, such as technical 
supervision, calibration,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medical device inspection.
Recently KTL has taken an initiative to lead 
emerging industry, that is 3G mobile, LED, RFID,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nformation 
security.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orea Testing Laboratory

President 남궁민 | Min, Namgung
Ad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구로동) | 87, 26th Rd., 
Digital Road, Guro-dong, Guro-gu, Seoul   Tel. 031-500-0471     
Fax. 02-8601-285   Web. www.ktl.re.kr   E-mail. leejt@ktl.re.kr

기관전경사진(안산기관전경사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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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최형기 | Hyeong-Ki, Choi
Ad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영등포동8가) | 155, Beodeunaru-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02-2164-0011(본원), 031-999-3153(김포청사), 052-220-3128(울산청사)
Fax. 031-999-3001   Web. www.ktr.or.kr   E-mail. juheelee@ktr.or.kr  

한국을 대표하는 시험·인증·기술컨설팅 기관 KTR,
수도용 자재 시험인증 역시 KTR입니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수도법」 제14조 제16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KTR은 화학을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토목·건축, 금속, 환경, 의료

기기,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및 융합산업 등 산업 전분야에 대

한 종합 시험·인증·기술컨설팅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R은 한국 융합산업 발전의 지

원기관이자 기업 발전의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성

장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 포트폴리오

시험·검사  •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 고객의뢰 검사 및 정부 조달품 위탁검사

	 	 • 대북지원 경공업품 위탁검사

제품·시스템 인증 •  S 및 TR마크: KTR 제품안전성 마크

	 	 	 •  Q마크: 제품 품질보증마크

	 	 	 •  KS마크, KC 마크

	 	 	 •  KOLAS, KAS 인증 컨설팅

고장원인 분석 • 의뢰시험 불합격 시 불합격 원인 분석

	 	 	 • 기업생산 제품의 고장불량원인 분석

기술컨설팅 • 공정개선 등 기술컨설팅

	 	 • 법원감정촉탁 및 기술평가, 산연협력사업 등

해외인증(수출) • 유럽 CE, 러시아 GOST-R, 일본 JIS, 미국 FCC, NSF 등

	 	 • E27/e27마크(유럽자동차제품류) 인증

	 	 •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교육 • 표준물질 관련 교육

	 	 • KOLAS 및 KAS 지정 교육

	 	 • KOLAS 지정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 제조물책임(PL)법 공인교육 등

시험평가 사업내역  

안전성: 신약, 농약, 의료기기, 식품

• 독성 및 효능평가 등 GLP 기관 운영, 환경독성 평가

• 기능성 식품 등 Health Care 사업 지원

• 의료기기 시험 및 적합 인정 평가 (U-health 인증)

전자파: 전기제품, 전기자동차, 통신

• EMP 방호시설·필터 시험인증 평가

• 전기자동차 분야 시험인증 평가

• 정보통신기기의 전자파 적합인증 평가

• LED 조명에 관한 시험 및 성능 평가

신뢰성: 플라스틱, 고무, 금속, 비파괴

• 부품수명예측, 내구성평가, 고장원인분석

• 전기, 전자 부품의 신뢰성평가

• 화학, 금속 부품의 기계적, 화학적평가

• 교량, 철골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유해성: 화학물질, 환경, 광물

• 환경규제 유해물질 분석(RoHS, WEEE, EuP PoHS 등)

• 석면,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등 환경평가

• 화장품, 세제, 포장용기, 완구 등 생활용품 분야

녹색기술: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시험 인증 사업, 풍력발전기 소재 평가

• 리튬2차전지의 안전성 시험

• 기후변화 관련 SF6표준물질 개발

기간재: 자동차, 조선, 토목, 건출

• 자동차 내·외장재 등 부품 평가

• 선박도료, 엔진, 철판, 평형수 등의 평가

• 토목, 건축 자재 등 성능 시험

• 철강, 고분자 등 기간 산업 소재 시험 평가

수도용자재 시험인증사업 안내  

KTR은 수도용 자재의 시험·인증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KTR은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술컨설팅 기관으로 2011

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환경부) 모든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기준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범위

-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일반 수도용 제품

- 급수설비 및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저수시설 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표층에 도포

•  시험접수·상담 절차: 시험의뢰→시험검사·접수→시험상담 

 →시험분석→성적서 발급

•  시험분석 비용: 수도용 기자재 업체의 경우 분석항목에 따른  

 법정 수수료 적용

•  접수 및 시험문의: 고객서비스본부 02-2164-0011 / 김포청 

 사 031-999-3153 / 울산청사 052-220-3128

Korea's representative testing, certifying, 
consulting institute, KTR. KTR for waterworks 
equipment.

KTR(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is 
accredi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s sanitary 
safety inspection institu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Waterworks Law」Article 14, 
section 16 and 「Regulations for waterworks 
instrument and products' sanitation safety 
inspection」 Article 16, section 4. KTR, established 
on National Standards Law, is an international 
testing certifying institute and conducts tests, 
inspections and product certifications for bio-
industry including the areas of chemistry, the 
environment, agrichemicals and new medicine 
areas as well a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terial parts, electronics and electrics, EMI, and 
IT. KTR supports Korea's convergence industry 
and grows with industrial firms as partner.

Business Sectors 
Inspection
•  Safety Inspection according to KPS Act
•  Client requested inspections and Outsourcing  
 Inspection body for procurements products
•  Consignment inspection of light Industry goods  
 For supporting N. Korea

Product·System certification
•  S Mark, TR Mark: Safety Mark for customer's rights
•  Q Mark: Quality Assurance Mark
•  KS Mark, KC Mark
•  KOLAS, KAS consulting

Failure analysis
•  Consulting for Failure and Defects analysis
•  Analysis for Failure and Defects goods

Technical consulting
•  Technical consulting including Process Improvement
•  Judgment, Tech. grievance mediation of solution  
 service, Industry-Research Collaboration Business

Overseas business
•  CE certification (Europe), GOST-R (Russia), JIS  
 (Japan), FCC, NSF (America), IECEE, and etc.
•  E27/e27 Mark (European Automobile parts)

Education
•  Training Institute for RM Manufacturer
•  Designated as KOLAS and KAS Training Institute
•  Proficiency Testing institute accredited by KOLAS
•  Designated as Training Institute for PT Provider

Test & Evaluation 

GLP

•  Accredited GLP studies

•  Pesticide residue/Environmental toxicity studies

•  Biological safety studies and GMP inspection of  

 medical devices

Electromagnetic

•  Testing and cerification of EMP resistant facilities

•  Electromobiles testing and certification evaluation

•  Electromagnetic waves suitability certification evaluation

•  Tes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ed light

Reliability

•  Life time prediction of products, Failure Analysis

•  Reliavility Evaluation Institute

•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y evaluation

•  Non-destructive test for products

Hazardous substances

•  Hazardous Material Analysis

 (RoHS, WEEE, EuP, PoHS, and etc.)

•  Environmental Analysis(asbestos, water, air, waste, soil)

•  Chemical Analysis of Commodity

 (Cosmetics, detergent, packaging vessels)

Green Techmology

•  Solar photovoltaic testing certication business

•  Material evaluation for wind power generator

•  Safety testing and material development of  

 secondary lithium-ion batteries

•  SF6 Standard development regarding climate

Materials & Parts for Key Industries

•  Major Manufacturing Products

•  Evaluation of paints for ships, (balace water), etc.

•  Performance evaluation of Construction & Civil eng.

•  Material evaluation of metals, steels, etc.

Testing and certification 
for waterworks equipment 

KTR offers fast and reliable testing and certification 
for waterworks equipment.

KTR is a national-representative testing, certifying 

and consulting institute and conducts all national 

sanitation safety inspection for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May 26th, 2011.

Application or Questions

• Customer service 02-2164-0011

• Kimpo laboratory 031-999-3153

• Ulsan laboratory 052-2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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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1-1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 KEWI

President 김정근 | Jung-Geun, Kim
Add.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86-3 | 86-3, Yangpyeong-dong 6(yuk)-ga, Yeongdeungpo-gu, 
Seoul, 150-106 Rep. of KOREA   Tel. 02-2637-1234
Fax. 02-2631-8767   Web. www.kewi.re.kr   E-mail. kewi@kewi.re.kr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1986년에 창립한 이후,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먹는샘물)을 비롯한 수도용 기자재 용출검사, 수처리제 

품질검사, 수질, 토양, 폐기물, 석면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시

험분석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민간환경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믿

음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환경이 보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발 맞추어 시험분석업무와 조사연구에 있어서 

국제적 KOLAS인증 기관으로 손색없는 수준과 역량을 갖춘 기

관입니다.

인증 획득현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도용기자재 위생안전 시험기관

• 지자체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관련 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석면조사기관

주요 업무 및 기술  

• 물환경

- 먹는물 (수돗물, 먹는샘물, 지하수)

- 먹는물수질감시항목

- 내분비계 장애물질 기타 미량 유기 및 무기물질

- 폐수 특정수질유해물질

- 하천수, 호소수 등 오염도 파악

• 수도용기자재 위생안전기준 테스트

• 서울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용출시험

• 수처리제 (응집제, 소독제, 활성탄, 기타제제) 분석 관련 업무  

 및 교육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

- 법정성능검사, 자가품질검사, 수거검사

- 필터 재질검사

- 세라믹볼등 용출 안전성 검사

- 살균 테스트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 시험범위

-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일반 수도용 제품

- 급수설비 및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

• 접수 및 문의

- 환경기술팀 고영호 팀장: 02-2637-1234

   서현호 주임연구원: 02-2637-1234

Korea Environment & Water Works Institute 
is widely recognized for i ts scient i f ic and 
technical expertise in the chemical analysis 
and environmental research. Its staff includes 
engineers, chemists, microbiologists, and 
environmental professionals with extensive 
exper ience in a l l  aspects of  envi ronment 
protection and laboratory works.
KEWI has provided third-party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o government, consumers 
and manufacturers of propucts and systems 
related to environmental safety.

Certificate & Patent 
Water quality analysis
•  Drinking Water 
 (tap water, groundwater, bottled water)
•  Sewage and wastewater, leachate
•  Lakes and marshes, rivers
•  Industrially used water (boiler water)
•  Processing water of the fisheries to be exported  
 to European Union

 Soil & wastes analysis
•  Contaminated soil
•  Wastes (hazardous wastes, general wastes)

 Environmental products
•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  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s and system  
 components
•  Acidic treatment chemicals used for marine  
 [aquatic] products
•  Fertilizer

 The other analysis
•  Paint antibiotic test
•  Microorganism, antibiotic test
•  Extraction test of plumbing system components
•  Analysis of endocrine disruptors

Main Product & Technology 
Water treatment technologies research
•  Technical Evaluation for waterworks facilities
•  Establishing waterworks statistical data
•  Eva luat ion  o f  d r ink ing  water  t rea tment 
technology
•  Research of sewer and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ies

Standardization
•  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 additives
•  Water treatment systems
•  Plumbing system components, etc., al.

Water pipes corrosion research
•  Drinking water pipe corrosion
•  Scale of boiler Pipe
•  Anticorrosion countermeasure

Legal consultation
•  Legal consultation of water pollution accident
•  Finding the causes of water pollution

Water quality research
•  Drinking Water quality
•  Water resources influence
•  Groundwater contamination and attenuation
•  Consulting for groundwater uses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Gwangju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aegu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Busa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Seoul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Ulsa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K-water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정부 및 공공기관

 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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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14-1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President 강운태 | Woon-Tae, Kang
Add.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Naebang-ro 111(Chipyeongdong), 
Seo-gu, Gwangju   Tel. 062-613-6011   Fax. 062-613-6019  

Web. water.gjcity.net   

광주의 미래와 함께 상수도는 발전해 갑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는 1920년 제1수원지를 수원으로 1일 800

톤의 소규모로 시작한 이후 현재는 1일 78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고 동복호, 주암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거대한 상수도 

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

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수

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주관 전

국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시 용연정수장이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수돗물임을 입증

하였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

공사 완료로 직접배수방식에서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장

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시내 전 지역 균등 수압유지로 공급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빛여울 水 

빛의 도시 광주를 떠오르게 하고, 빛이 물

에 투영된 모습이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

는 「빛여울 水」가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브랜드로 선정되어 

2007년 9월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병물 생산은 수돗

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품질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추진 되었으며, 비상급수와 공공기관에서 주재하는 주요행사나 

회의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

은 일본 센다이시로 지원, 2010년 우리시에서 개최된 세계 光

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세계 각 지역 및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에게 「빛여울 水」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인식제

고와 함께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빛여울 水」는 시

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 

“정수장의 깨끗함을 수도꼭지까지...”

•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

- 미래 수요량 대비 노후 지원정수장을 용연정수장으로 통합 증설

   (Q=24만톤/일→30만톤/일)

- 노후 도수관로를 자연유하 도수터널로 대체하여 유지비 및  

   동력비 절감

- 정수장 시설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 확보

•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 관 종류에 따라 내구연한(20~30년)이 경과된 관 중 누수 등

   교체가 필요한 노후 관을 선별·교체

- 2013년말 현재 총사업량 665km 중 275km 교체 완료

- 2013년말 현재 유수율 : 84.90%

•  철저한 물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24시간 감시통제

-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사업장에 제공

- 실시간 수도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대시민 상수도행정 신뢰 제고

“시민만족의 상수도 행정 실시”

• 수질검사 현황 

•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검사

• 상수도요금 요율 조정 

-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2013년  

 7월부터 6.42% 인상하였음

-  단가가 낮은 업종의 인상률은 높이고, 단가가 높은 업종에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요금부담에 형평성을 기함

The tap water develops together with the 
future of Gwangju!

The tap water of Gwangju has acquired the current 
production capacity of 780,000 tons per day since the 
beginning with the scale of 800 tons per day at the first 
water source in 1920, which is developing into a huge 
running water facility including the sources Dongbok-
ho, Juam-ho. In addition, we are doing our best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water by citizens, and 
to supply the reliably drinkable water by conducting 
a scientific and systematic water examination from 
the raw water to the faucet. In recent year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urification plan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Yongyeon water treatment plant in our 
city was selected as the best one, which proved to be 
truly the country's top water, and the modernization 
of supply system was promoted by transforming from 
direct distribution method into indirect one through 
completing Yongyeon system water supply pipeline 
installation construction, responding the increase in 
future demand, and maintaining the uniform water 
pressure across the entire town.

Light Ford 水
The 「light ford 水」 to remind us of the city of light, 

and for a shape reflected on the water by light to 
give a clear and clean feeling was selected as a 
tap water brand of Gwanngju city, which has been 
produced since September, 2007. The production 
of bottles for tap water was promoted to relieve 
anxiety and to make a right evaluation on water 
quality, which is being supplied as emergency water 
and for major events or meetings hosted by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a high response together 
with raised awareness of tap water was shown by 
supporting the victim of a massive earthquake in 
Sendai, Japan, and providing citizens coming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and the country with 「light 

ford 水」 during 2010 光World Expo and Gwangju 

Biennale held in our city. In the future the 「light 

ford 水」 is approaching citizens as a more and 

more friendly brand, and we are maintaining 
continued effort for recovery of reliability on 
people's tap water and production of good water. 

Water Supply Status 

“Cleanness from the water treatment plant to 
the faucet…”
•  Yongyeon·Jiwon water treatment plant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  Integrated expansion of old Jiwon water  
 treatment plant into Yongyeon water treatment  
 plant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demand 

  (Q = 24 tons / day → 30 tons / day) 
-  Reduced maintenance and power cost by replacing  
 old aqueduct with natural flowing aqueduct tunnel

-  Improving the water treatment plant facilities  
 ensures a stable water supply infrastructure

•  Old water pipe replacement project
-  Screening·replacement of old pipes requiring  
 replacement such as leakage of pipes with  
 endurance period (20~30 years) passed by type

-  As of the end of 2013, completed replacement  
 of 275km of a total project quantity of 665km

- Water flow rate as of the end of 2013: 84.90%
•  Operation of a thorough comprehensive water  
 management system
-  24-hour surveillance, control of the whole  
 process from water source to distribution  
 reservoir before water supply

-  Provision of collected information on real time  
 to all places of business

-  Enhanced trust in water administration for citizens  
 through real-time water information system

“Execution of water administration with citizen 
satisfaction”
•  Status of water quality testing

•  Water test during supply

•  Water fee rate adjustment
-   For reinvestment for facilities such as replacement of  
 old pipeline for stably supplying clean and good tap  
 water the water fee was raised in July, 2013 by 6.42%.

-  The equity of fee burdening was sought by  
 increasing the rise rate for low unit priced  
 business type and applying the low rise rate for  
 high unit priced busines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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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lation Household
Hydrant
(units)

Distribution 
rate
(%)

Production 
Capacity
(㎥/day)

Water 
supply 

(%)
Total No. 
of people

Water 
supply

(people)

Total 
No. of 

household

Households 
for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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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개 항목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정수 정수장 등 4개 지점 192개 항목 주간, 월간, 분기, 반기

Classification Objects to be tested Test items Classification for test

Raw water
25 locations including 
Dongbok reservoir

98 items
Week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y

Purified water
4 locations including water 
treatment plants

192 items
Week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y

Classification Objects to be tested Test items Test results

Water test at 
faucet

Whole town
Monthly 230 locations

7 items 
such as E. coli

Drinking Water 
suitable for water 
quality standards 
(100%)

Water test 
result at old 
area by water 
treatment plant

Whole town
Monthly 8 locations

10 items 
such as iron

Facility water 
test result 
by tap water 
supply process

Whole town
Quarterly 230 locations

11 items 
such as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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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230개소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

광주광역시 정수장 전경-덕남정수장도수터널 건설공사 전경-도수터널건설공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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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WaterWorks Headquaters Daegu Metropolitan City

President 권태형 | Tae-Hyeong, Kwon
Add.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6-3 | 6-3, Myeongdeok-ro 54-gil, Nam-gu, 
Daegu, Korea   Tel. 053-670-2154   Fax. 053-670-2149   

Web. www.dgwater.go.kr   E-mail. qoxodlf@daegu.go.kr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9월 1일 대구시 상·하수

도국에서 분리하여 상수도의 전문화를 위해 설치된 시 산하의 외

청 기관으로, 6개정수장에서 1일 164만톤의 수돗물 생산시설을 

갖추고 252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실시간 수질 정보공개 서비스, 수(水)운영 종합정보센

터 구축,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시설 설치, 매곡·문산 정수장에 

오존접촉 및 활성탄여과시설을 갖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

는 등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수질관리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

•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

•  시민행복사업 및 수돗물에 대한 신뢰 증진

일반현황

•  조직: 3부, 시설관리 1, 수질연구 1, 정수사업 5, 지역사업 7

• 인력: 정원 751명/ 현원 754명

급수현황

주요 시책 소개

“시민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구상수도”

1.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

- 수질감시 강화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165 → 180개 항목)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실시간 감시: 5개소(해평, 구미, 칠곡, 왜관, 다산)

-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수돗물 안전성 확보

•  낙동강 조류 및 갈수기 대책 추진                      

- 수질예보제 및 조류경보제 실시

- 조류모니터링 강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가동 

2. 시설현대화 및 공급기반 구축

•  매곡, 문산정수장 전오존 처리시설 설치

  - 규모: 전오존 시설 75만㎥/일(매곡 58, 문산 17)

•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시설 설치 

  - 규모: 막여과 처리시설 4만㎥/일

•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현대화 추진

•  신개발지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 대구국가산업단지 수돗물 공급 (관부설 35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2개소)

  -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관부설 20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3. 시민이 행복한 서비스 제공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522가구) 

•  옥상 물탱크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820가구)               

•  민원 방문서비스(누수탐사 및 계량기 기능시험)

•  우리집 수돗물 품질확인제 도입(수질검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병입수돗물 지원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  유수율 향상사업 지속 추진 : ‘13년 92.6% ⇒ ’15년 94%

   - 노후관 개량사업: '14년 21km, 4,698백만원

   -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14년 20개소, 2,995백만원

   - 누수방지사업: 누수탐사 용역 중구역 10개소, 관로누수탐사 1,950km

•  원가절감 노력

   - 정수과정별 적정화를 통한 재료비 절감 : 23억원

   -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 1억(태양광발전시설, 소수력발전시설 활용)

   -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부과 체계 개선

Stable supply of 365 days safe and clean water!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Waterworks in Daegu 
is the outer administration under the city government 
separated from the bureau of water supply as of 
September 1, 1989 and installed for specialization of 
waterworks, which is producing and supplying the 
best quality tap water with scientific ans systematic 
water management from raw water to the domestic 
faucet such as real-time water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water operation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Gongsan water treatment 
plant membrane fil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operation of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ies 
equipped with ozone contact and activated carbon 
filtration at Maegok·Munsan water treatment plant 
in order to stably supply 2.52 million citizens with 
clean and good water being equipped with water 
production plant with the capacity of 1.64 million ton 
per day from six water treatment plants. 

Basic Directions
• Stable acquisition of safe and clean water
•  Supply of safe drinkable water through thorough  
 water management
•  Establishment of stable water supply infrastructure
•  Enhanced trust in citizen happiness business and water

General Status 
•  Organization: 3 departments, 1 facility management,  
 1 water research, 5 water treatment businesses,  
 7 local businesses
•  Manpower: Fixed number 751people/Current  
 number 754 people

Water Supply Status

The main measures introduced
“Daegu waterworks to do best by the day when 
citizens are satisfied”
1. Gyeongbuk·Daegu regional clean water 
supply project
•  Raw/purified water quality strengthened
-  Expanded test items for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water quality (165→180 items)
-  Real-time supervision of national water automatic  
 measurement network: 5 locations (Haepyeong,  
 Gumi, Chilgok, Woegwan, Dasan)

-  Acquisition of water stability from pathogenic  
 microorganisms

•  Promoting measures for Nakdong tides and the dry season

-  Execution of water quality forecast system and  
 tide warning system

-  Strengthened tide monitoring and optimal  
 operation of advanced water treatment plant

2. Facility modernization and supply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  Maegok, Munsan water treatment plant all ozone  
 treatment plant installation
-  Scale: all ozone treatment plant 750,000㎥ /  
 day(580,000 for Maegok, 170,000 for Munsan)

•  Gongsan water treatment plant membrane fil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  Scale: membrane fi lter treatment facil ity  
 40,000㎥ / day

•  Water treatment plant central supervision control  
 system modernization promoted
•  New developed town water supply facility expansion

-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ter supply  
 (Pipe laying 35km, Booster Pump Station  
 1 location, Distribution reservoir 2 locations)

-  Dalseong area water supply facility expansion  
 (Pipe laying 20km, Booster Pump Station  
 2 locations, Distribution reservoir 1 location)

3. Provision of happy citizens’ service
•  Indoor  water  supp ly  p ipe improvement  
 construction cost supported (522 households)
•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by rooftop  
 water tank demolition support(820 households)
•  Visit service for civic appeal (Leakage detection  
 and instrument function test)
•  My house water quality identification system  
 introduced (water test)
•  Reduction of water fe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
• Support with bottled water for child-headed households
4. Effort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  Cont inued promot ion  o f  wate r  f l ow ra te  
 improvement business: ‘92.6% for 13 ⇒’ 94% for 15
 -  Old pipe improvement business: 21km for ’14,  

 \4.698 billion
-  Water distribution zoning projects: 20 locations  
 for ’14, \2.995 billion

-  Leakage prevention project: 10 locations of leak survey  
 service middle zones pipeline leak probe, 1,950km

•  Cost-saving efforts
 -  Material cost saving through optimization by  

 water treatment process: \2.3 billion
-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energy savings:  
 \100 million (solar power plants, small hydro  
 power plant utilization)

-  Water fee realization and fee charging system  
 improvement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1인 1일
급수량(ℓ)

평균생산량(천㎡/일)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2,524 2,522 99.9% 304 909 784 125

Total 
population

Population for 
water supply

Distribution 
rate

Water supply
/capita/day(ℓ)

Average production 
quantity(1,000㎥/day)

Total
Domestic 

water
Industrial 
water

2,524 2,522 99.9% 304 909 78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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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Dea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President 김영호 | Yeong-Ho, Kim
Add.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구 갈마동 413) | 80, 141, Singalma-ro, 
Seo-gu, Daejeon, Korea   Tel. 042-715-6114   Fax. 042-715-6921   

Web. www.waterworks.daejeon.kr

대한민국 新 중심도시 대전, 수돗물도 전국으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촌·월평·신탄진·회덕정수

장 등 4개 정수장에서 1일 135만톤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

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수질관리와 170개 항목의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는 대전의 수돗물은 수질안전성 국제공인(UL) 인

증, 전국 정수장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친환경브랜

드대상 수상, KOLAS 인증, 수돗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국

내·외에서 인정을 받았고, 2013년부터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고급화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전 시민에게 공급한 후 

남는 여유수량을 계룡시(‘94년)에 이어 2011년부터 세종시에

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수탁관리 등을 통한 중부권 대표

수도사업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경영방침 

•  경영기반 혁신· 명품 수돗물 생산· 정돈된 조직 운영

조직 및 인력 

기구: 2부(경영·기술부)/10개사업소(정수3, 시설관리1, 연구1, 

지역5) / 정원: 341

생산 및 급수시설 

•  총 135만톤/일(정수장4, 취수장2)

•  2013년 생산량: 일평균생산량 44만톤, 최대 60만톤

•  상수도관: 3,805km 

•  배수지 36개소 374천톤

•  가압장: 60개소 

•  급수전: 126.8천전, 1,535천명

주요 시책

1. 맑고 깨끗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고품질 명품수돗물 생산 공급

•  대청호 상수원 관리

- 인공식물섬(15,700㎡), 인공습지(10,000㎡), 

 폭기시설(42기) 운영

- 다항목 수질측정 장비 2대 추가 설치 / 총 4대 운영

- 조류증식 예방을 위한 차단막 및 선박용 황토살포선 제작 설치

•  마을급수시설 관리 강화

- 마을급수시설 보안관리 감시장비 설치

- 무동력 액체염소 투입기 교체(10개소), 물탱크 청소

- 노후화된 마을 급수설비 개량 및 감시장비 설치

•  중리취수장 취수환경 개선

- 취수펌프 기동판넬 개량, 취수장 에어챔버 밸브교체

•  체계적인 정수 수질관리

- 법정항목을 초과하는 수질검사 시행(170개 항목)

- 24시간 상수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운영

•  정수시설개량 현대화

- 송촌정수장 응집·침전지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2.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체계 구축 및 「It’s 水」 경쟁력 강화

•  상수도시설물 관리수준 제고

- 시설물관리시스템 보완, 효율적 관망관리 추진

- 유량관리시스템(TM체제) 구축(126개소)

- GIS 1/2,500 관망도 제작

•  관망관리 선진화로 유수율 제고

- 블록구축(335개소) 및 블록유량관리(블록 443㎞)

- 노후관 개량(28.7㎞) 및 노후관 교체(22.5㎞)

•  급수취약계층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지원(6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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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수돗물 공급

- 세종시 2단계 14㎥(일) 공급 추진 / 가압장 1, 

    관로개설 12.9㎞(ø=1,200㎜)

•  정수장 가동율을 높여 경영합리화 도모

3. 고객중심의 상수도 행정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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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 水」홍보 강화, 시민 의식 개선

- 일간지, TV, 라디오, 교통매체 활용 홍보

- 모바일, 전광판 활용 홍보, 지역 축제 홍보관 운영

•  「It’s 水」시범학교 운영: 10개소 추진

Daejeon, new central city in Korea, the first 
tap water in the country!
Daejeon Office of Waterworks is equipped with such 
plants as to stably produce and supply 1,350,000 tons 
of water per day from the four water treatment plants 
such as Songchon, Wolpyeong, Sintanjin, Hoedeok 
water treatment plants. In addition, the tap water in 
Daejeon supplied to each house through scientific 
and systematic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170 
items of strict water quality test wa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such as water safety (UL)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he best organization selected 
by the national water purification plant assessment, 
eco-friendly brand award of Republic of Korea, KOLAS 
certification, the best organization selected for water 
management. Since 2013 in order to supply citizens with 
far more advanced water the stage-by-stage introduction 
of advanced water treatment plant has been promoted. 
On the other hand, it has supplied the remaining qauntity 
of water left after supplying Daejeon citizens to Gyerong-
si (since ‘94) and Sejong-si, which is positioned as a 
middle regional representative waterworks business.

Management Policy
•  Management base innovation / luxury water 
production / organizational management organized 

Organization & Manpower
Organization: 2 departments(Management·Technical)/1
0 businesses (water treatment 3, facility management 1, 
research 1, local 5)/Fixed number: 341

Production & Water Supply Facility
•  Total 1,350,000ton/day (4 water treatment  
 plants, 2 intake stations)
•  2013 annual output: average yield 440,000 tons/ 
 day, up to 600,000 tons/day
•  Water pipes: 3,805 km
•  36 locations of reservoir, 374,000 ton
•  Booster pumping stations: 60 locations
•  Hydrants: 126,800 units, 1,535,000 people

Major Measures
1. Stable acquisition of clear & clean raw water and 
production & supply of high-quality luxury water
•  Daecheong water supply management

-  Artificial Plants island (15,700㎡), Artificial wetlands  
 (10,000㎡), Aeration facilities (42 units) operation

-  Added installation of 2 Multi-item Water Quality  
 Measurement Equipments/Operation of total 4 units

-  Manufacture & installation of barrier for the prevention  
 of proliferation of algae and marine ocher spraying line

•  The village water supply facilities management strengthened
-  The village water supply facilities security  
 management surveillance equipment installed

-  Non-motor ized l iqu id ch lor ine in jector  
 replacement (10 locations), water tank cleaning

-  The old village water supply facilities improved  
 and surveillance equipment installed

•  Jungri intake station collecting environment improved
-  Water intake pump starting panel improved,  
 intake station air chamber valve replaced

•  Systematic water quality management
-  Perform water testing exceeding legal items (170 items)
-  24 hour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established & operated

•  Water treatment plant improved and modernized
-  Songchon water treatment plant coagulation  
 and sedimentation reservoir improv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ies

2. Stable water supply system established & 
「It’s 水」 competitiveness strengthened
•  Water supply facility management level improved

-  Facil ity Management System complemented,  
 efficient distribution network management promoted

-  Flow Management System (TM systems),  
 constructed (126 locations)

 - GIS 1/2, 500 piping network diagram
•  Increased flow rate by advancement of piping network management

-  Building blocks (335 locations) and block flow  
 control (block 443㎞) 

-  Old pipelines improved (28.7㎞) and old pipelines  
 replacement (22.5㎞)

•  Water supply base established for vulnerable class to water supply
-  Vulnerable facilities supported such as schools,  
 social welfare facilities (65 places)

•  Middle regional representat ive waterworks  
 operator foundation formed
- Sejong-si water quality and facility management entrusted
-  Sejong-si & Gyeryong-si waterworks entrustment  
 management promoted

-  Emergency Linkage built for K-Water Aqueduct and water  
 supply between Daejeon-si ⇔ Sejong-si distribution pipelines

•  Water supply by Sejong-si
-  Step 2 Sejong-si 14㎥(day) supply promotion/  
 1 location of booster pumping station Pipeline  
 opened 12.9㎞(ø=1,200㎜)

•   Management rationalization sought 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water treatment plant

3. Customer-centric water administration realized
•  Operation of tour programs to see, enjoy and experience

 -  Water culture experience event held by opening  
 water treatment plant

 -  Water- loving school operated and water  
 exploring classroom operated

- 「It's 水」 science classroom and 「It's 水」 tasting event held
• 「It's 水」promotion strengthened, Citizenship improved

-  Daily Newspaper, TV, radio, transport medium  
 utilization promoted

-  Mobile, billboard utilization promoted, local  
 festival PR booth operated

• 「It's 水」model school operated: 10 locations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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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Busan Water Authority

President 서문수 | Moon-Su, Seo
Ad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 955, Jungang-daero, Busanjin-gu, 
Busan, Korea   Tel. 051-669-4314   Fax. 051-669-4319  

Web. water.busan.go.kr   E-mail. yyw4@korea.kr

부산 상수도의 깨끗한 세상 만들기

푸른자연과 깨끗한 물, 부산상수도가 만들어갑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는 전국 최초의 상수도로 1895년 부산의 근

대적 상수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에 집수제언(자연여

과장치)을 구축하여 대청동배수지를 통해 공용전 70개소에 급

수를 시작하였고, 지리적으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수 9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 

보다 원수수질이 나쁘며,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전국 최초로 

오존처리 및 입상활성탄 여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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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상수도의 자랑 

전국 최초의 상수도

1895년 부산의 근대적 상수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에 

자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대청동 배수지를 통해 공동 수도 70

개소에 급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일반적인 정수처리로 제거하기 곤란한 맛, 냄새 물질을 처리하

기 위하여 오존과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도로 정

수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1989년 2월 완공된 화

명정수장의 오존시설은 전국 최초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입니다.

병에 넣은 수돗물 ‘순수365’공급 

『순수365』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전

국 최초로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계량기 검사센터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 

400여 종의 최첨단 수질분석장비를 갖춘 전국 최고의 수질연

구·검사기관으로 1998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2004년 국제

공인시험기관, 2003년과 2005년 바이러스·원생동물 검사기

관, 2007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년 노로바

이러스 조사기관, 2011년 환경부 주관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 

우수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상수도 연구기관

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전국 최고의 수질 연구기관 보유

수질연구소는 1991년 발족된, 400여 종의 최첨단 수질분석 

장비를 갖춘 전국 최고의 수질 연구·검사기관으로 부산시민

을 위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1998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을 시작으로, 2004년 

국제공인시험기관, 2003년과 2005년 바이러스·원생동물 검

사기관, 2007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년 노

로바이러스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환경부 주

관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 우수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

적인 공신력은 물론 상수도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이 높다.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

상수원 다변화와 청정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장군 대변리 

일원에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며 

단일 공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하루 45,000㎥을 생산하여 

기장군 일대에 공급합니다.

To make the clean world by Busan Water Authority
Busan Water Authority makes the green nature & 
clean water Busan Water Authority is the country's 
first water supply, which began to supply water to 70 
locations of public hydrants through Daecheong-dong 
distribution reservoir by building a water catchment 
(natural filtration system) at the Bosu river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modern waterworks in 
Busan in 1895, which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most downstream of the Nakdong river, and 94% 
of the drinking water is dependent on the Nakdong 
river surface water, and so the raw water quality is 
worse than that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which is 
producing and supplying the clean and safe water by 
installing the country's first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with ozonation and granular activated carbon 
filtration under such a geographical condition.

Certificate & Patent
• 2004 International accredited laboratory
• 2003, 2005 Viruses·protozoa inspection agency
•  2007 Environmental measuring device quality  
 inspection agency 
• 2009 Norovirus research organization
• 2011 Superior quality control inspection agency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Quality Research Institute)
•  2009 International accredited cal ibrat ion 
 laboratory (meter test center) 

Basic objective and promotion direction 
Basic objective
Production·supply of safe and good water

Promotion direction 
Stable acquisition of clean and good raw water 
and thorough quality management
•  Modernization of water facilities promoted and  
 optimum water supply system established
•  Sound funding acquired through continuous  
 management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  Customer satisfaction raised through water  
 supply administration PR and service improvement

Water Supply Status 

Pride of Busan Water Authority
The country's first water supply
It began to supply to 70 locations of public hydrants 
through Daecheong-dong distribution reservoir 
by building a water catchment (natural filtration 
system) at the Bosu river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modern waterworks in Busan in 1895.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The ozone facilities of Hwamyeong water treatment 
plant completed in February, 1989 is the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ies, which is producing & 
supplying the highly treated drinking water by installing 
the ozone and granular activated carbon treatment 
facilities to treat the taste and odor substances difficult 
to be removed through common water treatment.
Bottled water ‘pure 365’ supply
In orde r to make public the safety and superiority 
of ‘pure 365’ it has been supplying the highly 
treated drinking water free of charge to public 
agenci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by putting 
it in PET bottles first in the country since 1999.

Korea's first national meter inspection center 
accreditation body (KOLAS) recognized 
It is the country’s best water research·inspection 
institution equipped with 400 species of state-of-
the-art water quality analysis equipment, which 
is enhancing its status such as being recognized 
as drinking water inspection agency in 1998, 
inter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in 
2004, viruses·protozoa Inspection Agency in 2003 
and 2005, Environmental Measurement Equipment 
quality inspection agency in 2007, norovirus 
research institution in 2009, Quality Control 
excellent inspection body in the sector of drinking 
water organiz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1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The country’s leading water research institution held
The Water Research Institute is the nation's leading 
research·testing institution equipped with 400 species 
of state-of-the-art water quality analysis equipment 
launched in 1991, which secures the safety of tap 
water for Busan citizens and conducts the research 
related to water. Starting with being designated as 
drinking water water testing institution in 1998, it was 
designated as the international accredited laboratory 
in 2004, virus·protozoa testing institution in 2003 and 
2005, environmental measurement equipment quality 
examination agency in 2007, norovirus research 
institution in 2009, and recognized as Quality Control 
excellent inspection body in the sector of drinking 
water organiz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1, whose status is high as not only international 
credibility, but also water research institution.

Korea's largest desalination facility
To supply diversification and clean raw water the 
desalination facility with reverse osmosis method to 
produce drinkable water by use of seawater in the 
whole area of Daebyeon-ri, Gijang-gun was built. It 
is the nation's largest scale and the world’s largest 
scale as a single process, which produces 45,000⇒ 
a day and supplies to the entire area of Gijang-gun.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1인 1일
급수량(ℓ)

평균생산량(천㎡/일)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3,563,578 3,562,753 99.98% 305 1,085 1,012 73 Total 
population

Population for 
water supply

Distribution 
rate

Water supply
/capita/day(ℓ)

Average production 
quantity(1,000㎥/day)

Total
Domestic 

water
Industrial 
water

3,563,578 3,562,753 99.98% 305 1,085 1,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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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The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ident 박원순 | Won-Soon, Park
Add.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 51, Seosomun-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02-3146-1213   Fax. 02-3146-1149    

Web. arisu.seoul.go.kr   E-mail. arisu4444@seoul.go.kr

1906년 8월에 미국인 콜브란과 영국인 보스트윅이 뚝도정수장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908년 9월 1일 서울시민에게 최초로 수

돗물을 공급한 지 올해로 106년이 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

수’는 세계 주요 선진도시들에 비해 손색이 없는 안전하고 우수

한 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경영지표인 유

수율은 94.5%, 노후 수도관의 96.5%를 교체하였으며, 수질은 세

계보건기구(WHO) 수준의 163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

하고 있으며, 세계적 권위의 수질전문 검사기관인 NSF로부터 수

질 안전성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UN으로부터 수

질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UN 공

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0년에 세계물협회(IWA)의 

‘글로벌 물산업혁신상’과 스트비어워즈(Stevie Awards. Inc)로부

터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국제비즈니스상’도 수

상하였다. 이렇게 국제적 권위있는 상을 받은 것은 아리수가 품

질뿐만 아니라 혁신적 경영성과에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

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아리수는 정부 국무회의, 기타 공공기관

은 물론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지역, 대만 태풍 피해지역, 아이

티 지진 피해지역, 동일본 지진 피해지역, 강원·경북 폭설 피해

지역에도 음용수로 지원하는 등 이제는 서울을 넘어 국내·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최고의 아리수, 최상의 서비

스’를 목표로 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과 급수환경을 개선하고 업무개선을 통한 경쟁

력 확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989. 11. 21)

•  국가공인 바이러스검사기관 (2003. 4. 24)

•  국가공인 원생동물검사기관 (2004. 9. 4)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2005. 1. 26)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대행자 (2006. 5. 29)

•  국가공인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2009. 6. 19)

•  막모듈 인증 성능시험기관 (2009. 6. 30)

•  병물아리수 생산시설(수질 포함): 2012~2013년 연속 NSF 인증 획득

•  특허획득: 13건(국내 11, 중국 1, 일본 1)

- 특허 제10-0797847 수도관의 부식 억제 방법 등 13건

주요 제품 및 기술 

생산시설

•  생산능력: 총 435만톤(정수장 6, 취수장 5)

•  생산량: 일평균 생산량 319만톤

급수시설

•  생상수도관: 13,801㎞

•  배수지: 104개소 242만톤

•  가압장: 196개소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서울시는 시민들이 아리수를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010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완공을 시작으

로, 2012년에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완공, 2014년에는 암사·

강북·구의아리수정수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마

지막으로 남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완공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고도정수처리가 된 아리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한 

상수도기술을 페루 찬찬마요시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지원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현지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서울시가 개발도상국가의 

상수도시설을 개선한 최초의 해외원조사업이자 해외에서 시행돼 

완공된 첫 사례로 ’14.2.23을 1단계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2·3

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It has been 106 years this year since the American 
Collbran and the British Bostwick started Ttukdo 
water treatment plant construction in August, 
1906, and first supplied Seoul citizens with the 
water on September 1, 1908. ‘ARISU’, tap water 
of Seoul is placed in a fixed position as safe and 
excellent water by no means inferior to that in 
major advanced cities in the world. In addition, a 
representative management indicator, flow rate is 
94.5%, 96.5% of old pipes have been replaced, 
for the water quality the 163 items with WHO 
level are thoroughly tested, whose water safety 
is authorized by NSF, worldwide professional 
inspection agency. In particular,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as 
water quality management from the UN was 
recognized and the ‘Public Executive Award' 
was won in 2009, and ‘Global Water Industry 
Innovation Award’ by the World Water Association 
(IWA) in 2010 and International Business award 
called as the business world's Oscar award from 
Stevie Awards. Inc were also won. Receiving this 
internationally prestigious award proves for ARISU 
to be truly the world’ best level not only in quality 
but also in innovative management performance. 
Furthermore, ARISU is provided as beverage to 
the government’s State Council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the earthquake in Sichuan 
region of China, the typhoon affected areas in 
Taiwan,, Haiti earthquake stricken area, the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area, Gangwon-
Gyeongbuk snow damage, which is now going 
forward beyond Seoul across the country and 
toward internationally. This year the Seoul city 
government determines the target of ‘the best 
ARISU, the best service’, improves the water 
facility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water 
supply environment so that citizens can safely 
drink, and is promoting aiming at acquiring 
competitiveness and minimizing citizen complaints 
through business improvement.

Certificate & Patent
• Drinking Water Inspection Agency (Nov/21/1989)
•  State Cert i f ied v i rus Inspect ion Agency  
 (Apr/24/2003)
•  Nationally recognized Protozoa Inspection  
 Agency (Sep/04/2004)
•  KOLAS international 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Jan/26/2005) 
•  Env i ronmenta l  measur ing device qual i ty  

 Inspection Agency (May/29/2006)
•  Nationally recognized norovirus examination  
 agency (Jun/19/2009)
•  Membrane module recognized performance  
 testing agency (Jun/30/2009)
•  Bottled water, ARISU production facility (water  
 quality included): 2012~2013 consecutive NSF  
 recognition acquired
•  Patents acquired: 13 cases 
 (domestic 11, China 1. Japan 1)

-  13 cases including patent No. 10-0797847  
 corrosion resistant method of water pipes

Main Product & Technology 
Production Facility
•  Production capacity: total 4,350,000 ton(6 water  
 treatment plants, 5 intake stations)
•  Production: daily average production 3,190,000 ton/day

Water Supply Facility 
•  Production aqueduct: 13,801km
•  Distribution reservoirs: 104 locations, 2,420,000 ton
•  Booster pumping station: 196 locations

Major Projects and Delivery Results 
Seoul began with completing Yeongdeungpo 
ARISU Water Purification Center,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in 2010 so that citizens can 
safely drink ARISU, completed Gwangam ARISU 
Water Purification Center in 2012, and is planning 
to complete Amsa·Gangbuk·Gueui ARISU Water 
Purification Center in 2014, and to finally complete 
Ttukdo ARISU Water Purification Centerin 2015, 
so that every Seoul citizen can drink the highly 
treated water, ARISU. 
Meanwhile, as a resul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fforts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 the performance to support the water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of Chan Chan Mayo, 
Peruvian city with superior water technology 
was achieved. This allowed gaining a foothold 
to supply residents with clean tap water. This i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irst overseas 
aid project having improved the developing 
country’s water facility and the first case executed 
overseas, while on February 23, ’14 the first 
stage ceremony of completion was held, and the 
second & third stage projects are planed to be 
promoted stage by stage till ’18 after analyzing 
the first stage project performance. 

고도정수(막여과)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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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Ulsa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President 박맹우 | Maeng-Woo, Park
Add.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당앞로 14-50 | 14-50, Dangap-ro, Beomseo-eup, 
Ulju-gun, Ulsan, Korea   Tel. 052-211-6500~3   Fax. 052-211-3286   

Web. www.kwwi.co.kr

안전하고 맛있는 울산수돗물 안심하고 드십시오!

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에코폴리스 울산, 120만 울산시민의 생

명수, 바로 울산의 맑은 수돗물입니다. 건강한 삶, 웰빙 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의 수돗물은 양적 보급보다 질적 향상 즉 안전

한 물을 지나 보다 맛있는 물, 보다 쾌적한 물을 요구하고 있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수돗물은 생명수라는 슬로건 아

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

습니다. 울산의 수돗물은 회야, 사연, 대곡, 대암 등 4개 댐의 원

수와 일부 낙동강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 하루 32만톤씩 각 가

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률은 현재 97.8%에 이르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시 수질은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보다 훨씬 좋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앞으로 광역 상수원의 

청정수원을 추가확보하고 완벽한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최선

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정책목표 

상수도 시설의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추진과제 (’13.12.31 현재)

•  상수도시설 선진화사업 본격 추진

•  기후 환경변화 대비 원·정수의 안정적 관리

•  수돗물 공급망 정비·보강 및 유수율 제고

•  상수도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  상수도 사업 경쟁력 강화 및 홍보 활성화

일반 현황 

시설 현황 

풍부한 상수원

유효저수용량 총 6,882만톤(회야댐 1,771 / 사연댐 1,951 / 대

곡댐 2,780 / 대암댐 379)의 식수댐이 있어 낙동강 원수를 사

용하지 않고도 양질의 수돗물을 최소 6개월 동안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청정 수원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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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

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댐 주변 및 수중 환경정비, 불법어로행위 

단속 및 유류 유출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제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댐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초(인공습지)를 2003년부터 

172,989㎡ 규모로 조성하여 수질 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댐상류 원수 수질검사

상수원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위하여 

댐상류 하천수는 매월 2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댐내 지점별, 수심별 6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된 최상의 수돗물

일반 정수처리 후 맛이나 냄새 유발물질, 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hential),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페놀, 벤젠, 톨루엔 및 

각종 농약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과학적

인 정수처리 시스템으로, 회야정수장 27만톤/일, 천상정수장 6만

톤/일을 고도정수 처리하고 있으며 천상일반정수장(Q=220천㎥/

일)도 2016년 완공 예정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다.

오존 (O3)처리

오존의 강력한 산화(살균)력을 이용하여 수중의 미량 유기물

질(맛, 냄새, 트리할로메탄, 내분비 장애물질 등)과 무기물질

(색도유발, 조류, 망간 등)을 완전히 산화시키며, 또한 오존은  

후속공정 생물활성탄 흡착제거에 효율을 증대시키는 공정

엄격한 공정관리

원수유입부터 송수과정까지의 정수처리 전과정을 첨단 감시시

스템으로 24시간 감시·기록·조정하고 있다.

Please safe and good Ulsan tap water in peace!

Eco- Polis Ulsan alive with water, the water of life 
for 1.2 million citizens of Ulsan, Just the crystal 
clear water for Ulsan. As the tap water in the 21st 
century in pursuit of healthy life, well-being culture 
requires the more delicious water, more comfortable 
water beyond the safer water than the quantitative 
distribution of the water,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Waterworks is quickly responding to 
supply safe and clean tap water under the slogan 
of water of life. The tap water of Ulsan whose raw 
water from the four dams such as Hoeya, Sayeon, 
Daegok, and Daeam dams and some of Nakdong 
river has been highly treated is being supplied 
at 320,000 ton/day to each household, whose 
water supply rate reaches 97.8%. In addition, the 
much better high-quality tap water than that of 
our country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ference values is being supplied, in the future to 
make more stable supply of clearer water the clean 
water sources by wide-area water supply source 
shall be additionally secured and a complete quality 
management system shall be built, while our best 
to significantly improve water service satisfaction 
shall be continued.

Policy objectives
Advancement of running water facilities and 
production & supply of high-quality water

Initiatives (as of Dec 31, ’13)

•  Full-scale promotion of advancement of running water facilities
•  Stable management of raw·purif ied water  
 against climatic change
•  Maintenance, reinforcement of water supply  
 chain and enhancement of water flow rate
•  water supply system established for disaster prevention
•  Waterworks competitiveness strengthened and PR activated

General Information

Facility Status

Abundant water supply
Due to the total 68.82 million ton of effective 
storage capacity of dams for water (17.71 million 
ton, hoeya / 19.51 million ton, Sayeon / 27.80 
million ton, Daegok / 3.79 million ton, daeam) the 
clean water source is secured to supply high-
quality water for at least 6 months without the use 
of the Nakdong River raw water.

Dam-upstream water source protection
The fundamental inflow of all the sewage·wastewater 
around Hoeya·Daegok dam upstream into the water 
source is cut off, for other pollutants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through artificial wwetlands (water 
plants) is made, in addition the virtual prevention 
training for environment improvement around 
dam and under water, illegal fishing enforcement 
and responding capacity built against oil spills is 
periodically conducted, all the best as above water 
management is being exerted.

Artificial wetlands formed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water purification effect has been brought 
by forming eco-friendly water plants in upstream 
dams (artificial wetlands) with scale of 172,989㎡ 
since 2003.

The advanced-treated best tap water
Through a scientific water treatment system to 
safely drink by completely removing taste or 
order causing materials, 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hential), color, ammonia nitrogen, 
phenol, benzene, toluene, and various pesticides, 
etc. after general water treatment, Hoeya 
Water Treatment Plant 270,000 tons / day, 
and Cheonsang Water Treatment Plant 60,000 
tons / day are highly treating water, in addition 
Cheonsang General Water Treatment Plant 
(Q=220,000㎥/day) is also being constructed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2016.

Ozone (O3) treatment
The underwater trace organic substances (taste, 
odor, trihalomethane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tc.) and inorganic materials (color 
causing algae, manganese, etc.)  shal l  be 
completely oxidized by use of strong oxidation 
(sterilization) of ozone, which also caus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in adsorption removal of 
biological activated carbon in a subsequent step

총인구 급수인구
급수량

(천㎥/일)
보급률

(%)
유수율

(%)
1인 1일
급수량(ℓ)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431,595 1,178,907 420,834 1,152,779 330 97.8 89.5 286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개소 규모 개소 규모 개소 규모 관로(㎞)

3 550천㎥/일 15 469천㎥/일 ２23 233천㎥/일 2,859

대곡댐 천상정수장 전경 회야정수장 전경

Population Household

Hydrant
(units)

Distribution 
rate
(%)

Production 
Capacity
(㎥/day)

Water 
supply 

(%)
Total No. 
of people

Water 
supply

(people)

Total 
No. of 

household

Households 
for water 
supply

1,483,708 1,476,306 555,538 552,358 135,430 99.50 780,000 318

Water treatment plant
Booster pumping 

station
Distribution reservoir

No. of 
locations

Scale
No. of 

locations
Scale

No. of 
locations

Scale Pipeline(km)

3
550,000㎥/

day
15

469,000㎥/
day

23
233,000㎥/

day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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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

President 송영길 | Yeong-Gil, Song
Add.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 19, Gyeongin-ro 325beon-gil, 
Nam-gu, Incheon, Korea   Tel. 032-720-2124   Fax. 032-440-8744   

Web. waterworksh.incheon.kr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미추홀 참물

인천의 수돗물 미추홀 참물은 인천의 옛 지명인 미추홀과 진실된 

마음을 더한다는 뜻의 참물이 결합된 말로서,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1908년 송현배수지 준공을 

시작으로 수돗물을 공급한 이래 100여년을 시민들과 함께 하였으

며, 전국에서 최초로 고도정수처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국내 상수

도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강이나 호소가 없어 수원이 부족하고, 

도서지역이 많아 수돗물이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충사업 및 해수담수화시설 도입 등

의 꾸준한 노력으로 시민들께 차질 없이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

고 있습니다. 또한 168개 항목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한 품질경

영 및 상수도 업무 전반에 국제수준의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

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품질경영대회 환경경영 부문에

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아낌없는 시설 투자와 지속

적인 기술혁신으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

께 변하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경영목표 

• 수도시설의 효율적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로 수돗물 품질 향상

• 친절·신뢰·화합의 조직문화로 시민 편익 증진

일반 현황 

• 기구: 3부(15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5수도사업소

• 정원: 783명 (일반617, 전문경력관1, 연구19,기타146)

• 예산: 288,671백만원

급수현황 

시설현황

역점사업

고객만족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  미추홀콜센터와 통합운영: 032)120

•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이전

•  경영개선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처분을 통한 재정확충

- 성실납부 촉진을 위한 체납관리시스템 smart화 추진

•  물공급 다변화를 통한 경영개선

- 원수공급의 변환: 풍납원수 확대공급(원수 대비 70%)

- 강화 물공급체계 변경 및 기타 자원 재활용

지속가능 경영 고도화 사업 조기 실현
•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 지역 형평성을 위한 조기도입 추진 및 4년 공기 단축 (2022년→2018년)

- 기존 시설 최대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

•  수(水)운영시스템 구축사업

-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간접배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수지 건설

- 기존배수지: 23개소

- 준공예정 배수지: 6개소(141,000㎥)

최고 품질의 미추홀 참물 생산·공급
•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최적 정수시스템 구축

•  수질검사 및 관리 강화

- 원수: 법정 32개 항목 → 59개 항목

- 정수: 법정 59개 항목 → 168개 항목

•  유형별 수질악화시 정수처리공정 운영 강화

물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추진
• 송수라인 네트워크로 단수없는 물공급 체계 구축

- 각 정수장 별 단수시 무단수 공급체계구축

- 취약지역 복선화: 영종해저관로·풍납도수관로

• 상수도 관망 정보(GIS)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

• 유수율 향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

- 노후 수도관정비, 블록시스템 정비, 누수방지 사업 등

- 2014년 유수율 목표: 90.5%

수돗물 신뢰제고 및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  2014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와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

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행사 개최

- 시민과 함게 소통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행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시설물 개·보수 등)

-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및 시설확충

Michuhol Chammul, clean and tasty water
Michuhol Chammul, water of Incheon is the term 
combined with Michuhol, old place name for Incheon 
and Chammul, the water added with true heart, which 
includes the intention by Incheon Water Authority to 
wish to supply citizens with clean and safe water. 
Incheon Water Authority has been with citizens for 
more than 100 years since the water supply starting 
with completion of Songhyeon Distribution Reservoir 
in 1908, and has led the country’s water technology to 
first in the country introduce advanced water treatment 
technique. Despite the regional limit difficult to supply 
water due to shortage of water source caused by no 
river or lake, and many islands, through steady efforts 
such as continued expansion of water supply area 
and introduction of desalination facility the abundant 
water is being supplied to citizens without a hitch. In 
addition, the quality management through strict water 
management by 168 items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across the entire 
water business are being conducted, due to being 
recognized as such efforts Incheon Water Authority 
for the first time as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in the country has won the presidential award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future 
Incheon Water Authority promises to give citizens 
unchanged faith and mind by producing & supplying 
high-quality tap water through generous facility 
investment and continued technological innovation.

Management objectives 
•  Management rationalization through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facilities 
•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  Citizens benefits enhanced by organizational  
 culture of kindness, trust, harmony 

General Information 
•  Organization: 3 departments (15 teams), one  
 institute, one administrative station, 4 water  
 treatment businesses,5 waterworks offices 
•  Fixed members: 783 people (617 regular, 1 professional  
 career manpower, 19 researchers, 146 for other) 
•  Budget: \288,671 million 

Water Supply Status

Facility Status

Emphasized Projects
Management innov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  Integrated operation with Michuhol Call Center: 032)120
• Relocation of new building for waterworks headoffice
•  Stable revenue base secured through management improvement

- Promoted realization of water rates
-  Fiscal expansion through active use·disposal of public property
-  Promotion of smart system from delinquent payment  
 management system for promotion of good faith payment

• Management improvement through water supply diversification
-  Conversion of raw water supply: Pungnap raw  
 water expansion supply (70% per raw water)

-  Ganhwa water supply system change and  
 other resources recycling

Early realiza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advanced business
• Introduction of advanced water treatment plant

-  Early introduction promoted for regional equity and  
 construction period shortened by 4 years (2022→2018)

-  Reduced project cost by maximizing utilization  
 of existing facilities
• Establishment Project of Water (水) Operating System 
-  Rea l - t ime mon i to r ing  and cont ro l  sys tem  
 established for integrated operation management

•  Reservoir construction for establishing indirect reservoir system
- Existing reservoir: 23 places
-  Completion scheduled reservoir: 6 places (141,000㎥)

Production·supply of high-quality Michuhol Chammul
•  Optimal water treatment system established for  
 producing high-quality water
•  Quality inspection and management strengthened

- Raw water: 32 legal items → 59 items
- Purified water: 59 legal items → 168 items

•  Strengthened operation of water treatment  
 process when the quality by type is worse

Promotion of scientification & advancement of 
water management
•  Establishment of water supply system without  
 stoppage of water through water supply line network
-  Establishment of water supply system without  
 stoppage of water when in stoppage of water  
 by water treatment plant

-  Vulnerable areas’ double line: Yeongjong  
 submarine pipelines·Pungnap pipelines

•  Water Distribution System Information (GIS) DB established  
 and accuracy improvement project promoted
•  Streamlined management through improving  
 water flow rate
-  Old plumbing maintenance, block system  
 maintenance, including leak-proof business

-  2014 water flow rate target: 90.5%
Increased reliability of tap water & small water 
facility operation·management
•  A variety of promotional and experiential events  
 held for 2014 Incheon Asian Games participants  
 and citizens just to drink and enjoy
-  Experience programs operated communicating  
 together with citizens 

-  Identification system conducted for safe water  
 in my house 

- Promotion through various media
•  Systematic operational management of small water facilities
 -  Maintenance & management of small water  

 facilities (facility repair & maintenance, etc.) 
-  Water source development and facility expansion in islands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율
(%)

1인 1일
급수량(ℓ)

2013생산량(천㎡/일)

최대 평균

2,930 2,884 98.4% 333 1,032 959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관로

5개소

2,179천㎥/일
7개소

2,163천㎥/일
23개소

495천㎥
5,923㎞

Total 
population

(1,000 
people)

Population for 
water supply

(1,000 
people)

Distribution 
rate(%)

Water supply 
quantity/

capita/day(ℓ)

2013 Production
(1,000㎥/day)

Maximum Average

2,930 2,884 98.4% 333 1,032 959

Intake Station Water treatment plant Distribution reservoir Pipeline

5 locations of 
2,179,000㎥/day

7 locations of 
2,163,000㎥/day

23 locations of 
495,000㎥ 5,923km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미추홀 참물 시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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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K-water

President 최계운 | Gye-woon, Choi
Add.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200, Sintanjin-ro, Daedeok-gu, Daejeon, Korea
Tel. 042-629-2804   Fax. 042-629-2849  

Web. www.kwater.or.kr   E-mail. lsm@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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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션을 가지고, 세계적 물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K-water의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물로 인한 재난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혜택을 넉넉하고 고르게 누

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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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 톤 규모의 물 공급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 전국 7개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구축 및 연간 37억 톤 수돗물 공급

•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광역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운영관리

• 전국 2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수탁 관리 및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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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국 44개 사업 (이라크,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케냐 등)

  - 수행 중 사업: 18개국 23개 사업(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친환경 청청에너지 개발

• 세계 최대 규모 시화호조력(254MW) 및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주도(설비용량 1,335MW)

• 온도차에너지사업 발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탄소배출권 판매 제도로 새로운 사업모델 추구

세계 물 서비스 시장 개척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운영관리

과학적인 물 관리와 재해 예방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친환경 청청에너지 개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물관리체계 구축

• 글로벌 물관리 트랜드 선도

• 新 비즈니스 모델 창출

• 핵심기술·창의인재 육성

국민이 행복한 물 안심 서비스 제공

• 지역간 급수혜택 불균형 해소

• 깨끗하고 안전한 물서비스 제공

• 사회적 책임 이행 선도

고객과 공감하는 투명한 공기업 실현

• 고객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 투명하고 스마트한 조직문화 정착

• 재무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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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6-1

한국환경공단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President 이시진 | Si-Jin, Lee
Add.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 42, Hwangyeong-ro, Seo-gu, Incheon, Korea
Tel. 032-590-4000   Fax. 032-590-3229   Web. www.keco.or.k  

• 설립연도: 2010년 1월 1일

• 종업원수: 1916명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 및 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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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was founded to contribute to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efficiently operating programs preventing environment pollution,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promoting resource recirculation implementing project about green-house gas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re Businesses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and control center for the  
 management of air and water quality.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complexes such as waste water and sewage disposal and  
 waste energy recovery facilities.

•  Promo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energy business such as minimization of carbon emissions

•  Waste reduction prevention, waste recycling, and environment-friendly waste disposal business.

•  Inspection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chemicals and test and assessment of their  
 harmfulness.

•  Responses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environ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olicy study on pollution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source circulation.

Global CCS Institute와 CCS 등 환경분야 상호협력 MOU 체결(2013.10.10)



2014 베트남 국제 물산업 전시회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베를린 상하수도 박람회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환경보전협회

Water Expo China 2014

Vietwater Expo & Forum 2014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7th World Water Forum

WASSER BERLIN INTERNATIONAL 2015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Water Industry Project Management Course(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Expo China 2014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기타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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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베트남 국제 물산업 전시회 | Vietwater Expo & Forum 2014

President 오세규 | Se-Kyoo, Oh
Add.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 8층 | 8F, Woodo Bldg, 214 Mangu-ro, Jungrang-gu, Seoul   
Tel. 02-6715-5400   Fax. 02-432-5885   

Web. www.vietwater.com   E-mail. Hogun.Cha@ubm.com/Jina.Kim@ubm.com

산업화 과정에서 하천과 폐기물 등에 의한 수자원 오염 문제에 

직면한 베트남 정부는 2020년 까지 수처리 시설 30개를 건설

하는 Mekong Delta(메콩 강 삼각주) 지역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폭적인 자금 및 정책 지원으로 상하수도 및 산업용 급배수 구

축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는 베트

남의 수처리 시설 프로젝트에 2억 5천 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고, 해외 수처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역시 활성화 되며 수

처리 관련 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회 베트남 내 정부 기관과 수처리 관련 전문가 및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공신력 있는 아시아 수처리 산업 전문 전시

회로 성장한 VIETWATER 2014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4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됩니다. VIETWATER 2014에 참

가하셔서 효과적인 자사 제품 홍보와 더불어 실질 구매력있는 

바이어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시 개요

• 전시회명: VIETWATER 2014 Expo & Forum   

• 전시일정: 2014년 11월12일(수) - 11월14일(금), 3일간 

•  전시장소: 베트남 호치민,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SECC)

•  전시주최: UBM Malaysia  

•  전시규모: 4,502sqm, 29개국 340개사 참가, 8,192명 방문 

  (2013년도 기준)

•  국가관 현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 덴마크

•  전시품목: 수자원 개발, 지방하천 관리개발, 산업용수 관리 및  

 오-폐수 정화처리 시스템, 관개 산업 관련 시스템, 초순수(超 

 純水) 및 생수 생산 시스템, 상하수도 및 급배수 산업관련 원 

 부자재 및 설비기술 일체

참가 안내

• Option 1. 독립부스: USD 350 / sqm (최소 18sqm)

• Option 2. 조립부스: USD 380 / sqm (최소 9sqm)

 부스간판 및 벽면, 카펫, 의자 2개, 조명(40W)2개, 안내데스크  

 1개, 휴지통1개, 소켓 220V 1개

주최사

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UBM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UBM Asia는 본사인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미주 지역 24

개 도시에 지사들을 두고 있으며, 약 1,400여명의 전문 인력들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UBM Asia는 민간 기업으로는 아시아 최대의 전문 무역 전시회 

주최사로서 홍콩,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

심으로 21개 산업 분야에서 연간 약 160여 차례의 무역 전시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8개의 출판물, 18개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참가 업체, 참관객, 국제회의 대표단, 광고 업체 

및 구독자들에게 양질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BM Korea는 UBM Asia의 한국 법인으로 UBM 주최 행사의 한

국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 한국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국

제 비즈니스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ecognised as the leading trade fair for the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industry in Vietnam, 
Vietwater 2014 Expo & Forum will hold its 6th 
edition from 12-14 November at the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ECC), Ho 
Chi Minh city. This annual event is officially 
hosted by the Vietnam Water and Sewerage 
Association(VWSA) and will continue to showcase 
the most cutting-edge products and latest ideas 
and systems that are transforming the future 

of the industry. As a cost effective marketing 
platform for key players, Vietwater 2014 endures 
that you reach your target customers in Vietnam. 
It is the only event that directly connects to 
government pol icies where exhibitors and 
visitors can meet with key government decision 
makers, collect valuable market information and 
network with industry partners by meeting project 
owners, developers, manufacturers, designers, 
constructors, agents and distributors.

VIETWATER 2013 개막식

VIETWATER 2013 1

VIETWATER 2013 3

VIETWATER 2013 한국관

VIETWATER 2013 2

VIETWATER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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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7th World Water Forum 

President 이정무 | Jung-Moo, Lee
Add.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14층 | Gusan tower 14 floor 91 Bangbaecheon-ro, 
seocho-gu, Seoul   Tel. 02-6009-9445   Fax. 02-6009-9499   

Web. worldwaterforum7.org   E-mail. secretariat@worldwaterforum7.org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세계물위원회*에서 3년마

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입니다. ‘물의 올

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물포럼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

데 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을 도출하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EXPO 등도 개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5년 4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대한민국 대구·경북에서 제7

차 세계물포럼이 “Water for Our Future”를 슬로건으로 개최됩

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1996년 설립되었으며,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약 312개 기관

이 참여하는 물 분야 최대 기구

주요 프로그램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본행사는 4개의 주요 과정 

(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과 시민포럼과 물 엑스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주요과정 소개

•  주제별 과정: 전세계가 당면한 물관련 현안을 주요 주제(기후 

 변화, 재해 등)의 틀 내에서 논의

•  정치적 과정:국가정상, 장관 등이 모여 물문제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 정치적 행동 촉구

•  지역별 과정: 지역별로 당면한 물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해 

 결방안 논의

•  (New) 과학기술 과정: 물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신기술 및 적정기술을 공유

개최의의 및 경제적 효과 

•  세계물포럼 개최는 대한민국이 지구촌 물 관련 이슈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신설되는 ‘과학기술 과정’을 통해  

 국내 물 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 

 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로 약 2,60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2,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업 참여의 필요성

•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의 물 관련 이해당 

 사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이는 흔치않은 기회로, 이를 통해 그 

 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된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지구촌 물문제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게 될 이번 ‘7차 세계물포럼’ 

 에서 기업들의 역할과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는 다양한 기업인들에게 참여와 발언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직위는 세계물포럼 기간 동안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즈니 

 스 미팅 기회를 주선함은 물론 물포럼의 이름으로 해외진출 희 

 망 국가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등 기업에서 이번 기회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교류와  

 자사의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업들은 총 200여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행사에 직접 참 

 여하거나 후원, 초청, 리셉션, 설명회, Expo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계물포럼을 귀사의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하십시오!

The World Water Forum, the world’s biggest 
water related event, is a triennial international 
event organized by the World Water Council. The 
Forum, also called the Olympics for Water, serves 
to discuss solutions to various water-related 
issues, generate political declarations, and hold 
Water EXPO for businesse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businesses, scholars, and civic groups.  
The 7th World Water Forum will take place from 
Apr. 12 to 17, 2015 in Daegu & Gyeongbuk under 
the theme of “Water for Our Future.” We wish you 
to pay kind attention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um.  

* The World Water Council: Established in 1996, 
it is the largest institution in the water sector with 
312 membe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scholars, civic groups, businesses, etc.

Main Programs
The Forum consists of 4 Processes(Thematic, 
Political, Regional, Science & Technology), the 
citizens’ forum, the Water EXPO, and other side 
events. 

About Processes
•  Thematic Process: Discuss global water- 

 related issues within the framework of major  
 themes(climate change, disaster, etc.)
•  Political Process: Discuss solutions to water  

 challenges with heads of states, ministers, etc.,  
 and call for political actions
•  Regional Process: Exchange information on  

 regional water challenges and discuss solutions
•  (New) Science & Technolog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ackling  
 water challenges and share cutting-edge and  
 appropriate technologies

Significance / Economic Benefit 
•  Holding the Forum i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on global  
 water challenges. Also, newly added S&T  
 Process will help to improve Korea’s image with  
 a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s  
 water industry and to support Korean companies  
 to penetrate the global market. 
•  The Forum will generate economic benefits  

 worth of KRW 260 billion and 2,500 new jobs.

Importance of Participation 
from Businesses
•  The Forum is a rare event where various  

 stakeholders to water gather in Korea. It  
 can show Korea’s advanced technologies  
 and experience in water management with  
 the nation’s efforts to address global water  
 challenges.
•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from businesses  

 are critical since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highlighted at the Forum.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7th World Water Forum will  
 ensure various businesses to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and raise their voices.
•  The National Committee will support businesses  

 in many ways to help them make the most of  
 the Forum. It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have  
 business meetings with other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invite high level officials of  
 countries which your company aims to advance  
 into. 
•  Businesses can participate in the Forum by  

 joining main events of 200 or more sessions,  
 sponsorship, invitation, reception, briefings, or  
 EXPO. Take this opportunity to promote your  
 company!

킥오프회의 1 킥오프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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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상하수도 박람회 | WASSER BERLIN INTERNATIONAL 2015

President 바바라 촐만 | Barbara Zollmann
Add.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85 한남프라자 8층 | 8F Hannam Plaza 85,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Tel. 02-3780-4601   Fax. 02-3780-4637   

Web. www.kgcci.com   E-mail. hslim@kgcci.com

베를린 상하수도 박람회 WASSER BERLIN INTERNATIONAL 이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됩니다. 

WASSER BERLIN INTERNATIONAL 은 상하수도 분야의 특화

된 산업박람회이자 콩그레스로써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 및 

서비스가 전시되고 또한 관계자들에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을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입

니다. 특히 2011년 공동개최된 NO DIG BERLIN 행사가 거둔 큰 

성공의 결과로 참호없는 건설은 박람회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2015년에도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ASSER BERLIN INTERNATIONAL 은 콩그레스와 산업박람회

가 결합된 조화로운 형식으로써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하

수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최신 기술과 발전 상황에 대한 답변

을 제공합니다. 혁신의 장인 WASSER BERILN INTERNATIONAL 

산업박람회에서는 수자원관리 분야 또한 크게 조명됩니다. 

전문방문객들은 해당 분야의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하

여 수자원관리 현황, 수행기준 및 전망 등에 관하여 직접 들

으실 수 있습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WASSER BERLIN 

INTERNATIONAL 의 참가업체 80%는 매 회 새로운 혁신제품들

을 소개하며 또한 개선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분야

• 수자원확보 • 상하수처리

• 수자원공급 및 폐수처리기술 • NO DIG Berlin 

• 해수담수화처리기술 • 정보기술 및 통신 기술 

• 지열에너지 • 기술, 연구, 기술이전 

• 수해방재, 수질보호, 토양보존 

• 산업장비, 건축기계 및 장비 

• 공급기술, 상하수도관리, 수자원사업

• 측정기술, 통제 및 제어기술, 분석기술

• 밸브, 펌프, 동력기술, 드릴링 기술, 압축기

Congress WASSER BERLIN INTERNATIONAL 

WASSER BERLIN INTERNATIONAL에서 개최되는 콩그레스는 

상하수도분야의 관련 테마들과 수자원관리 솔루션을 주제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박람회 참관대상

• 공공분야의 수자원관리 결정권자

•  건축업 토목공사, 지하수개발, 급수소 건설 및 그 외 상하수도  

 분야의 산업관계자, 엔지니어, 전문가

•  국내외 기관 대표, 조달 전문가, 산업협회 및 연구소, 

 과학 기술 기관의 대표

주최

• Messe Berlin GmbH, Messedamm 22, 14055 Berlin, Germany

• 전화: +49 30 3038-2085, 팩스: +49 30 3038-2079

• wasser@messe-berlin.de, www.wasser-berlin.com

• 개최기간: 2015년 3월 24일 (화)-27일 (금)

• 장소: 베를린 박람회장 (Messe Berlin)

• 개최주기: 2년

• 참가신청 마감: 2014년 10월 1일 

한독상공회의소는 베를린 상하수도 박람회 WASSER BERLIN 

INTERNATIONAL 2015 의 한국대표부입니다. 박람회 참가 및 

참관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한독상공회의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 02-3780-4601

• 이메일: hslim@kgcci.com

WASSER BERLIN INTERNATIONAL is a goods 
trade fair and congress with a clearly defined 
profile and focus on water and wastewater, 
offering a platform for the presentation of complex 
products and services along with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industry communications. As a 
result of the highly successful addition of NO DIG 
INTERNATIONAL 2011 trenchless technology has 
become an integral segment of the event and will 
continue as NO DIG BERLIN in 2015 too.
The integrated congress and trade fair provides 
a coherent answer to the technically advanced 
exhibition themes in the face of the highly dynamic 
market development. As a stage for innovations, 
WASSER BERLIN INTERNATIONAL also serves 
as an industrial fair for water management. Trade 
visitors can use this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capabilities, performance standards and 
prospects for water management players. Four-
fifths of the exhibitors regularly present innovations 
or updated versions of existing products. 

Trade fair segments
•  Procurement of water
•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  Water distribution and wastewater drainage 
•  NO DIG Berlin 
•  Service providers, water/sewage management,  
 multi-utilities
•  Measurement, regulation, and analysis technology
•  Valves, pumps, lifting equipment, drive technology,  
 compressors
•  Seawater desalination 

•  Flood water protection, surface/ ground water  
 protection, soil conservation
•  Geothermal energy 
•  Industrial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  
 for construction/civil engineering 
•  Science, research, technology transfer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ngress WASSER 

BERLININTERNATIONAL 
The congress accompanying WASSER BERLIN 
INTERNATIONAL provides a discussion forum 
for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who specialize 
in water-related issues and focus on water 
management solutions. 

Trade visitors
Water management decision makers from the 
public sector and industry, engineers, specialists 
from the building trades, civil engineering, well 
drilling, waterworks construction and other fields, 
representative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o rgan iza t ions ,  p rocurement  spec ia l i s ts , 
representatives from industry associations, 
institutions, science and research.

Organizer
•  Messe Berlin GmbH, Messedamm22,14055  
 Berlin, Germany
•  Phone: +49 30 3038-2085
•  fax: +49 30 3038-2079
•  wasser@messe-berlin.de
•  www.wasser-ber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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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 | Korea Waterworks-Management Institute

President 김길복 | Gil-Bok, Kim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506호 | #506, 42, Jangmi-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705-5522   Fax. 031-705-6388   

Web. www.kwwi.co.kr   E-mail. kgb5522@hanmail.net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사업 경영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내 수도사업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경

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수도

사업의 양적 질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해지는 국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환경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  환경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의 물산업 관련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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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서울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

•  지방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 재원마련 및 공급단가 

 산정용역-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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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상하수도협회 지방하수도 재정확충 방안연구

•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상하수도 통합형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용역

•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대응 방안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12

•  광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간 비상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수립용역 중 설치, 운영관리 및 협력체계구축방안 - (주)한국 

 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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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 (주)도화엔지니어링

•  동두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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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Waterworks-Management Institute』 is 
Korea's first water supply business management-
related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 which accurately 
analyzes the status of the water business, presents 
management strategy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reasonable alternatives, and is making effort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dvancement of water 
business. In addition, they are striving to prepare plans 
for responding fierce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is which is trying to be reborn as the top 
research institute to contribute to Korea’s water 
environment and national economy.

Main Product & Technology 
•  research services performed related to water  
 industry b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K-Water, etc.
•  Calculation service conducted of water and sewage  
 rates by more than 100 autonomous governments
•  Water and sewage rates calculation and property  
 reevaluation service conducted autonomous  
 governments in the country
•  National autonomous governments water  
 business private entrustment feasibility review  
 service conducted
•  Water business feasibility review & economy  
 analysis performed

Research Career by Korea Waterworks-
Management Institute 
1. General academic servic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2011
•  Study on conversion promotion plan for Seoul  
 sewage business local direct business
•  Local water supply system adjustment business  
 financing & supply unit price calculation servic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  Local water services operational efficiency change  
 agreement review service-Gwangju-city, Gyeonggi-do
•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rate system  
 – Ministry of Environment
•  2010 Dongducheon local water services operational  
 efficiency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  Local water services operational efficiency change  
 agreement review service-Gwangju-city, Gyeonggi-do
•  Water supply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services-Daejeon
•  Water supply integration operation business  
 proposal preparation service-GS E&C Co., Ltd.
•  Local sewage financial expansion plan study- 
 Korea Water and Wastewater Association
•  Water & sewage integration type business plan  
 review service for local water services operational  
 efficiency-Dongducheon-si
•  Local water services integrated·entrusted operation  
 response plan study-Gyeonggi Development Institute

2012
•  Installation, operational management & cooperative  
 system establishment plan of emergency connection  
 between wide-range-local water supply areas and  

 cooperative system building plan establishment services-  
 Korea Engineering Co., Ltd, K-Water
•  Distributed Water Treatment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totype Production –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dustrial water systems improvement plan stud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K-Water
•  Loca l  wa te r  s e r v i ces  bus i nes s  mode l  
 diversification plan study conside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K-Water
•  Water & sewage rate system improveme  
 simplification promotion nt & business type  
 feasibility review service-Jeju
•  Sewage corporation special account management  
 assessment study service-Goyang-si
•  Large clean underground reservoir development  
 planning study pre-feasibility study research -  
 Kumho Industrial Co., Ltd. 
•  Water meter reading services private entrustment  
 feasibility review service-Gwangmyeong-si
•  Water maintenance basic plan establishment  
 service-Incheon - DOHWA Engineering Co., Ltd.
•  Local water services operational efficiency business  
 agreement change feasibility review service-Dongducheon-si
•  Sewage facilities private investment business  
 (BTO) total investment cost & operation cost use  
 suitability review service-Gimpo-si
•  Organization assessment/management improvement/ 
 financial analysis of water maintenance basic plan (change)  
 services- Seoul - 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

2. Investment project economy analysis and audit
•  2002 Water flow rate enhancement business  
 economy analysis-Gimcheon-si
•  2003 Water flow rate enhancement business  
 economy analysis-Masan-si
•  2005 Sujin station transfer parking lot investment  
 project cost recovery period calculation service- 
 Seongnam-si
•  2006 Water flow rate economy analysis partial  
 service of water maintenance basic plan-Seoul- 
 si/Disabled welfare taxi management analysis  
 study service-Seongnam-si
•  2007 Yeongsaeng service business office  
 commission calculation service-Seongnam-si
•  2008 Wide-range sewage maintenance basic  
 plan establishment service-Jeju-si(Sewage  
 general cost analysis) (Saman)
•  2009 Individual water treatment cost calculation  
 & integrated supply facilities investment/operation/ 
 Financial model adequacy review (advisory)- 
 K-Water/Sewage entrusted operation advisory  
 opinion-Yongin-si/Local water entrustment  
 payment adjustment criteria(draft)-K-Water
•  2010 Industrial water services financial analysis  
 criteria establishment & standard financial model  
 establishment (advisory)-K-Water/Local water services  
 entrustment system improvement (advisory)-K-Water
•  2011 Business model establishment for water  
 pipe assessment Too(Dr. pipe) (advisory)-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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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President 박용만 | Yong-Man, Park
Add.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빌딩 6층 | Soeul CCI B/D 497-66, 
Dapsimni 3-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02-3407-1540∼3    
Fax. 02-3407-1598   Web. www.epa.or.kr   E-mail. envex@epa.or.kr  

•  설립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의거 1978년 10월6일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목적: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  조 직 - 본회: 2본부 6처 2센터 17과

 - 지역협회: 11개 지역협회, 1처 3과 1센터 또는 팀

• 임원현황(총 17인) - 회장 (박용만/대한상의회장)

  - 사무총장 (이상팔)

• 직원현황: 총 160명 / 회원현황: 총 7,880개사

주요사업 

•   대국민 홍보사업: 환경의 날 기념식 주관 / 후수환경도서  

 공모 인증사업 / 한강 사랑 그림그리기 사업 / 한강 수중정화  

 활동 / 생물자원 그림 그리기 대회 등

•   교육사업: 시민환경교육(환경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에코  

 아카데미 운영 등) / 환경기술인 교육(법정 환경교육, 환경 

 성적표시 인증심사원 교육 등)

•   국제환경전시사업: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ENVEX) 주최 / 해외 환경전시 및 교류사업

•   생태복원 및 조사연구사업: 한강수계 수변구역 생태복원 및  

 관리사업 / 환경기술 조사 측정사업

•   기업지원사업: 기업체 현장 환경기술 지도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환경정보 제공 / 환경정보지 격월 제공 / 환경정책  

 세미나 및 법규 설명회 개최 / 우수 환경산업 현장 시찰 /  

 기업지원 상담 전문자문위원 운영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환경 

 보전활동 지원 / 자제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사업 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검증 센터

제3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   개최일시: 2014 06.10(화) ~ 06.13(금)

•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 홀

•   규모: 310업체 780부스

•   주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   주관: 환경보전협회

•   후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인천경기기계공업 

 협동조합, 경기도환경산업협회

•   전시분야

환경산업기술 분야 수질(하·폐수처리, 멤브레인, 하천정화, 

정수처리, 축산폐수처리, 수질관련장치, 설계·시공 등), 대

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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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대기배출가스 측정 및 분석, 소음·진동측

정, 기상관측, 유해물질분석 등), 친환경상품(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전자제품, 실내공기질관련제품, 친환경인증마크 및  

생활제품), 4대강 생태복원(하천·호소정화, 자연생태복원,  

토양복원), 해수 담수화(해수담수화플랜트 및 시스템), 정부 

정책홍보(녹색성장홍보관, 관련기관 홍보관, 지자체 사업성과 

홍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관)

그린에너지 분야 그린자동차 산업(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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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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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 특징

-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환경전시회

-  환경분야 국내 최대 계약 및 추진 예정액 달성(2013년  

 2,21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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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unda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y environment in Korea through research,  
 survey, technical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o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  Purpose: On October 6, 1978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59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Organization
•  The main office: 2 headquarter, 6 departments,  
 2 center and 17 divisions
•  Local branches: 11 local KEPAs (1headquarter  
 3 divisions and 1 center(or team))
•  General Meeting: 24 members
•  Board of Directors: 17 directors, 2 auditors

Major Project 
•  International exhibit 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Green Energy 

 (ENVEX: 2013. 6. 11 ~ 14, COEX)
•  Outbound environmental exhibition & exchange project
•  Training environmental control engineer by Korea  
 Environmental Laws(Water, Air, Waste)
•  Consultant of ISO14000 & “Environmental  
 Friendly Company”
•  Re-education for national certified environmental engineer
•  Publication of environmental magazines
•  Providing on-l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  Performing environmental protect education program
•  Environmental preservation PR project
•  Demonstr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  Performing Environment day
•  Performing Environment Law Seminar
•  Inspection of anti-pollution facilities environmental  
 quality measurement
•  Ecological restoration & management
•  Research analysi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  Performing environmental quality study and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  Commitment affairs of The Korea NGO Promotion Foundation
•  PRUMI Mobil Environmental Education Operation
•  Hanriver - Ecology studying site operation
•  Greenhouse Gas · Energy Verification Center

The 36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Green Energy
Summary of ENVEX2014
•  Period: June 10 ~ 13, 2014 
•  Venue: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COEX)
             Hall A, B /14,800∼
•  Exhibitors: 25 Conutries, 310 Companies, 780 booths

Organizer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  SUDUOKWON Landf i l l  Si te Management 
Corporation(SLC)
•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KEITI)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KEPA)
Show management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KEPA)
Show management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Incheon Kyung Ki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  Gyeonggi-Do Environmental Industry Association
Items To Be Exhibited
•  Environment: Water Treatment, Membrane,  
 Pump, Valve, Dehydration Device, Microorganism,  
 Deodorizer, Measurement of Air Pollution, Vapor  
 Recovery System, Filter,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Eco-Friendly Products, Measurement  
 Equipment, Eco-Construction   
•  Energy: Waste Recycling System, Bio-Energy,  
 Energy Efficiency, Geothermy, Solar Energy,  
 sulation

Exhibition Differences
•  The largest exhibition on Environment of Korea qualified

-  Certified 2012 Promising Exhibition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chieved International Exhibition Certification by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

•  Hold the networking programs with inviting valued  
 overseas buyers and government officials 
-  Arranging business meetings by business  
 matching 

- Managing Green Tour for site visits
-  Attending Complementary interpreters at the  
 business center

•  Complementary Counselling for Environment Low  
 in the exhibition hall 
-  The name of low firm for counselling: Low World  
-  Providing Complementary Counselling for  
 Environment Low

•  Holding seminars & forums on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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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Expo China 2014

President Macey Zhang
Add. Room 1503, 15/F, Taiping Finance Tower, 488 Middle Yincheng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PR China   Tel. 86-21-6160-8526   
Web. www.waterexpochina.com   E-mail. water@china.messefrankfurt.com

Water Expo China 2014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수자원 관련 

시장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포괄적인 미팅 플랫폼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중국의 수리부

(Ministry of Water Resources, PR China)가 유일하게 후원하는 

행사이다. 중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참가업체 및 방문객들

에게 정부 의사결정권자와의 만남은 물론 동종 업계에 종사하

는 업체들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도 제공한다.

주요 제품 및 기술 

• Water Resources, Water Ecology and Environment  

• Water Business 

• Water Conservancy  

• Water Industry Equipment   

• Water Information, Automation and Apparatus  

• Membrane and Water Purification

• Flood Prevention and Drought Resistance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이번 2013년도 전시회에는 7개의 국가관 및 단체관을 포함하

여 총 19개국 297개 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제품 

및 기술을 선보였다. 더불어 38개국 24,311명의 전문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했으며, 50개 이상 국내외 대표단도 포함되어 있

다. 큰 찬사 속에 매년 개최되는 Water summit과 55개의 컨퍼런

스 세션은 우수한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공신력 있

는 International Water Business Match-making Forum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중국의 수자원 산업 시장을 이해하여 더 많은 비

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Water Expo China + Water Membrane China 
is the water industry’s most important and 
comprehensive meeting platform for capturing 
business opportunities arising from China’s 
rapidly growing market. It is also the only even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PR China, where exhibitors and visitors can 
meet with key government decision makers and 
network with industry peers at proven one-stop 
platform which helps you to explore your target 
market in China.

Main Product & Technology 
•  Wate r  Resou rces ,  Wa te r  Eco logy  and  
 Environment 
• Water Business 
• Water Conservancy 
• Water Industry Equipment   
• Water Information, Automation and Apparatus 
• Membrane and Water Purification
• Flood Prevention and Drought Resistance

Performance
A new record of 450 exhibitors, representing 
23 countries and regions, was set for the 2013 
show, displaying their up-to-date technologies 
and products. Among them, 7 international and 
regional pavilions and groups join in 2013 fair. In 
addition, more than 50 international and domestic 
delegations among 24,311 trader visitors from 
38 countries and regions attended the fair. The 
annual highly- respected Water summit and 55 
sessions of conferences offer excellent networking 
platforms. The reputable annual International 
Water Business Match-making Forum helps 
foreign companies better understand China’s 
water industry and to explore more business 
opportunities.

Water Expo China Water Exp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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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적합 인증업체 현황 

(주)삼진정밀

Add.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55   

인증제품 수도용 가동형 제수밸브 (80, 100 mm)

주생산품 가동형 제수밸브

Tel. 042-672-3600   E-mail. sjv@sja.co.kr 
Web. www.samjinvalve.com  

(주)세계주철

Add.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870   

인증제품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80 mm ~ 600 mm)/KP매카니컬 조

인트, 플랜지 조인트   주생산품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Tel. 053-851-5550   E-mail. rftyui@hanmail.net
Web. www.caston.kr  

(주)일영 

Add.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60-2   

인증제품 수도용 관세척 점검구(80~600 mm)

주생산품 관세척 점검구, 새들 분수전

Tel. 062-251-4397   
E-mail. rftyui@hanmail.net

(주)에이치케이밸브

Ad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396 3B-12L   

인증제품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내면 폴리우레탄 피복) 10K(200~2 400A)

주생산품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Tel. 031-495-9511   E-mail. sikk2@naver.com 
Web. www.hkvalve.co.kr

삼건세기(주)

Add.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405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에틸렌 코팅 강관 (80 mm ~ 1 350 mm)

주생산품 수도용 폴리에틸렌 코팅 강관

Tel. 055-338-3030   E-mail. gmkang@samkunok.com 
Web. www.samkunok.com  

(주)리테크

Add.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421-9(군위농공단지)  

인증제품 전자식 유량계 32 mm(A) ~ 800 mm(A) 

주생산품 유량계

Tel. 054-383-7181   E-mail. lt700@letech21.co.kr
Web. www.letech21.co.kr 

(주)하이스텐

Add.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심리 1110-1   

인증제품 플로팅 밸브(정수위 밸브)/스테인레스제, 호칭(15~50A)

주생산품 플로팅 밸브(정수위 밸브), 슬립인 조인트, 내진 조인트 등

Tel. 055-329-0837   E-mail. histen@histen.co.kr
Web. www.histen.co.kr  

(주)대봉엔지니어링

Add.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597-9  

인증제품 다단 원심펌프 

주생산품 수도용 원심펌프/입형 다단 펌프 (50 mm ~ 200 mm)

Tel. 051-313-6611    E-mail. d6611@chol.com
Web. www.monopump.co.kr

한국기업사

Add.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6   

인증제품 수도용 가동형 제수밸브 (80, 100 mm)

주생산품 가동형제수밸브 (o링식, 나사식)

Tel. 032-581-8132   E-mail. han8133@hanmail.net 
Web. www.hangukco.co.kr

서우실업(주)

Add.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5 3블럭 5롯트  

인증제품 수도용 가동형 제수밸브 (80, 100 mm)

주생산품 가동형제수밸브

Tel. 032-821-6401   E-mail. psw6702@naver.com 
Web. www.서우실업.kr 

관 및 이음쇠

기타 제품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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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광주철

Ad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74-13   

인증제품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주생산품 이탈방지 압륜, KP압륜 등

Tel. 031-356-3522   E-mail. honor580@naver.com 
Web. www.dkcastiron.kr  

(주)조흥밸브앤파이프

Add.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44   

인증제품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주생산품 수도용 소프트 밸브, 급속공기 밸브, 이탈방지 압륜 등

Tel. 032-882-3037   E-mail. chpipe@hanmail.net 
Web. www.chpipe.co.kr  

건일스틸(주)

Add.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80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3층) 피복강관, 폴리우레아 코팅강관 등

Tel. 041-582-8101   E-mail. gis8109@nate.com 
Web. www.geonil.co.kr   

(주)정원주철

Add.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3길 69-31   

인증제품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주철제 이탈방지압륜   주생산품 이탈방지 압륜, 제수변용 철개, 제수밸브 

보호통 등   Tel. 031-998-5271  
E-mail. choenggy@naver.com   Web. www.jwcast.com

(주)세계주철

Add.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870  

인증제품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주생산품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Tel. 053-851-5550   E-mail. rftyui@hanmail.net 
Web. www.caston.kr  

주성이엔지(주)

Add.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두4길 56-33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

Tel. 043-532-4501   E-mail. jseng1004@jseng.kr 
Web. 주성이엔지.한국 

현대특수강(주)

Add.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로 235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등

Tel. 033-343-0560   
E-mail. najunggu@hanmail.net 

(주)구웅산업

Add.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07 명품암펠로스 601호  

인증제품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상수도용도복장강관 이형관 등

Tel. 041-566-3589   
E-mail. hsk67444@daum.net 

신이피엔씨(주)

Add.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29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압출식 PE피복강관 등

Tel. 041-935-0741   E-mail. dongjae57@daum.net 
Web. www.sepnc.co.kr   

태주종합철강(주)

Add.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91-1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등

Tel. 054-859-7326   E-mail. esl@taejoo.co.kr
Web. www.taejoo.co.kr   

관 및 이음쇠 관 및 이음쇠

(주)대덕엔지니어링

Add.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3-3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엘보, 소켓, 베어소켓, 티이, 레듀서, 캡, 수전엘보, 수전소켓, 수전

티이, 아답타소켓, 아답타엘보, 라리카티 등   Tel. 031-998-9892   
E-mail. daedeokeng@naver.com   Web. www.daedeokeng.co.kr

(주)에이제이에스
Add.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번지 469-812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강관 연결용 관 이

음쇠/강관 연결용 조인트 관 이음쇠/강관 연결용 조인트/수도용 스테인

리스 강관 이음쇠   Tel. 031-882-4379   
E-mail. dspcghh@hanmail.net   Web. www.ajs.co.kr 

한미실업(주)

Add.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303번지 

인증제품 하수도용 강판보강 PE 나선형관/하수도용 강판보강 PE 나선형

관 연결구   주생산품 PCF관, 고강도전선관, 복합고무호스

Tel. 052-262-6336~40   E-mail. hanmipipe@naver.com
Web. www.hanmipipe.com 

(주) 다성테크

Add.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255-1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SP-JOINT , SP압착공구

Tel. 031-633-1117   E-mail.  jjcbd@hanmail.net 
Web. www.spjoint.com

(주) 서원기술

Add.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ELBOW,SOCKET,TEE외 주문생산품

Tel. 031-322-1271~4   Fax. 031-322-1276 
E-mail. drpjoint@naver.com   Web. www.srjoint.co.kr

㈜위더스

Add.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514-6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Tel. 043-836-9410   E-mail. lms4850@hanmail.net 
Web. www.weduss.com  

한국종합철관(주)

Add.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130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주생산품 상수도 도복장 강관/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말뚝

Tel. 041-523-5011   E-mail. ennpro@hotmail.com 
Web. www.kisp.co.kr  

웰텍(주)

Add.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428-1  

인증제품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주생산품 분말융착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스파이럴 강관 등

Tel. 033-342-6224   E-mail. hdsspc1@hanmail.net 
Web. www.weltech3lp.co.kr

현대주철산업(주)

Add.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652번길 66  

인증제품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주생산품 KP메커니컬 조인트, KP이형관 등

Tel. 031-989-5771   E-mail. hosang0521@daum.net 
Web. www.hdciic.co.kr 

현대주철산업(주)

주성이엔지(주)

(주)하이스텐

Add.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심리 1110-1  

인증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주생산품 플로팅 밸브(정수위 밸브), 슬립인 조인트, 내진 조인트 등

Tel. 055-329-0837   E-mail. histen@histen.co.kr 
Web. www.hist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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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화이바

Add.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81   

인증제품 하수도용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맨홀

주생산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파이프, 연결구, 이음관

Tel. 055-960-3273~9   E-mail. fortal7625@hanmail.net
Web. pipe.fiber-x.com

서우실업(주)

Add.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9번길 30 (남촌동. 3블럭 5롯트)   

인증제품 수도계량기보호통

주생산품 이탈방지압륜/제수밸브 보호통

Tel. 032-821-6401~4   E-mail. seowoo@seo-woo.co.kr 
Web. www.서우실업.kr

㈜한국폴리텍

Add.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산 73-1   

인증제품 하수도용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맨홀

주생산품 GRP 관/RRC 맨홀

Tel. 033-731-8031   E-mail. rrc@rrcpipe.co.kr 
Web. www.rrcpipe.co.kr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Add.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12 

인증제품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

주생산품 상수용 GRP 배관/배수 및 하수용 GRP 배관

Tel. 054-469-3337   E-mail. sgch97@kolon.com 
Web. www.kolonindustries.com  

맨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신일밸브산업(주)

Ad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4-3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 밸브

주생산품 GS밸브, 세대별 감압밸브, 수도용 앵글밸브 등

Tel. 031-495-3698    E-mail. master@shinilvalve.com 
Web. www.shinilvalve.com

㈜신흥밸브

Add.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516-1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세대별 수도용 감압밸브, 물용 자동공기 배출 밸브 등

Tel. 031-996-2501    E-mail. 9962501@naver.com 
Web. www.shvalve21.co.kr

영동금속(주)

Add.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 10번길 22(경서동 363-201 16블록 15로트)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청동밸브, 볼밸브, 감압밸브,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등

Tel. 032-561-7900   Fax. 032-561-5773    
E-mail. yd7900@nate.com   Web. www.yd-metal.co.kr

건일브론즈밸브

Add.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6-3 시화공단 3다204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청동밸브, 볼밸브

Tel. 031-499-0606    E-mail. pkh2525@naver.com 
Web. www.kunilvalve.com

신진정공(주)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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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32-822-2590~6/02-332-6311~4     
E-mail. sjsrs@chol.com   Web. www.shinjinvalve.co.kr

㈜태양테크

Add.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22

인증제품 수도용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볼밸브, 핸드스트레이너, 싱크 수전세트, 온냉수 분배기

Tel. 032-814-1321    E-mail. yk33058@hanmail.net
Web. www.tyvv.co.kr

태원테크

Add.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번길 6-19(구산동 121-1)

인증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주생산품 역류방지밸브

Tel. 032-529-1970   Fax. 032-529-1971 
E-mail. tae0208@empal.com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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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i-KASEI Chemicals Co., Ltd.

Add.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One IFC 22층)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Microza UNA-620A, Microza UHS-620A)      

주생산품 수처리용 멤브레인

Tel. 02-6137-9820   E-mail. yoo.jb@om.asahi-kasei.co.jp 
Web. www.asahi-kasei.co.jp/membrane/microza   

에치투엘(주)

Add.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3-26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HIFIM-75)

주생산품 수처리용 멤브레인

Tel. 031-445-8990    E-mail. blue8990@chol.com 
Web. www.h2l.co.kr 

메타워터(주)서울주재원사무소

Add.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305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세라믹막)

주생산품 세라믹막여과 시스템/오존발생기/고속여과 시스템 등

Tel. 02-3276-3366    E-mail. arum@metawater.co.kr
Web. www.metawater.co.jp 

㈜시노펙스

Add.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56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Hisep 8050)

주생산품 터치스크린, 포장재

Tel. 054-289-4041    E-mail. khkim@synopex.com
Web. www.synopex.com

에코니티

Add.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9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주생산품 침지형 분리막

Tel. 031-334-6180    E-mail. jaeuk.sim@econity.com 
Web. www.econity.com     

LG전자(주) 창원1공장

Add.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391-2번지 외 3필지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HFP-05A, HFP-07A)

주생산품 MF침지식평막, 냉장고, 세탁기

Tel. 055-260-3855    E-mail. rio.kim@lge.com 
Web. www.lg.com     

TORAY(주)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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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3279-1450    
E-mail. tyryu@torayamk.com   Web. www.toray.co.jp

제일모직주식회사

Add.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32-2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S-100)

주생산품 UF/MF 막모듈 및 카세트

Tel. 031-596-3772    E-mail. joonsik.hong@samsung.com 
Web. www.cii.samsung.com   

웅진케미칼(주)

Add.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3층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수도용 나노여과 막모듈

주생산품 정수기 필터, 직물, 원면 및 원사

Tel. 02-3279-7359    E-mail. cglee@wjchemical.co.kr 
Web. www.wjchemical.co.kr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경산공장

Add.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345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Cleanfil-S20H, Cleanfil-S30V)

주생산품 정수기용 막모듈

Tel. 053-850-8408    E-mail. jaehyup@kolon.com 
Web. www.kolonindustries.com   

주식회사 효성

Ad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

인증제품 침지형 중공사막(HSF-BS25)

주생산품 화학섬유, 수지, 변압기, ATM

Tel. 031-428-1480    E-mail. limsh1966@hyosung.com 
Web. www.hyosung.com

AQUASOURCE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효림산업(주)

인증제품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L-PSF/PS300)

주생산품 -

Tel. 010-4502-7721    E-mail. parksk@hyorim.co.kr
Web. www.degremont-technologies.com

수도용 막모듈 관련 수도용 막모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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