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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암테크

경성제닉스

고리

고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강

기술과환경

녹색산업

뉴보텍

다올이엔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대덕하이테크

대명콘스텍

대승엔지니어링

대원인더스트리얼

대윤계기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풍건설

대한계기정밀

동도기공

동원기업

디에스워터

디케이금속

로얄정공

리테크

맑은물연구소

문창

2017 대한민국물산업기술대전 
우수기술

미라이후손관거

바램

부덕실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삼보과학

삼성계기공업

삼정디씨피

삼진정밀

서광공업

서용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성일엔지니어링

성호철관

세계주철

수자원기술㈜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신동아전자

신안주철

신우산업

신진정공

썬텍엔지니어링

씨엠엔텍

씨유엔에이티에스

아이엠헬스케어

안국인더스트리

앤에스에프코리아

에너토크

에이엠에스

에이티이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Ⅱ(고려대학교)

에코신화

엘켐텍

영남메탈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원재산업

원진

월콤시스

유비콤

유성엔지니어링

은우산업

이지스

이화에코시스템

자연과학산업

자인테크놀로지

종합맨홀스틸산업

진원개발

진행워터웨이

청수계기

청정테크

청호정밀

청호환경개발

케이닉스공사

케이제이씨

켐씨텍

코팅코리아

탑전자산업

탑환경건설

테크원씨엔에스

특수건설

티오켐

포겔상코리아

플로우테크

픽슨

하이스텐

하이클로

하이텍이피씨

하지공업

한광물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한국빅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유체기계

한국유체기술

한국주철관공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한삼코라

한영계기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해동엔텍

호리바코리아

휴마스

희양

CHC EXPO

ENVEX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PPI 평화

VIET WATER

지식재산권안내 및 홍보관(특허청)

투표소

2017
WATER KOREA
전시참가기업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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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

저수조, 코팅, 보호통

밸브, 엑츄에이터, 펌프 등

수처리, 유지관리

계측, 계량, 분석 등

시험, 연구사업단

정부, 공공기관

해외 전시 홍보관 및 기타부스

A

B

C

D

E

F

G

H

전시회
일 시

장 소 

전시규모

전시품목

: 3.21(화) ~ 24 (금)  10:00 ~ 17:00

: 

: 122개사 480부스 전시 [9,072㎡]

: 물산업 전분야 제품 및 기술전시 



4  5

2017
WATER KOREA
Floor plan

Pipe

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Valve, Actuator, Pump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Measurement, Analysis

Research Institute

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etc

Overseas Exhibition Hall & Other booth

A

B

C

D

E

F

G

H

Exhibition
DATE

LOCATION

SHOW SPACE

DISPLAY ITEM

: 3.21TUE ~ 24FRI  10:00 ~ 17:00

: 

: 122 Exhibitors 480 booths [9,072㎡]

: All parts of wat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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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MTECH

KYUNGSUNG JENIX CO.,LTD

GOLEE CO., LTD

GoBee Co., Ltd.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KUMKANG CO.,LTD

Technology & Environment Corp.

GREEN INDUSTRY CO., LTD.

NUVOTEC Co.,Ltd

Da all.Eng.Co.,Ltd.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 Water Cluster

Daedeok Hi-Tech

DAEMYUNG CONSTECH 
CO.,LTD

DAE SEUNG ENGINEERING

DAEWON INDUSTRIAL CO.,LTD

DAEYOON SCALE INDUSTRY 
CO.,LTD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aepoong co

DAE HAN INDUSTRY CO.,LTD.

DONGDO ENGINEERING CO., LTD.

DONGWON INDUSTRY CO., LTD

DS WATER

D.K METAL CO., LTD.

ROYAL PRECISION IND. CO., LTD.

LETECH Co., Ltd.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Moon Chang co.,ltd

Winner of 2017 Korea Water 
Technologies Competition

MIRAIHUSONKWANGER Co., Ltd

BALEM Co., Ltd.

B&D INDUSTRIAL CO., LTD.

Busan Water Authority

SAM BO SCIENTIFIC CO.,LTD

SAMSUNG MEASURING CO.

sam jung dcp

SAMJIN PRECISION CO.,LTD

SEOKWANG MFG. CO., LTD.

SEOYONG ENGINEERING Co., Ltd.

The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NG IL ENGINEERING

SEONGHO CSP CO., LTD

SEGYE CAST IRON CO.,LTD.

WARECO

SWAN ANALYTICAL KOREA

SHIN DONG-A Electronics

Shinan Cast Iron Co.,Ltd

SHINWOO Industrial Co., Ltd.

SHIN JIN PRECISION IND . CO. LTD

SUNTECH ENGINEERING

CMENTECH.CO.,LTD

CU&ATS CO.,LTD

IM Healthcare Co., Ltd.

ANKUK INDUSTRY CO.,LTD.

NSF International

ENERTORK Ltd.

ams AG

ATE Corporation

GBEST

Eco Shinhwa CO., LTD

Elchemtech.co. Ltd.,

YOUNGNAM METAL CO.,LTD

Waterworks Headquarters 
Ulsan Metropolitan City

wonjae industry co.,ltd.

WONJIN Co.

World Combination System Co., Ltd.

Youbicom

Yusung Engineering Co., Ltd.

EUNWOO INDUSTRY

Aegis Co., Ltd.

Ewha Eco System Co., Ltd.

JA YEON SCIENCE INDUSTRY 
CO.LTD

Jain Technology Co., Ltd.

JONGHAP MANHOLE STEEL IND.

JINWON Development Co.,Ltd

JINHAENG WATERWAY CO., LTD.

CHUNG SOO METER

ChungJungTech. co. Ltd.

Chungho Precision Co., Ltd.

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KNIX Co.,Ltd

Korea Joint Co.,Ltd.

CHEM CTECH Co., Ltd.

Coating Korea

TAP Electronics Co., Ltd.

Limited company Top 
Environmental Construction

TECHONECNS Co.,Ltd

TUKSU ENGINEERING & 
CONSTRUCTION
Tiochem Corp.

Vogelsang Korea Co., Ltd.

FLOWTECH Co., LTD

FIXON

HI-STEN Co., Ltd.

Hyclor Co.,Ltd.

HITEC EPC CO.,LTD.

HAJIE Industrial Co.,Ltd

Hankwang corporation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orea Testing Certification 

KOREA RESIN PIPE COOPERATION

HANGUK BIG TECHNOLOGY

Korea Testing Laboratory

K-water

korea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KOREA FLUID MACHINERY CO., LTD.

Korea Fluid Technology Co., Ltd.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WI

KOREA PE PIPE INDUSTRY 
COOPERATIVE

Hansamkora Co.,Ltd.

HAN YOUNG INSTRUMENT 
CO.,LTD.

Hanil Network Engineering

HaeDong EnTec

HORIBA KOREA

HUMAS CO.,LTD.

Huiyang. Co. Ltd

CHC EXPO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PPI PIPE SYSTEM

VIET WATER

Knowledge Trial Guide and 
Public Relations Office (Patent Office)

Pol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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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한국주철관공업

고비

고리

신안주철

PPI 평화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코팅코리아

삼정디씨피

뉴보텍

미라이후손관거

성호철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하이스텐

성일엔지니어링

부덕실업

영남메탈

앤에스에프코리아

케이제이씨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픽슨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동도기공

문창

디케이금속

대명콘스텍

에코신화

은우산업

동원기업

켐씨텍

티오켐

희양

원진

케이닉스공사

안국인더스트리

삼진정밀

신진정공

세계주철

종합맨홀스틸산업

바램

플로우테크

에너토크

대풍건설

서광공업

진원개발

하지공업

로얄정공

이화에코시스템

유성엔지니어링

특수건설

엘켐텍

수자원기술

진행워터웨이

대승엔지니어링

하이텍이피씨

맑은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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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KANG CO.,LTD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GoBee Co., Ltd.

GOLEE CO., LTD

Shinan Cast Iron Co.,Ltd

PPI PIPE SYSTEM

KOREA PE PIPE INDUSTRY 
COOPERATIVE
Coating Korea

sam jung dcp

NUVOTEC Co.,Ltd

MIRAIHUSONKWANGER Co., Ltd

SEONGHO CSP CO., LTD

Korea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HI-STEN Co., Ltd.

SUNG IL ENGINEERING

B&D INDUSTRIAL CO., LTD.

YOUNGNAM METAL CO.,LTD

NSF International

Korea Joint Co.,Ltd.

KOREA RESIN PIPE COOPERATION

FIXON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DONGDO ENGINEERING CO., LTD.

Moon Chang co.,ltd

D.K METAL CO., LTD.

DAEMYUNG CONSTECH CO.,LTD

Eco Shinhwa CO., LTD

EUNWOO INDUSTRY

DONGWON INDUSTRY CO., LTD

CHEM CTECH Co., Ltd.

Tiochem Corp.

Huiyang. Co. Ltd

WONJIN Co.

KNIX Co.,Ltd

ANKUK INDUSTRY CO.,LTD.

SAMJIN PRECISION CO.,LTD

SHIN JIN PRECISION IND . CO. LTD

SEGYE CAST IRON CO.,LTD.

JONGHAP MANHOLE STEEL IND.

BALEM Co., Ltd.

FLOW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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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poong co

SEOKWANG MFG. CO., LTD.

JINWON Development Co.,Ltd

HAJIE Industrial Co.,Ltd

ROYAL PRECISION IND. CO., LTD.

Ewha Eco Syste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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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CO

JINHAENG WATERWAY CO., LTD.

DAE SEUNG ENGINEERING

HITEC EPC CO.,LTD.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KOREA FLUID MACHINERY CO., LTD.

TAP Electronics Co., Ltd.

CU&ATS CO.,LTD

SAM BO SCIENTIFIC CO.,LTD

ChungJungTech. co. Ltd.

Hyclor Co.,Ltd.

wonjae industry co.,ltd.

GREEN INDUSTRY CO., LTD.

Hansamkora Co.,Ltd.

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HaeDong EnTec

Aegis Co., Ltd.

Vogelsang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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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wa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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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company Top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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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NG ENGINEER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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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 HAN INDUSTRY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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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YOUNG INSTRUMENT CO.,LTD.

HUMAS CO.,LTD.

KYUNGSUNG JENIX CO.,LTD

LE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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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eok Hi-Tech

GAAMTECH

DAEYOON SCALE INDUSTRY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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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 Industrial Co., Ltd.

D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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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all.Eng.Co.,Ltd.

TECHONECN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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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Environment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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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ho Precision Co., Ltd.

GBEST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orea Testing Laboratory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orea Testing Certification 

KEWI

The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Water Authority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Waterworks Headquarters Ulsan 
Metropolitan City

Winner of 2017 Korea Water 
Technologies Competition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water

Korea Water Cluster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CHC EXPO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VIE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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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암테크

경성제닉스

고리

고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강

기술과환경

녹색산업

뉴보텍

다올이엔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대덕하이테크

대명콘스텍

대승엔지니어링

대원인더스트리얼

대윤계기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풍건설

대한계기정밀

동도기공

동원기업

디에스워터

디케이금속

로얄정공

리테크

맑은물연구소

문창

2017 대한민국물산업기술대전 
우수기술
미라이후손관거

바램

부덕실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삼보과학

삼성계기공업

삼정디씨피

삼진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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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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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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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주철

신우산업

신진정공

썬텍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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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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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켐텍

영남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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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산업

원진

유비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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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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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산업

자인테크놀로지

종합맨홀스틸산업

진원개발

진행워터웨이

청수계기

청정테크

청호정밀

청호환경개발

케이닉스공사

케이제이씨

켐씨텍

코팅코리아

탑전자산업

탑환경건설

테크원씨엔에스

특수건설

티오켐

포겔상코리아

플로우테크

픽슨

하이스텐

하이클로

하이텍이피씨

하지공업

한광물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한국빅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유체기계

한국유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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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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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 EXPO

ENVEX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PPI 평화

VIE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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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gis Co., Ltd.

ams AG

ANKUK INDUSTRY CO.,LTD.

ATE Corporation

B&D INDUSTRIAL CO., LTD.

BALEM Co., Ltd.

Busan Water Authority

CHC EXPO

CHEM CTECH Co., Ltd.

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Chungho Precision Co., Ltd.

ChungJungTech. co. Ltd.

CHUNG SOO METER

CMENTECH.CO.,LTD

Coating Korea

CU&ATS CO.,LTD

D.K METAL CO., LTD.

Da all.Eng.Co.,Ltd.

DAE HAN INDUSTRY CO.,LTD.

Daedeok Hi-Tech

Korea Water Cluster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DAEMYUNG CONSTECH CO.,LTD

Daepoong co

DAE SEUNG ENGINEERING

DAEWON INDUSTRIAL CO.,LTD

DAEYOON SCALE INDUSTRY CO.,LTD

DONGDO ENGINEERING CO., LTD.

DONGWON INDUSTRY CO., LTD

DS WATER

Eco Shinhwa CO., LTD

Elchemtech.co. Ltd.,

ENERTORK Ltd.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UNWOO INDUSTRY

Ewha Eco System Co., Ltd.

FIXON

FLOWTECH Co., LTD

GAAMTECH

GBEST

GoBee Co., Ltd.

GOLEE CO., LTD

GREEN INDUSTRY CO., LTD.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HaeDong EnTec

HAJIE Industrial Co.,Ltd

Hankwang corporation

HAN YOUNG INSTRUMENT CO.,LTD.

HANGUK BIG TECHNOLOGY

Hanil Network Engineering

Hansamkora Co.,Ltd.

HI-STEN Co., Ltd.

HITEC EPC CO.,LTD.

HORIBA KOREA

Huiya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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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clor Co.,Ltd.

IM Healthcare Co., Ltd.

JA YEON SCIENCE INDUSTRY CO.LTD

Jain Technology Co., Ltd.

JINHAENG WATERWAY CO., LTD.

JINWON Development Co.,Ltd

JONGHAP MANHOLE STEEL IND.

K-water

Korea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KEWI

KNIX Co.,Ltd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OREA FLUID MACHINER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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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STING &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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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sting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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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Chang co.,ltd

NS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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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of Waterwork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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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관류

주식회사 금강

한국주철관공업(주)

(주)고비

(주)고리

(주)신안주철

PPI 평화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주)코팅코리아

(주)삼정디씨피

(주)뉴보텍

(주)미라이후손관거

(주)성호철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주)하이스텐

성일엔지니어링

부덕실업(주)

(주)영남메탈

앤에스에프코리아(유)

케이제이씨(주)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주)픽슨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동도기공(주)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KUMKANG CO.,LTD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GoBee Co., Ltd.

GOLEE CO., LTD

Shinan Cast Iron Co.,Ltd

PPI PIPE SYSTEM

KOREA PE PIPE INDUSTRY COOPERATIVE

Coating Korea

sam jung dcp

NUVOTEC Co.,Ltd

MIRAIHUSONKWANGER Co., Ltd

SEONGHO CSP CO., LTD

Korea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HI-STEN Co., Ltd.

SUNG IL ENGINEERING

B&D INDUSTRIAL CO., LTD.

YOUNGNAM METAL CO.,LTD

NSF International

Korea Joint Co.,Ltd.

KOREA RESIN PIPE COOPERATION

FIXON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DONGDO ENGINEER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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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강 | KUMKANG CO.,LTD.

President 박현숙 | Hyun-Suk Park

Add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39번길 20

       20, Saneop-ro 39beon-gil, Jeongchon-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055-743-2327   FAX 055-741-2326   Web http://www.ststank.com   E-mail ststank@naver.com

주식회사 금강은 스테인리스 물탱크와 스테인리스PE복합파이

프 (스폴파이프)등, 상수도 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

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강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30건의 특허기

술을 완료하였으며, 우수조달지정물품과 NEP신제품, KS인증물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스폴파이프를 포함한 신제품 개발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20,000톤 까지 대용량 배수지 공동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금강의 기술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 속의 금강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획득 현황

스테인리스 물탱크

˙우수제조달물품 지정증서

˙중기청 성능인증

˙KS인증서

˙우수단체표준인증서

˙K마크 성능인증서

˙KC위생안전인증서

스폴파이프

˙우수제조달물품 지정증서

˙NEP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서

˙K마크 성능인증서

˙건마크 품질인증서

˙KC위생안전인증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표창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술경진대회 은상 수상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우수상품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우수기술상 수상

취급제품 및 주요 제품소개

스테인리스 물탱크

˙포스코와 20,000톤 까지 공동개발 MOU체결

˙교반쳄버 및 유공도류벽으로 정체수방지, 교반성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

˙STS329J3L (DUPLEX)설치로 기상부 부식 방지

˙SolidWorks 및 NastranFX설계 검증으로 지진, 내수압, 적설 및
   풍하중에 안전한 구조로 설계

˙우수조달지정제품 최대 3,000톤

스폴파이프

˙대통령 표창 제품

˙내부는 스테인리스304, 316으로 제작. 위생성 및 내식성 우수

˙외부는 PE로 압출피복, 내구성 및 절연성 우수

˙직관 및 롤관으로 제조. 롤관으로 설치시 50m 이상 무이음으
    로 설치 가능. 시공시간 및 시공비용, 누수율 절감 효과

˙수압 (6MPa이상), 파과수압 (11MPa이상), 당김강도
    (KS품질기준 2배이상)등 기계적 성질 우수

˙타관종과 호환성 우수 (타관종 이음부속 사용가능) 

Kumkang Co., Ltd. has established since 1998
as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the production
of materials such as stainless steel water tanks
and stainless steel polyethylene composite pipe, 
and pursue continuous change and innovation
to supply clean water.

Stainless Steel Distributing Reservoir
Kumkang's stainless steel distributing reservoir 
is a perfectly safe why is manufactured based 
on perfect structual analysis. (We use structual 
analysis tools such as Midas Nastran FX and 
SolidWorks) And for solving the problem of 
corrosion in the gas phase section. made up with 
STS444 and DUPLEX such as STS329J3L

SPOL PIPE
Spol Pipe is a stainless pipe whose exterior is 
coated with polyethylene. Since the Spol Pipe 
allows the installation of roll pipes, it can save on 
installation cost and time by minimizing the joints.
Most of all, it provides an optimal water supply 
environment with no possibility of electrical and 
microbiological corrosion when buried becase the 
exterior of the stainless steel pipe is coated with 
PE

Certificate & Patent
spol pipe
· Certificate of Excellent Product
· NEP certificate
· Eco-label certificate (Eco-friendly materials)

·  KS certificate

·  Mark K Performance Certificate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Performance Certificate

·  KC hygiene safety certificate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Capital
   Technology Competition Silver Award

·   Korea Iron & Steel Associat ion Stainless
   Steel Product Excellence Award Grand Prize
    Competition

·  Construction Technology Award for outstanding
   professional association(pipe spool )

·  POSCO and technology co-developed largecapacity
   stainless steel reservoir Convention

·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Presidential
   Citation award

Product & Technology

· Stainless steel composite pipe coated with
polyethylene pipe water supply pipe to the   
outside for the issue of improving the existing 
water supply piping dramatically

·  Spol is covered with the PE anti- corrosion due to 
  electrical and microorganisms, minimal leakage

· Available both intuition and rolgwan production. 
Excellent ease of construction and economy 
when using the intuitive screen more than 50m in 
the field rolgwan

· Excellent hydraulic performance(6MPa higher) 
and tensile strength, insulation resistanc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스폴파이프(직관) 스폴파이프(롤관)스테인리스 배수지(4000톤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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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철관공업㈜ | Korea Cast Iron Pipe Ind.Co.,Ltd

President 김길출/홍동국/김태형/송철수 | Gil-Chul Kim/Dong-Kuk Hong/Tae-Hyeong Kim/Cheol-Su Song

Add (604-836)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 (604-836) 525, Eulsukdodaero, Saha-gu, Busan

TEL 051-291-5481~5    FAX 051-206-0448    Web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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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 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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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환경성, 경제성을 향상 시킨 내면 BPF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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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인증(CP)

˙덕타일 주철 특수이형관

˙주철관 연결용 조인트(EZ 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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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생안전기준인증(KC)

˙덕타일 주철관(에폭시 수지분체,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이형관 외

˙주철관 연결용 조인트(EZ LOK) 

5. 미국국가위생국인증 (NSF61 - FKR026-KCIP)

6. 영국음용수협회인증 (WRAS - BFC02-KCIP, FKR026-KCIP)

7. 등록 특허 

˙BPF형 에폭시분체도장관 - 특허 제10-00813098호

   (2008.03.06)

˙내진형 관 연결구 (EZ-LOK) - 특허 제10-0704248호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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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9)

˙관 연결부의 누수시험 장치- 실용신안 제20-0196591 

   (2000.06.30)

주요 제품 및 기술

1.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내면 BPF 에폭시 분체 도장

  ˙시멘트 몰탈 라이닝

2. 일반 주물품

  ˙풍력주물, 선박주물, 산업기계,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및 밸브류

  ˙기타 특수 주물품

3. 강관

  ˙배관용/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초장축 강관 말뚝(최장 길이: 70m)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관련 납품실적 다수 

2.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도시공사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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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onformity Product)
· Ductile cast iron Fittings 
· Restrained Joint for DCIP(EZ 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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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orea Certification mark(KC)
 · DCIP (BPF epoxy power coating, Cement mortar 
   lining), Fittings
 · Restrained Joint for DCIP (EZ LOK) 

5. NSF61 - FKR026-KCIP

6. WRAS - BFC02-KCIP, FKR026-KCIP

7. Patent
 · BPF Epo y Powder Coating Pipes and Fittings
   (10-00813098)
 · Restrained Joint (10-0704248, 10-0696402) , etc

MAIN 
PRODUCTS

SIZE AND
DESCRIPTION

TYPE OF JOINTS AVAILABLE SPECTS

Ductile Cast 
Iron Pipes &

Fittings

·Pipe : Ø80~1200mm
·Fitting : Ø80~1200mm

Tyton Joints,
KP-Mechanical Joints,

Flange Joints

ISO 2531, ISO 4179
BS 4772

AWWA C 104
KSD4308, KSD4317
KSD4311, KSD4316

Castings

·Auto mobile parts
·Casting for constructure, 
    rail, valve, ship
·etc

Certificate &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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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세계 최고, 누수없는 내진 상하수도관의 선두주자
주식회사 고비(高飛)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와 [내진기능을 강화한 지중매설 상
하수도관 "AB-SYSTEM"의 거동특성 연구] 결과를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내진파이프를 생산하
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 2015년 
녹색기술인증을 통해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차세대 상하수도관
으로써 업계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 1등 자원 지하수와 토양 
보존에 주력하는 하수관 사업에 힘쓰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고비의 힘찬 웅비를 지켜봐주십시오.

수상이력
2016년 신기술대상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 맑은 물 공급 및 누수없는 수도관 실용화 유공 포상

2016년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상 (국민안전처)
        ▷국민 물 복지와 안전에 기여한 내진 상하수도관

2016년 대한민국 기술혁신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유일 내진 상하수도관 기술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장 공로 표창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인증

˙NEP 신제품인증 (산업통산자원부 NEP- MOTIE-2014-008)

˙녹색기술 (환경부 제GT-15-00055호)

˙녹색기술제품 (환경부 제 GTP-15-00060호)

˙우수제품 (조달청 지정번호-2014245, 2013192, 2013193)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KCW-2014-0038, KCW-2013-0162)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증서 (조달청 지정번호 - 제 100호)

˙적합인증 (제 KWWA-CP-2014-023호)

˙단체표준제품인증 (제122호)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제27-290호, 제27-291호)

˙KS 한국산업규격 인증 (제 13-0214호)

İSO 9001 (AQ-13F121)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인증 (제2015-022호)

특허

˙항균기능이 첨가된 삼중벽 구조 내충격 수도관 
   (제10-0797189호)

˙확관부를 갖는 연결관의 보강방법 및 상기 보강방법에 의해 
   보강된 확관부를 갖는 연결관 (제 10-1059130호)

˙항균성 패킹과 스토퍼가 구비된 합성수지관 이음장치 
   (제 10-1197111호)

˙합성수지관 연결용 패킹 (제20-0461998호) 외 100여종

주요 제품 및 기술
AB-SYSTEM  

상수도관 -  AB-3P+, AB-6P+
하수도관 -  AB-3P+S, AB-6P+S 
이 음 관  -  AB-DF, AB-PF 

1. 누수방지 : 강한 내진성, 내구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

2. 하자없는 시공 : 이음부강화장치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3. 결합력 상승 : 패킹과 스토퍼의 이음부 2중 결합 구조

4. 내수압성 및 충격강도 강화 : 원재료를 특수 중합하여 4가지 
   특화된 소재 개발

5. 스케일 발생 억제 : 제올라이트 무기항균제 적용 

6. 세계 최고의 내진 파이프 

납품실적
·국내 : 전국 광역시, 지자체 다수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다수
           금호건설 외 주요건설사 다수

·국외 : 말레이시아 ME-PLAS 플랜트 운영 및 컴파운드
           (핵심기술) 수출

㈜고비 | GoBee Co., Ltd.
President 신진욱 | Jinuk Shin 
Add 본사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55 | 영업지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Head Office : 1033-55, Yedeok-ro, Godeok-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Sales branch : 1446-11, Seocho 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본사 : 041-338-8888 / 영업지사 : 02-585-9190 | FAX 본사 : 041-338-8889 / 영업지사 : 02-585-8193
Web www.ab3p.com  E-mail gobee.info@gmail.com

“Water is Human Rights”
Global No.1, GoBee
Highly resistant to earthquake with zero leakage.

GoBee pipe is strong earthquake-proof durability 
and stability secured at once. and that definitely was 
proven by A Study on Behavior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AB-System (Water Pipe & Waste Pipe) 
for the Earthquake-Resistance Enhanced and High–
Impact Pipes used in Water Supply or Sewer System 
with Hongik Univ. Reserch  Institute  of of Science and 
Technology.

Furthermore, GoBee now unveils even more advanced 
version of Impact-resistant Water Pipe (AB-3P+, AB-
6P+) and Waste Pipe AB-System (AB-3P+S, AB-
6P+S) and Fitting (AB-6F) in which earthquake-
proofness, which is the pride of GoBee, is reinforced, 
by obtaining New Excellent Product (NEP) Certification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ey in 2014, Green 
Certification by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5 after a 
number researches having repeatedly conducted for 
decades. 

As a result, GoBee pipe is called “captain of industry” 
by the water and sewage workers and public officers.

We will appreciate your continuous interests and 
encouragements in advance, to GoBee that tries to 
be a trusted company which contributes to abundant 
future of human society by delivering new values 
and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mpany with 
constant efforts and innovations.

Award History
- 2016 New technology grand prize Presidential    
  Cit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ward for clean water supply and practical  
      use of leak-free water pipe
- 2016 Safety technology grand prize Prime 
  minister priz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arthquake-proof water and sewage pipe  
       contributing to welfare and safety of national water
- 2016 Korea Technology Innovation Award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orea's Only Earthquake-proof Water Supply 
      and Sewerage Technology
- 2015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redit citation (Korea Federation of 
  SMEs)
- 2014 Korea Eco grand prize

Certificate
· New Excellent Product (NEP) 

· Green Certification 
· Certification of Excellent Product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 KC Hygiene and Safety Standard Certification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self-guarantee 
  Product
· Suitability Certified Product 
· KPPS Group Standard Product Certification 
· Performance Certification 
·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 Certification 
· ISO 9001 
· G-PASS 

Patents and Utility Model
· A antibiotic high impact triple-layered water pipe
· A Method of strengthened jointing tube with 
  expansion part and a jointing tube with expansion 
  part strengthened by the method
· Joint device of synthetic resinous pipe equipped 
  with antibiotic packing and stopper
· Packing for connecting synthetic resinous pipe

Product & Technology
AB-SYSTEM  
Water Pipe     - AB-3P+, AB-6P+
Sewer pipe    - AB-3P+S, AB-6P+S 
Seamed pipe - AB-DF, AB-PF  
1.Strong earthquake-proof, durability and stability  
    secured at once
2.Dual structure with packing and stopper
3.Triple-layered / Aseismic designed water pipe 
   structure highly resistant to impact
4.Decrease in defect rate with single-arm that 
   does not require joint-reinforcing device
5.Securement of semi-permanent antibacterial 
   activity by adding anti-microbial which inhibits 
   propagation of germs
6.It is the only earthquake-proof of water pipe  
   without joint in the world.

Performance
Domestic Performance
Korea Metropolitan Cities, Local Governmen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wat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ChungBuk Development Corporation 
Major Construction Company. etc

Overseas Market 
Malaysia ME-PLAS Plant foundation and operation
and re lated core technology (compound) 
exportation

편수부분 지진 내구성 시험 터파기 상단에서 작업이 가능한 AB-SYSTEM 핵심기술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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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0-1

내충격수도관 1992년 국내 최초개발

내충격수도관 국내 시장점유율 25년간 1위

조달청 우수제품 구매실적 1위

대한민국 동종업계 최초 미국 NSF 인증 획득

비교할 水없는 기술, (주)고리의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고리는 건강한 미래를 여는 가치경영을 지향하며, 

고객 (정부와 국민)이 주신 사랑에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민건강의 최선을 지키는 친환경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KC위생안전기준 인증 /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용 적합 인증 /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 (ISO14001, ISO 9001) / 

   한국생산성본부

˙녹색기술 인증 / 환경부

˙KPPS 인증 (4종)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K-마크 (6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S M3401 외 2종 / 한국표준협회

˙KFI 인증 (3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허 등록 29종

주요 제품 및 기술
내충격수도관 (HI-3P)

˙3중벽구조로 충격성이 KS규격보다 1.5배 강하며, 1만 시간의 

  장기 내 수압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50년 이상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동종업계 최초로 미국NSF 61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적 상수도관으로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연간 단가계약 물품입니다.

내충격하수관 (HI-VAN)

˙3중벽구조로 뛰어난 내충격강도와 수도관에 비교되는 인장강

   도, 우수한 통수능력과 완벽한 수밀성, 외압강도에 강하고, 시

   공성이 탁월한 경제적인 배관재입니다.

오수받이 (HI-VAN)

˙자동 세정 기능을 가진 트랩이 설치되어 슬러지를 자동으로 

   배출하므로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없으며 트랩이 내장되어 악

   취 유입을 방지하며 오수의 역류를 차단합니다. 내구성이 우

   수하여 토압에 의한 변형이 없으며 수리성능이 우수하고 치

   수가 일정하며 안정적입니다.

소방배관 (CPVC)

˙CPVC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기존의 백강관보다 경제성, 내

   구성, 비부식성, 인장성,자기소화성이 뛰어나고, 유속계수가 

   150으로 화재시 스프링쿨러 헤드 단말 방수량(80L/min)에 충

   족하며, 건축물에 미치는 중량이 가볍고 영구적으로 비부식성

   을 지닌 소화력이 탁월한 소방용 배관자재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전국 200여개 수요처 

    31,284km 납품

˙환경부 2008년 상수도 통계 HI-3P관 11,074Km(점유율 7.3%)
    환경부 2014년 상수도 통계 PVC관 33,985Km
   (점유율 17.8%. HI-3P포함)

˙인천시 남부 수도사업소 주안2동 배수관공사

˙LH공사 당진부곡공단 D=16~400 전 관경 납품

˙LH공사 동탄1,2 시범단지

˙예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단양군 매포읍 송수관로공사

˙영암군 삼호중공업 송수관로공사

˙당진군 고대~석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속초시 대포항 어항시설공사

˙장성 황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삼성배수지 청담구간 순환관망 부설

   공사

㈜고리 | GOLEECO., LTD.

President 김기환/김광선 | Gi Hwan, Kim / Kwang Sun, Kim 

Add (56168) 전북 정읍시 2산단 8길 3 (하북동)

 (56168) 3,2sandan 8gil, jeongeup-si, jeollabuk-do, korea

TEL 063-532-9961 FAX 063-532-9962 Web www.goleepipe.co.kr  E-mail hi3p@goleepipe.co.kr

The high impact water pipe in 1992 developed fir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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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 Patent

˙Selected as 'self-quality Guarantee Company 

˙Manufacturer’s Quality Assurance Program / 
   Public procurement service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 Certification / 
   Korea Association of Water Supply

˙Conformity certification for water / Korea 
   Association of Water Supply

˙Environment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ISO14001, ISO 9001)

˙Green Technology Certificate / Ministry of 
   Environment

˙KPPS Certificate / South Korean pvc Industry  
   Cooperative

˙K-Mark / Korea Testing Laboratory

˙KS M3401 /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FI Certificate / Korea Fire Institute

˙29 kinds of patent registration

Product & Technology

High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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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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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pting chamber(HI-VAN)
İt is installed with an trap that have an automatic 

  cleaning function. It will automatically eject the 
  sludge. Thus It do not need maintenance. Also 
  it has been built traps to prevent odors entering 
   and blocking the reverse flow of sewage. 
  Because It has high durability, It do not  deform 
   from soil pressure. it have excellent performance 
  of repairing. its dimensions are constant. And It 
    is stable.

C-PVC Fire fighting pipe

˙C-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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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fighting pipe material 
   with excellent extinguishment ability. 

Performance

˙Since 1992, by 2016 Country for 25 years, More 
   than 200 We distribute 31,284 km delivery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8 Water
supply a numerical statement HI-3P PIPES 
11,074Km (share of pipe 7.3%)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14 Water supply a 
numerical statement PVC PIPES 33,985Km (share 
of pipe 17.8%, HI-3P Include)

˙LH construction Dangjin-gun Bugok, D=16~400 
   diameter Delivery LH construction Dangjin-gun 
   Bugok, D=16~400 diameter Delivery

˙LH construction Dongtan 1,2  Model Complex 

˙Yecheon water supply Facilities expansion work

˙Danyang-gun, Maepo-eup, Construction

˙Dangjin-gu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Living  
    wate Development projects

˙Sokcho-si, Daepo Port Fishing port facilities 
    construction

˙Seoul, Gangnam Water Supply Office Samsung 
   a water reservoir Cheongdam section  Construction

HI-3P 편수 HI-VAN RR.SPH I-3P 편수, GP연결 HI-VAN 오수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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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설립하여 상·하수도용 주철관 전문 생산업체로서

2002년 8월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전품목에 대한 한국산업

규격을 인증 획득하고, 현재 국내 조달청, K-WATER등에 납품

하고 있습니다.

덕타일 주철관은 세계에서 사용되는 상·하수도관 중 가장 안

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으로써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

로 품질을 향상시켜 최고의 품질로 고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İSO 9001 (덕타일 주철관, 덕타일 이형관 및 상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의 제조,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제조)

˙특허 제 10-0928164 호 (멀티 주철관 연결장치)

˙특허 제 10-1109414 호 (부식방지를 위한 주철관의 도장방

법 및 부식방지도막이 피복된 주철관)

˙특허 제 10-1424491 호 (진동 및 소음이 방지되는 연약지반

보강용 파일)

주요 제품 및 기술

˙덕타일 주철관 KP 메커니컬 조인트 1, 2, 3종관 80~1,000㎜

˙덕타일 주철관 타이튼 조인트 1, 2, 3종관 80~600㎜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KP 메커니컬 조인트 1, 2, 3종관

80~1,000㎜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타이튼 조인트 1, 2, 3종관 80~600㎜

˙덕타일 주철 이형관 KP 메커니컬 조인트 80~1,000㎜

˙덕타일 주철 이형관 타이튼 조인트 80~600㎜

˙덕타일 주철 이형관 플랜지 조인트 80~1,000㎜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지자체

˙수자원공사

˙LH 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서울 수도자재 관리센터

˙서울도시개발공사

˙충남 개발공사

˙경남 개발공사

PIPE A-10-2

㈜신안주철 | SHIN AN CAST IRON Co.,Ltd

President 이진우/이상훈 | Jin-Woo Lee/Sang-Hun Lee 

Add (29108)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공단길 72 | (29108) 72, Beophwagongdan-gil, Yongsan-myeon,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Rep. of KOREA

TEL 043-743-1090~1097     FAX 043-743-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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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its founded in 2001, the Company has
specialized in manufacture of ductile cast iron
pipes used in waterworks.

The Company’s conformity with the Korea
Industry Standard for all of its ductile cast iron
pipes and fittings was certified in August 2002,
and is supplying the same to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offic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other relates organizations.

The ductile cast iron pipes are one of the safest
and the most reliable pipes currently available in
the world.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ompany shall offer the best
quality products to its clients.

Certificate & Patent

˙Korea Standard certificate (KS D 4308)

˙Korea Standard certificate (KS D 4311)

˙Korea Standard certificate (KS D 4323)

˙ISO 9001(The manufacture of ductile iron pipe

and ductile iron fitting for drinking water. The
manufacture of ductile iron pipe for sewage
applications.)

˙Patent NO.10-0928164 (Multi bends of ductile

iron fitting)

˙Patent NO.10-1109414 (Cast iron pipe coating

method of coating and corrosion protection

coated cast iron pipe to prevent corrosion)

˙Patent NO.10-1424491(Pile for reinforcement

of soft ground to prevent vibration and noise)

Product & Technology

˙Ductile cast iron pipe KP-Mechanical joint

class1, 2 and 3 80~1,000mm

˙Ductile cast iron pipe Tyton joint class1, 2 and 3

80~600mm

˙Ductile cast iron pipe for sewage KP-Mechanical

joint class1, 2 and 3 80~1,000mm

˙Ductile cast iron pipe for sewage Tyton joint

class1, 2 and 3 80~600mm

˙Ductile cast iron fitting KP-Mechanical joint

80~1,000mm

˙Ductile cast iron fitting Tyton joint 80~600mm

˙Ductile cast iron fitting Flange joint 80~1,000mm

Performance

˙Local governmen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eoul Waterworks Material Management Center

˙Seoul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Chungnam Development Corporation

˙Gyeongnam Development Corporation

이음관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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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0-3

PPI 평화 | PPI PIPE SYSTEM 

President 이종호 | Jung-Ho Lee

Add (445-94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445-941) 1085-11, Beodeul-ro, Jang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59-0001    Web www.ppinet.co.kr / www.ipvcpipe.com    E-mail seokdy@ppinet.co.kr

PPI는 세계 최초로 100년 수명의 아피즈(APPIZ)상수도관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NSF (미국국립위생규격) 인증과 ASTM (미국재료

시험협회), AWWA (미국수도협회), FED (미국 국방부) 승인을 받

았습니다. 

PPI는 미국 수돗물 공급 1위 기업인 아메리칸워터 (AW)사와 제

품공급 및 미국 전역에 공동영업을 하기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미국 세인트 루이스와 뉴저지 맨빌 현장에 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피즈(APPIZ)상수도관은 국제표준 (ISO) 대비 장기내수압 성능

이 18배 강하여, 미국수도협회와 아메리칸워터사에서 1년 6개월

간 각종 시험을 한 결과, 미국재료시험협회와 미국수도협회의 

규격보다 월등한 성능으로 100년 수명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 아피즈(APPIZ)상수도관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상하수도분야 1~2위 기업과 JV를 추진 중이며, 미국시장 진출

과 동시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20여개국에 진출하여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신제품 NEP 인증 - 아피즈 (APPIZ) 상수도관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환경부)

   - 아피즈 (APPIZ) 상수도관

   - DH지하횡주배관시스템

   - 우수관

   - V형 하수관

˙NSF (미국국제위생규격), ASTM (미국재료협회),

˙AWWA (미국수도협회) 인증

˙우수조달제품

   - 아피즈 (APPIZ) 상수도관

   - 내충격 하수관 (HIVG1, HIVG2)

   - 고강성 이중벽 주름관 (DC관)

   - 고강성 PVC 1호 맨홀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ISO 90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아피즈 (APPIZ) 상수도관 및 이음관

˙하수도용 고강성 이중벽 주름관

˙DH지하횡주배관시스템

˙2040 방음배관 Series

˙고강성 PVC 1호 맨홀

˙상수도용 원형밸브실

˙오수맨홀시스템

˙소형맨홀시스템

˙C-PVC 파이프 및 이음관

˙일반용 파이프

˙스핀파이프

˙DRF이음관

˙Fire block

˙V형 배관 및 이음관

˙내화관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공사 (1,4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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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주상복합 건축 시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힐튼 호텔

PPI successfully developed a 100 year lifespan of 
iPVC water pipe that has ASTM, AWWA and FED 
certifications. PPI partnered with the American 
Water, the number 1 private water and wastewater 
utility company in the USA, to use and joint market 
iPVC water pipe in the state. They successfully 
installed iPVC water pipes in St. Louis and New 
Jersey sites. 

With funding from the Water Research Foundation 
American Water directed intensive testing on the 
iPVC water pipe and the test results confirmed 
over 100 years of lifespan and often greatly 
exceeded AWWA and ASTM requirements. PPI is 
in the process of joint venturing with top US water-
related companies to produce and supply iPVC 
water pipes in the USA with plans to enter the 
global market with about 20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Certificate & Patent

APPIZ pipe is a high impact water pipe system
which has obtained the world best performance
surpassing the world standard.
It is long life span water supply pipe as confirmed
by iso1167-1 100years durability test.
APPIZ pipe has been installed at the Pyeongtaek
site of the U.S. Military Base in Korea (14,650,000㎡).

 · New Excellent Product by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Excellent Product by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Green Technology Product Certification by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 KS standard, JIS standard
 · ISO
 · ASTM
 · AWWA
 · NSF
 · FED Certification from Dept of the U.S Army

PPI 평화, 아메리칸 워터 (AW)와 계약 체결 및 APPIZ 파이프 세인트 루이스 현장 시공

회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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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8-1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 KOREA PE PIPE INDUSTRY COOPERATIVE

President 원종록 | Jong-Rok Won

Add (137-82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8

       (137-820) 18,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2058-1815    E-mail ksc9414@hanmail.net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은 폴리에틸렌 (PE) 수도관, 하수관, 가스

관, 전선관 등을 생산하는 전국 53개사의 중소기업체로 구성되

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 받아 설립된 전국조합입니다.

또한 회원사의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제품의 친환경적 

설계를 촉진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실현을 위해 폴리에틸렌

(PE) 생산업체와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은 최고의 품질과 최상

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ISO14001, TL9000

2. KS인증현황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

                         -제2부 : 관 외 다수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

                         -제2부 : 관 외 다수

 ˙KS M 3529 : 수도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KS M 3514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M 3515 : 가스용 폴리에틸렌(PE)이음관

                     -조합형 전기융착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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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M ISO 10933 :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 (PE) 밸브

 ˙KS M 3500-1 : 이중벽관

 ˙KS M 3500-2 : 다중벽관

3. KC위생안전기준인증

4. 조달청 자가품질업체 지정

5.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및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6. KPS M 2009 (이중벽 구조 하수도관) 인증

7. Inno-Biz업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체) 인증

8. Main-Biz업체 (경영혁신형중소기업체) 인증 등

주요 제품 및 기술

˙폴리에틸렌 (PE) 수도관 : 각종 PE수도관, 이음관 등

˙폴리에틸렌 (PE) 하수관 : PE다중벽관, PE다중벽관 등

˙폴리에틸렌 (PE) 전선관 : 통신관 등

˙폴리에틸렌 (PE) 가스관, 폴리에틸렌(PE) 지열관 등

˙폴리에틸렌 (PE) 가스밸브, 수도밸브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관련 납품실적 다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납품

   실적 다수

참여 회원사

대림프라스틱(주), 미래화학(주), (주)서원양행, 케이넷(주),

(주)한국PEM, (주)대연, (주)폴리텍 (이상 7개사)

수도용 폴리에틸렌 (PE)관

하수도용 폴리에틸렌 (PE)관

가스용 폴리에틸렌 (PE) 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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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물성 : 인장강도, 굽힘, 편평, 충격등 외부하중에 

   대하여 강관과 동일한 기계적 강도를 발휘하며, 겨울철에 

   내동파성이 우수하다. 또한 폴리에틸렌 피복은 -45℃에

   서도 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저온특성이 우수하다.

˙반영구적인 수명 : 피복표면이 매끄러워 스케일이 부착되

  지 않아 사용도중 유량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내식성이  

   우수하므로 반영구적인 배관수명을 보장합니다.

˙내면피복공정 : PFP는 원관을 산세, 수세, 화성피막처리 

   및 Primer처리로 완벽하게 전처리한 후 일정 온도로 가열

  하고 최신의 분체라이닝 방법에 의해 밀착성이 우수한 

   개질폴리에틸렌을 열융착시켜 제조하므로 피막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외면압출공정 : PFP-D는 내면피복이 끝난 관의 외면에

   FBE(Fusion Bonded Epoxy)코팅, 접착성 개질폴리에틸렌

  과 폴리에틸렌을 압출피복합니다. 이 제조방법의 특징은 

   강관에 특수전처리 후 간접가열을 하고 그 위에 FBE코팅

  을 한 다음 접착성 개질폴리에틸렌과폴리에틸렌을 공압

   출 또는 T-다이(Side Extusion)법으로 압출 피복하여 피복

   의 일체화로 밀착력이 매우 강하고, 외부 충격 등에도 매

   우 견고합니다.

2. PLP - KS D 3589

˙PE 압출식 피복 강관은 원관을 SIS Sa 2 1/2기준에 맞게 

  쇼트블라스팅 후 적정온도로 예열한 후 그 위에 방식성 

  이 우수한 접착제로 1차 피복하고 다시 그 위에 압출기

  에 의한 PELLET TYPE의 고밀도 PE를 2차 압출 피복한 

  전기절연저항치가 극히 우수한 피복강관으로 건물 내,외

  면 및 지하매설용의 GAS, OIL 배관등으로 사용되는 고품

  질의 방식 피복강관입니다.

3. 3-LAYER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외면을 SIS Sa 2 1/2기준

   에 맞게 깨끗이 처리하고 고온에서 예열 작업 후 그 위에 

  분말 에폭시를 정전 도장법에 의해 1차 피복하고 연이어 

  방식성과 접착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2차로 압출 피복한 

후 3차로 폴리에틸렌을 압출 피복한 완벽한 방식 피복 강

관으로 동서남아 및 유럽지역에서 지하매설용 배관재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탁월한 방식능력을 갖춘 고품질의 

방식 피복강관입니다.

4. F.B.E

˙분말에폭시 정전 피복강관은 관 외면을 SIS Sa 2 1/2기준

  에 맞게 깨끗이 처리하고 고온(250℃ 미만)에서 예열한 

  후 그 위에 Fusion Bonded Epoxy를 정전 Spray-Gun에 

   의해 피복하여 경화시킨 1층 피복강관으로 음극박리 저항

  치가 높고 혹한지역 및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우수한 물

  성치를 보여 동남아 및 북유럽 특히 북미 지역 등에서  

  OIL, GAS, 상수도 LINE용 배관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품

   질의 방식 피복강관입니다.

5. PEP - KS 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은 KS D 3589의 제조 방법에 의해

   서 관외면을 피복하고 관내면은 KS D8502에 따라 SISISA 

   2 1/2 기준에 맞게 Blasting 처리한 후 소정의 배합비로 희

  석된 도료(주제와 경화제)를 Air Spray로 도장, 경화시킨 

   내,외면 피복 강관으로 고품질의 수도용 방식 피복강관입

   니다.

PIPE A-6-1

㈜코팅코리아 

President 오 양 근 

Add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공단1길 135

TEL (063) 542-4151    FAX (063) 542-4152   

Web http://www.coatingkorea.co.kr    E-mail coating7@nate.com

  주)코팅코리아는 1994년 창립이래 "인류에게 건강과 기쁨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최고의 코팅전문기업"이 되겠다

는 신념으로 국내,외 SOC 분야 중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상수도

관, 도시가스관, 석유화학 플랜트 코팅 강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KS 제품은 물론 JIS, DIN, EN, AWWA 등 세계 각국

의 규격제품과 고객이 요구하는 어떠한 규격의 제품도 생산 공

급이 가능하며, 기존 고객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

받아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원

사업인 "송, 배수관용 대구경 PFP" 를 600A까지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송, 배수관에서 급수관까지 LINE-UP을 구축하였

습니다. 당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

질향상을 위해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여러분들께 보답하도

록 하겠습니다.

생산 품목

˙PFP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PEP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방식이음쇠

˙PLP (PE 압출식 피복 강관)

˙3-LAYER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BE (분말에폭시 정전 피복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폴리에틸렌 코팅 관 이음쇠

인증 및 특허

˙KS D 3619, KS D3607, KS D 3589

˙KS A 9001:2001, ISO9001:2000

˙벤처기업 확인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인증

˙중진공 FAMILY 기업 지정

˙상표등록 (PFP, PFP JOINT)

˙K마크 2종, KC마크 1종 인증

˙특허등록 7종

˙실용신안등록 5종

취급 제품 소개
1. PFP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KS D 3619, 이하 PFP)은  

  기계, 물리적 면에서 품질이 가장 뛰어난 배관재인 강관

   (STEEL PIPE)에 위생적이고 안정된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특수 피복 및 라이닝하여 내식성을 완벽히 부여한 제품으로

   써 기존의 어떠한 배관재 보다 우수한 제품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위생적인 배관재 : 내면 라이닝피막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가

   장 안정되어 있는 분체폴리에틸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성, 

  내식성이 우수하고, 녹 발생 및 스케일(물때)의 부착이 없어 

   극히 위생적입니다.

˙안정된 품질 : 폴리에틸렌피막은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제조

   되므로 핀홀이 전혀없고, 흡수성이 극히 적어 방식성능이 뛰

   어나며, 고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밀착력 : 특수 전처리 및 프라이머를 도포 경화시킨 후 

  개질폴리에틸렌분체를 최신의 열융착 방식으로 라이닝하기 

  때문에, 필요시 피복한 그대로도 나사가공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밀착력을 갖고 있습니다.

˙용이한 배관시공 : PFP는 외면이 강접착 폴리에틸렌으로 피복

되어 있어 피복한 그대로 관의 절삭이 되므로, 접속시공이 용

이하고 접속 후 테이프로 보수할 필요가 없으며, 관로 변경시 

배관 해체 및 복구시공이 우수하다. 또한, 수지코팅된 기계식 

이음쇠인 PM 이음쇠 및 PFP조인트[KP식]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 및 기타 가공없이 손쉽게 시공 완료가 가능합니다. PLP

3-LAYER

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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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2

㈜삼정디씨피 | SAMJUNG DCP Co., Ltd.

President 이문승 | Moon-Seung Lee

Add (576-150)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576-150) 1gil 21, seoheung-gongdan, Gimje, Jeonbuk, Korea

TEL 063-540-1400    FAX 063-542-9586    Web www.dcpi.co.kr    E-mail dcp365@hanmail.net

삼정DCP는 PVC 상,하수도관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현재 21

세기 최고의 친환경 물 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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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조달청 자가품질 보증제품 지정

˙녹색기술인증 (제품확인)

İSO 9001 인증

˙성능인증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4종)

˙KS M 3401 외 2종

İNNO-BIZ 기업

˙K-마크 인증

˙특허 50여건 보유 등

주요 제품 및 기술
내충격 PVC 수도관

˙규격 : 직관 - 50~400mm/편수칼라관 - 50~400mm

˙내충격 수도관 (HIVP)으로 충격에 강하며 인장강도가 뛰어납

니다. 또한 경량으로 운반과 시공이 편리하며, 내부식성과 내

약품성이 우수한 내충격 PVC 수도관입니다.

내충격 PVC 하수관

˙규격 : 직관 - 100~300mm / 편수칼라관 - 100~300mm / SP

형관 - 100~300mm

˙뛰어난 외압 강도를 가진 하수관(HIVG2)으로 타관에 비해 경

량으로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며, 내부식성과 내약품성이 우

수한 PVC 하수관입니다.

고강성 PVC 이중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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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오수받이

˙규격 : 300ø(가변내장형)

˙트랩 내장형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역류방지 플랩을 적용하

였으며, PVC 재질로 내화학적 특성 및 우수한 물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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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벽관(직관) 이중벽관(편수칼라관) 수도관(직관) 수도관(편수칼라관) 하수관(직관) 하수관(칼라관) 하수관(SP형관)
PVC ST 오수받이 소형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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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tt ing, PVC
related products & etc.

We w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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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Certification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2008)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Korea Certification mark (Sanitation Safety)
· Excellent product (4 kinds of)
· INNO-BIZ enterprise
· KS M 3401(addition, 2 kinds of)
· K-Mark (PVC inspection chamber)
· Patents over 50 cases

Product & Technology

High Impact PVC Water Pipe
· Specifications: Stra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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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300mm/collar -

100~300mm/SP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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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Inspection Chamber
· Specifications: 300ø(Inner 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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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 r  Managemen t  O f f i ce ,  Ko rea  Ru ra l
Community Corporation, Various Municipali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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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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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IMAGINE OUR NEXT GENERATION"

㈜뉴보텍은 1990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 배관재 분

야의 대표기업으로 연구개발 및 친환경기술제품 및 공법보급

에 주력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토목라이프라인 컴퍼니입니다.

도전과 혁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를 바탕으로 국내 배관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

TOTAL SERVICE" 를 목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

초로 고강성PVC이중벽관과 HDPE이중벽관을 개발·보급에

주력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U트랩

형 PVC오수받이(MEGA 오수받이)를 최초로 개발하여 하수관

거정비사업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후에도 고강성PVC이중

벽관을 더욱 진화시킨 "일체형고강성PVC이중벽관"을 개발하

여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고 MEGA소형맨홀을 개발하

여 현재 BTL사업 등에서 호평을 받는 등 하수관거TOTAL시스템

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의 플라스틱 침투

저류조를 통한 빗물관리시스템인 "레인스테이션"을 출시하여 시

장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비굴착 상하수도 관거 전체 보

수공법인 S.P.R (Spirally Pipe Renewal Method)공법을 도입하

여 현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하수도관거업계

의 선두 기업으로서 "뉴보텍을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환경

토목라이프라인 컴퍼니" 로의 변모를 통하여 세계적인 환경기

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신제품,

신공법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KS (고강성PVC 이중벽관, 수도관-HIVP)

˙NET (제356호 비굴착 갱생기술, 409호 부분보수공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İSO 9001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고강성PVC 이중벽관 / 내충격 수도
  관 / 내충격 하수관 / Mega오수받이 / 소형맨홀 / 빗물저장시설)

˙성능인증서 (ASA NV 수도관, 소형맨홀, 오수받이, 빗물 
   저장 침투조)

˙K마크인증서 (하수용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성 PVC
   하수관, 트랩내장형 오수받이, NV 수도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녹색기술인증 (빗물저장시설, PVC 이중벽관)

주요 제품 및 기술

국내최초 공중합 PVC관 (ASA NV 수도관)

PVC수지와 내충격보강재의 나노화학결합 / 기존제품의 2배

이상의 내충격 성능 발휘 / 기존제품의 4배 이상의 접착 성능

발휘 / 차별화된 확관 가공기술로 완벽한 누수요인 제거 / 스

러스트 방호가 필요없는 주철제 부속

하수관

환경신기술 인증 / 별도의 소켓이 필요없는 관대 관 연결의 원

터치 시공으로 수밀성 증대 / 부속자재의 간소화로 시공성 우

수 / 부등침하에 의한 이음부의 이탈을 극소화 / 본체의 강성

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결부위 취약성 극복

빗물관리시스템 (RAINSTATION)

빗물조절능력이 탁월함 / 경량플라스틱으로 시공성이 월등함 /

경사재 적용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 반영구적인 장기 내구성

비굴착상하수도전체보수공법 (SP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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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수밀성과 내약품성

비굴착상하수도부분보수공법 (MAPS 공법)

보수위치 확인장치와 다기능 보수기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섬유를 관내면에 압착경화시킴으로서 연결관접 합부보수 및 본

관부보수가 가능한 비굴착 부분보수기술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상하수도관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 등 국내 관급 조달시장 및 사급 상

하수도 시장

빗물관리시스템 (RAIN STATION)

경산 특수학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빗

물이용시설 / 광주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 대구 신서혁

신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빗물이용시설 / 동춘2구역(인천) 빗

물이용시설 / 베올리아 연구소 빗물이용시설 / 전북 완산, 완주

일원 빗물저류조 / 파주운정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 인천

포스코 그린빌딩 우수 저류조 외

비굴착상하수도전체보수공법

(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청주시 석곡동 용수잠관 전단면 보수공사 / 파주 상지지구 수

리시설 개보수 사업 / 서산 해미 공군 OOOO부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 순창 경천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신촌 로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하수암거 개선공사 외

한국수자원공사-창원 공업용수도 개량사업 

/ 파주 마장지구 / 보성 감동지구 / 고흥 대강지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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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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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 NV Pioe
 · NET(New Excel lent Technology) : RAIN
   STATION, H-SPR
 · INNO-BIZ(Innovation Business)
 · ISO 9001
 · Certificate of Excellent Product: PVC DC,
   AS pe, HI-VG, MEGA Sewerage Chamber,
   Small Size Manhole, RAIN STATION
 · 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SA NV Pioe, MEGA Sewerage Chamber, Small
   Size Manhole, RAIN STATION
 · K-Mark Certificate(Performance): PVC DC,
   ASA NV Pipe NV, HIVG Pipe, Mega Sewerage Chamber
 · KC(Korea Certificate): HI-VP
 · Green Certificate: RAI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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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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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 Renovation of Lifeline System – Rejuvenate of
   Deteriorated Drainage
 ·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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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eongsan Special school
 · Keimyung University
 · Gwangju Food resource recovery plant
 · Daegu Sinseo Innovation City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 Dongchun2 Area(Incheon)
 · VEOLIA Water Environment laboratory
 · Jeollabuk-do Wansan-gu, Wanju-gun
 · Paju-si Unjeong-dong A13BL APT
 · POSCO Green Building(Incheon)

SPR(Spirally Pipe Renewal Method)
 · Seokgok-dong, Cheongju-si
 · Sangji District, Paju-si
 · air force troop, Haemi-myeon, Seosan
 · Gyeongcheon District, Sunchang-gun
 · Sinchon rotary, Sinch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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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6-4

㈜미라이후손관거 | Miraihusonkwanger Co., Ltd

President 장호윤 | Ho-Yun Jang

Add (312-911) 충남 금산군 금성면 용천로 575

       (312-911) 575 Youngcheon ro, Geumsung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751-3100    Web http://www.husonmirai.co.kr    E-mail marinewh@hanmail.net

1990년 창업이래 지금까지 당사는 각 배관자재 분야에서 소

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당사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

손에게"란 목표로 전직원이 하나로 뭉쳐 제품 하나하나에 정

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친환경적인 신소재 원재료

의 개발과 기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상·하수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

산하여 공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KS M 3401 등 5종

İSO9001, 14001 인증

˙NSF 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3종

˙K 마크 4종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특허등록 7종

˙실용실안 30종

주요 제품 및 기술

˙PnC 내충격 수도관

˙PnC 내충격 하수관

˙PnC 내충격 오수받이 (점검구, 소형맨홀 등)

˙하수도용 이형관 (가변곡관, 조임형소켓, 분기관)

˙수도용 OKP JOINT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1~3단계

˙전국BTL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

˙각 지역자치단체 및 관공서

˙아프리카 적도기니, 콩고, 캄보디아 하수처리시설공사 등

Founded in 1990, our company has been
doing its best to meet consumer needs in
piping materials. With a goal, “To Secure our
Chi ldr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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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constant eff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we are developing environmental ly fr iendly
new materials and pipes taking functionality
and economic eff iciency into consideration
to produce semi-permanent products of high
quality for innovative improvement of domestic
water supply environment. We promise you
more convenience and competitiveness with our
PnC sewage pipe.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ion of KS Mark: KS M 3401 other five
   classes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 
   three classes

·  Certification of K Mark: four classes

·  Patent right: seven classes

·  Certificate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SME (INNO-BIZ)

·  Practical new device: 30 classes

Product & Technology
 · PnC Crashworthy PVC water pipe
 · PnC Crashworthy PVC sewer pipe
 · PnC Crashworthy PVC House-Inlet
   (Inspaction chambers, small manholes)
 · Connecting duct for sewage and drain (angle
   control type, screw type, saddle bend type)
 · OKP JOINT for water supplywork, perfect 
   separation prevention by clamp

Performance
· Combined system of sewage construction for
  Han River (1~3 levels)
· Combined system of sewage construction for
   BTL
·  A local government and public office
·  Combined system of sewage construction
  for Republ ic of Guinea in Afr ica, Congo,
   Cambodia other

오수받이 PnC 내충격 수도관, 하수관OKP JOINT (수도용 주철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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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4-1

㈜성호철관 | SEONGHO CSP CO., LTD

President 송재관 | Jae-Kwan Song

Add (570-998) 전북 익산시 석암로 1길 126

      (570-998) Jeonbuk Iksan-si Sukam-ro 1-gil 126

TEL 063-835-3526    Web www.seongho.co.kr    E-mail sh04668@chol.com

당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100여년의 사용실적이 있는 파형

강관 제작 기술을 1992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였고, 15년

전부터 파형강관의 부식성, 강도, 수밀성, 조도계수 등을 보완

한 수지파형강관 (3층피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수지파형강관(3층피복)은 금속표면과 접착수

지와의 접착력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체에폭시를 중간

의 코팅 매개체로 이용하는 피복방법이며 하수배관재의 요구

사항인 강도, 수밀성, 경제성, 내구성, 조도계수, 연약지반 적응

력 등을 100% 만족하는 하수관입니다.

당사는 서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적기에 제작 공급하고 시공의

질을 높이며 기술을 지도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항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우수제품 인정 (조달청)

˙건설신기술 지정 (건설교통부)

˙이노비즈 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녹색기술 인증 (환경부)

˙특허등록 28종

˙신자재 인증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신기술 인증 (환경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KS, ISO 9001 인증

˙ASTM 표준규격 제정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 1042/A 1042M - 04

주요 제품 및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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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의 특징

˙규외압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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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산업단

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판교신도시, 고양관광문화단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김포한강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산테크

노벨리 등

˙납품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공항

공사, 도시공사, 해양항만청, 각 지자체.

3층피복 수지파형강관 단면 구성도3층피복 수지파형강관 형상 접합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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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years ago, the waveform of steel
pipe corrosion resistance, strength, tightness, 
roughness of the resin and the polyethylene
corrugated steel  p ipe(3- layer cott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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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 l izing a requirement of strength,
the watert ightness, affordabil i ty, durabi l i ty,
roughness, soft ground adaptability of sewer
and 100% satisfied .

As of today, to be reborn as Xixi corporate qualityimp 
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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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kinds of patented

· ASTM standard sestablished
ASTM A 1042/A 1042M - 04

Product & Technolog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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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ange is machined to

connect the way using cable t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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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 ruct ion  :  Se jong  C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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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 ivery  Per formance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 ion ,  ru ra l  const ruct ion ,  a i rpor t
construction, urban construction,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ach municipality

㈜성호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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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심력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구매, 판매, 시험검사, 연

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0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

인 (이사장: 이승섭)으로 우리 흄관 생산업체들은 각종 오·폐

수로부터 수질오염을 막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깨끗한 지구환

경 보전을 위하여 더욱 더 품질과 성능면에서 우수한 하수관을

생산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40개 제조공

장을 통하여 적기적소에 물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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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배합하여 원심력공법으로 제조한 관으로 조직이 치밀

하고 흡수율이 낮으며 온도변화나 외압에 변형이 없는 강성

관입니다.

˙흄관은 환경문제화 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재로 재인식, 오늘도 전국의 40

개 생산회사에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

니다.

흄관의 종류

˙A형관 (직관) :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접속 형상으로서 접합구로

써 각종 밴드를 사용

˙B형관 (소켓관) : 관의 양끝이 접수구와 삽입구로 되어있고,

고무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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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 A-3-1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 Korea Centnifugal Reinforced Concerete Industry Cooperative

President 이승섭 | Seung-Sub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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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관 (직관)

접속관 (T자관)

원심력사각수로관

B형관 (소켓관)

유공관 (집수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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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3-2

㈜하이스텐 | HI-STEN CO., LTD.

President 김종재 | JONG-JAE KIM

Add (621-841)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113-79      

       (621-841) 113-79 Seobu-ro No. 1499, Juchon-myeon, Gimhae-si, Kyeongsangnam-do, Korea

TEL 055-329-0837     Web www.histen.co.kr    E-mail histen@histen.co.kr

더 안전하고 나은 세상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

스테인리스강 볼밸브 및 관이음쇠를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

하이스텐은 1994년 설립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슬립인조인트

(신축가동식), 수조인트(롤푸쉬식), 새들붙이 분수전(이종금속부

식방지)등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스테

인리스강 볼밸브 및 관이음쇠의 내부식성과 품질을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해 열처리 적용이 힘들었던 소물중공형(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으며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 스테인리스강 주강품의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여러 다른 신소재 파이프에 모두 적용이 가능

하고 누수, 파이프 이탈 및 부식등 관이음쇠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HI-DR 조인트를 출시해서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관자재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주)하이스텐은 급속히 변화하는 상

수도, 급수, 급탕 및 소방 플랜트 설비 등 관련 산업에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1. HI-DR 조인트

˙2012년 특허청과 경상남도 주최 및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특 
   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품

˙2013년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중 디자인 특허 융합지원 사업품

1-1. 호칭 및 적용 관종

˙호칭: 15mm ~ 300mm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PFP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KS D 3619)

˙내충격수도관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1)

˙스폴 (SP) 파이프

1-2. 제품의 특징 

˙특수 설계된 지수패킹 의해 배관 시공 후 지반침하나 외력에 
   의한 파이프 축선 어긋남에도 신뢰성 높은 지수력을 유지

˙지수기능과 이탈방지 기능이 독립적이고 순차적으로 작용하
   는 구조로 설계되어 완벽한 지수 및 이탈방지가 가능함.

˙이탈방지 티스그립링 또는 클램프의 돌기가 스테인리스 및 
   수지 파이프의 매끄러운 표면에도 강력한 이탈저지력을 확보

˙세계 유일의 100% 스테인리스 이음쇠 제품으로, 기존의 에폭
   시 수지도막의 박리현상 및 핀홀부식 문제를 해결.

˙가벼운 중량, 숙련공 및 특수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이 
   우수하고 인건비와 작업시간 단축에 의한 경제성 확보

˙고용화 열처리 공정을 통해 더욱 높은 내부식성 확보
    (Ferrite 분율 관리)

2. 스테인리스 볼밸브

2-1. 제품의 특징

˙신뢰성 인증 및 한국상수도협회 (KWWA) 수도용 적합 (CP),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어 우수한 위생 안전성 및 내
   부식성 확보

˙스템(Stem)부에 오링 (O-Ring)에 의한 핸들 조임 너트의 조임
   과 무관한 안정적인 기밀 유지

˙유지 보수를 위해 핸들을 분리하여도 누수가 없음 (일부 제품)

˙CNC 정밀가공을 통해 나사 끝 부분에 버(Burr)가 없음

˙고용화 열처리 공정을 통해 더욱 높은 내부식성 확보
   (Ferrite 분율 관리)

˙100% 누설 전수검사 (공기압, 7kgf/㎠) 후 출고 됨

Established in 1994, HISTEN Corporation has 
been supplying only reliable and safe products 
to homes and various industrial fields including 
government authority projects as a certified 
manufacturer of Stainless steel valves, Mechanical 
joints and Fittings. 
Our company has independent facil ity l ines 
for Casting, Machining, Assembly, Test and 
Inspection, Solution heat treatment and a R&D 
center to control and guarantee the quality of 
products. 
Products manufactured from HISTEN are mainly 
based on casting, and a unique solution heat 
treatment method is applied to maximize the 
corrosion resistance. 
Our innovative technology on products started 
from efforts to minimize the leakage, corrosion and 
pipe breakaway under severe conditions such as 
earthquakes, ground subsidence and any external 
forces after installation. 
Moreover, HISTEN performs all the procedures 
required to produce one product, from selecting 
the raw materials to inspecting the final product 
under strict supervision and control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des and standards and 
HISTEN standards.

Product & Technology

1. HI-DR Joint
1-1. Application

˙Stainless steel pipe, PVC pipe, HDPE pipe

˙Hot and cold waterline for industries and 
   waterworks, Fire Fighting System

˙Temperature Range : -20°C ~ 100°C

˙Nominal Pressure : PN10 (Maximum PN20)

˙Custom made available (Size, Material, Standard etc.)

1-2. Features

˙HI-DR Joint is designed to maximize flow with 
   minimum pressure loss. 

˙Specially designed rubber packing perfectly 
   prevents leakage of fluid and teeth grip ring 
   prevents pipe breakaway under condition of 
   ground subsidence, high pressure or any 
   external force. 

˙Stainless steel body and parts, applied unique 
   solution heat treatment technology, have 2 times 
   higher corrosion resistance and strength than 
   ordinary stainless steel products.

˙HI-DR Joint can be connected between different 
   types of pipes simply without welding and heavy 
   tools.

2. Stainless Steel Ball Valves
2-1. Features

˙Histen Ball valves are designed to maximize flow 
   with minimum pressure loss.

İnsertion of O-ring in stem part to optimize 
   leakage protection regardless of tighten the 
   handle nut.

˙There is no leakage when the handle 
   disassembled for maintenance for PN20 type 
   and Steam type.

˙Stainless steel body, handle and parts, applied 
   unique solution heat treatment technology, have 
   2 times higher corrosion resistance and strength 
   than ordinary stainless steel products.

˙Precision machining is applied to thread and 
   stem part to minimize burr on surface.

˙High quality sealing materials and optimized 
   design prevent leakage of fluids

소구경 (15mm~60mm)
Small Diameters (DN13~60)

대구경 (150mm~300mm)
Large Diameters (DN150~300) 2. 스테인리스 볼밸브 (Stainless Steel Ball Valves)

1. HI-DR 조인트 (HI-DR Joint)

중구경 (65mm~125mm)
Middle Diameters (DN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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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회사
저희 성일엔지니어링은 상하수도 및 배관설비용 장비를 제작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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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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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유지
결정 (실용신안 제 299981)

˙2013년 1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의 연결구-KPS M 2017)

˙2013년 8월 특허 (하수관 연결구 제10-1297592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2006년부터 서울시 25개 외 수도권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하수개량공사.

˙2014년부터 환경관리공단 도심침수지역예방 (부천시, 천안시,

서천군, 김해시)

˙2012년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 정비공사.

˙2012년 6월 SH공사 택지개발사업.

˙2013년 4월부터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위례1.2공구).

˙2015년 12월부터 시흥시 배곧지구 도시개발공사, 월동지구
   도시개발공사

˙2015년 항만공사 울산 항만배후단지, 인천신항

˙2016년 농어촌공사 새만금농업용지 조성공사 (김제시, 무주군)

˙2016년 환경관리공단 도심침수지역예방 (밀양시,예산군,논산
시,안산시)

주요 제품 및 기술

˙SRS하수연결 단지관 (품목명: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부단수 천공기 80A∼300A (SMT1, SMT2, SMT3)

˙전동 부단수 천공기 15A∼50A

˙주철관 자동 절단기

˙하수관 밀봉캡 (배수관 폐쇄)

˙하수관 천공기 (굴삭기부착용하수관천공기, 거치식유압하수관

천공기

˙슬리브조이트링 (배관 관통부의 지수 및 진동 방지)

SRS하수연결단지관
하수연결단지관 : 130가지 금형을 보유 (본관 300A~1500A
                      가지관 80A~300A)

PIPE A-2-1

성일엔지니어링 | SUNG IL ENGINEERING

President 오강원 | Kang-Won Oh

Add (420-8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62-14(도당동)

(420-803) 14, Pyeongcheon-ro 862beongil,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32-676-0233  FAX 032-673-6297  Web http://www.sungileng.com  E-mail sungileng1@naver.com

15A~50A uninterrupted power can Drills

Drills can unceasing: SMT1: 80A~150A/SMT2: 150A~250A

Cast iron pipe cutter: automatically move to cut

Sewer perforator

하수연결단지관

하수관밀봉캡

하수관밀봉캡

˙건축물 철거 후 배수관보호

˙재건축 하수도관 천공부 유입물 방지

˙가정하수관 위치변경으로 인한 폐쇄

주철관전단기

부단수천공기 굴삭기부착하수관천공기

성일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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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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마디스테인

리스강관용 새들붙이분수전 (슬립인조인트식-EM)은 국내 최초

로 개발된 급수관용 자재로서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등

품질의 우수성이 뛰어나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으로는 지열식 수도미터박스 (계량기 동파방지용),

옥외부동급수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시공이 편하고 수질에 최

적합한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라인드강관

및 이형관을 개발하는 등 항상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상수도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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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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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붙이분

수전. 모든 관종 (주철관, 강관, PVC 등)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

으로서 종류는 표준형(KS)과 주름관을 직결 할 수있는 슬립인

조인트형 그리고 PE관 직결형이 있으며 분수전 재질은 청동과

스테인리스주강품등 선택이 가능함

수도용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일정한 압력으로 주름부를 액압

성형하여 열처리 한 제품으로서 주름부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시공이 간편하고 연결 부위를 최소화하여 누수를 사전

에 방지함

지열식 수도미터박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수도미터박스로서 주로 옥외용으로 사

용되며 외기 온도에 상관없이 박스내온도는 항상 영상을 유지

하여 동파가 없으며 겉뚜껑은 구상흑연주철품으로서 5톤의 정

하중에도 견디도록 설계 되었음

타이튼조인트 폴리에틸렌피복 스테인리스라인드강관 및 이형관

관은 이중강관구조로서 내관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을 방

지하고 수질에 최적합 하고 외관은 강관에 폴리에틸렌피복을

하여 강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구조이다. 타이튼조인트 이음방

식으로 시공이 간단하며 신축, 굽힘성이 우수하여 지반침하 및

진동에 대응함. 특히 곡관부는 이탈방지클램프 체결로 이탈저

지가 완벽한 것이 특징임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및 건설회사 등 다수

PIPE A-2-2

부덕실업㈜ | B&D INDUSTRIAL CO.,LTD.

President 김원택 | Won-Taek Kim

Add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48

      48, Geonji-ro 95beon-gil, Seo-gu, Incheon, Korea

TEL 032-574-3361~4    Web www.BD.OR.KR    E-mail vvb3361@chollian.net

타이튼조인트직관

새들분수전(슬립인)

We, B&D INDUSTRIAL CO.,LTD., are specialized
in water supply equipment manufacturer since
1982.

We are the f i rst developer and distr ib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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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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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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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덕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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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메탈 | YOUNGNAM METAL CO.,LTD.

President 김상열 | Sang-Yeol Kim

Add (50874)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74번길 12-3 

      ( 50874)12-3, 74 BEON-GIL, JILLYERO, JILLYE, GIMHAE, GYEONGNAM, KOREA

TEL 055-345-3195    FAX 055-345-3198    

Web www.yncoupling.com    E-mail info@yncoupling.com

자사는 1986년 5월 이화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배관자재 부

품인 배관 연결구 (Pipe Coupling) 및 무단수 누수복구 클램프

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 8개국 선급협회

의 형식승인, 유럽인증(CE MARK), 위생안전기준 (KC인증), ISO 

9001 영국로이드 (LRQA)에서 취득하는 등, 배관연결구 및 누수

복구 클램프를 연구 개발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영남메탈 상호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동 6월에 김

해시 진례면에 자가 공장을 건축 하여 이전을 하였으며, 1999년

부터 창원대학교와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기술개발, 신제

품개발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의 높은 경쟁의 벽을 허물고,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

감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소와 플랜트, 건설사, 배관 설비 관련업체등에 공

급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누수복구 클

램프 인증브랜드를 취득 하였으며 해외로는 3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 ABS (미국선급협회), BV(프랑스선급협회), DNV(놀웨이

선급협회), NK (일본선급협회), GL (독일선급협회), KR(한국선

급협회), LR(영국선급협회), RMRS(러시아선급협회)

İSO 9001: 2008 BY L.R.Q.A. CE MARK CERTIFICATE. 위생안

전기준(KC인증)

˙특허: 방화관통구, 관연결구, 고수밀성관연결구, 선박배관용,

관통구, 선박배관 용, 관통구, 볼트, 관이음연결구등 특허 11건, 

해외 3건 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기존의 파이프 연결 및 보수 공법은 용접 (Welding), Flange (Bolt

이음), 나사이음 공법 및 특수압축기를 이용한 Bending Joint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인건비의 과다, 공기의 연장 등이 요구되

지만, 본제품을 사용하면,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재료비의 원

가절감 등의 효과가 뛰어난 경제적인 공법임.

관의 중심이 어긋나도 좋으며, 충격, 진동, 팽창, 굽힘 등의 신

축성이 좋아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내지진 공법에 적용

가능하고, Oil/Gas, 상/하수도관, 지역난방배관, 냉온수관 등

으로, 또 강관, PVC/PE관, 동관, 주철관 등 어떠한 관에도 적

용되며, 재질이 다른 관의 연결도 시공이 가능함. 일반 공구

로 누구나 조립, 분리가 가능 함으로 정비, 보수작업이 용이하

다. KS, JIS, ASTM, DIN, ISO 규격 외 비규격의 파이프에 적중

된다. 재질은 SUS 304/316L 및 고무 가스켓은 EPDM, NBR,

SILICONE, VITON 등을 사용한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동조선, 

한라중공업, 오리엔탈 정공, 포스코,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

우건설, 울산동부화학, 한양화학, 기아중공업, 동양기전, 대한

도시가스, 현대석유화학, 가스안전공사, 소방공사, 한국 송유

관, 한국전력연수원, 한국급유㈜, 한화종합화학, 원주 동아가

스,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LG전자, 강원산업, 금호APT, 

협진건설, 대인수력발전, 광양제철, 경남 실업, 포항제철, 동부

건설㈜, 대림산업 영천도수로 현장, 농업기반공사 배수로현장

(진도), 보령화력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수도 사업 및 구

청수도과, 안산시청 수도과, 동해시 상수도공사, 영주시청 상

수도 공사, 경주시청 수도과, 목포상수도 사업소, 제주도 상수도 

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신항만 콘테이너제2부두공사 등

˙세계 (아시아, UAE,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35여국에 수출중

대형 배관 연결 및 보수 카플링 플라스틱 파이프 카플링 스테인레스 파이프 카플링 서울 지하철 배수 공사 화력발전소 냉각 배관 공사

YOUNGNAM Metal Co., Ltd. has 30 years of
experience in manufacturing of STAINLESS
and PLASTIC PIPE COUPLING & PIPE REPAIR
CLAMP JOINTS.

Our technical capacity in this field has been
highly appraised from many of the client and
concerned parties not only the comprehensive
application. but, also a lot of saving of the
expenses.

The YN-Coupling joints, because of the their
great f lex ib i l i ty  and economy are steadi ly
replacing the flanged pipe joints nowadays from
various industrial plant to the vessel.

These YN-coupl ing jo ints are not  on ly  to
eliminate the welding. cost but also prevent any
linear expansion and deflection of the pipes by
welding repairs.

So, in order to achieve the best reputation in
this field of the piping connections. We will
render our best services to our clients and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research and improve our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ABS, BV, DNV, NK, GL, KR, LR, RMRS
· SIRIM (Malaysia), GOST (Russia)
· ISO 9001:2008 BY L.R.Q.A.
· CE-Certificate
· KC-Certificate

Product & Technology

1. Grip Ring Coupling (GR-S: Axial-Restraint Type)
2. Multi flex Coupling (MF-RS: Non Axial-Restraint
    Type)

3. Repair Clamp Hinge (RCH-S: Pipe Repair
     Clamp Joints Type)
4. Repair Clamp Double (RCD-S: Pipe Repair
    double Clamp Joints Type)

SIZE (KS, JIS, ASTM, DIN, ISO, Etc): O/D
21.7mm ~ O/D 5,000mm
YOUNGNAM-Couplings are the easiest way
to join and repair pipes of all materials. They
require no special tools or pipe-end preparation.
F lex ib le ,  l ightwe ight ,  P ipe-misa l ignment ,
Vibration, Vacuum, Fire-Fighting and are used
in shipbuilding, wastewater treatment, general
industry, and construction. YN-Couplings come
fully assembled and ready to install. A torque
wrench is the only tool required to do the job.
YN-Couplings are used to join and repair any
plain end pipe or tube including steel, stainless
steel, ductile iron, FRP, PVC, CPVC, C900,
concrete pipe, copper and CuNi piping.

Performance

Shipbuilding sector, Heavy chemical sector,
Construction sector, PLANT fields, Equipment
and engineering, Water and sewage sector

· Hyundai Heavy Industries
· Daewoo Heavy Industries
· Samsung Heavy Industries
· Hanjin Heavy Industries
· Sungdong Shipyard
· STX
· POWER PLANT
· WATERWORKS (K-WATER)
· WATER-POWE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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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에스에프코리아(유) | NSF International -NSF Korea LLC

President 피터 브래쳐 | Peter Bracher

Add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CJ 식품안전관 4, 5층

      (02841) 145 Anam-ro CJ Foodsafety Bldg.4th & 5th Floor

TEL 02-511-8317    Web www.nsf.org    E-mail waterkorea@nsf.org

1944년 설립된 NSF 인터내셔널은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

경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헌신해 왔습니다. NSF 인터내셔널

은 공중 보건 및 환경 분야의 표준 개발, 제품 인증, 시험, 감사,

교육 및 위험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으로, 제조업체, 규

제기관, 소비자를 위해 전세계 식품, 물, 건강 및 소비재 보호

에 관한 공중 보건 표준과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NSF 인터내셔널은 공중 보건 및 안전 기반 위험 관리 솔루

션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전념하는 한편, 모든 이해관

계자, 즉 대중과 업계, 정부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

습니다.

NSF 글로벌 워터 사업부(NSF Global Water Division)는 수도

관, 밸브, 플라스틱, 코팅의 소재, 수처리 화학제, 정수기, 필터

카트리지와 이음관 등 부품, 수영장 설비 등을 비롯해 음용수

와 접촉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SF는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음용수를 처

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먹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소재 및 제품

에 적용되는 미국 국가 표준 개발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1990

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은 음용수 제품에 대한 자체 자문 프

로그램을 NSF의 표준규격으로 대체하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 관련 법률에서는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 사용

되는 배관 및 수도 부품의 NSF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NSF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돕고자, 2010년 설립된 한국직영법

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인증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NSF가 보유한 주소 인증 및 인정서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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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 및 기술
NSF에서 제공하는 제품유형별 관련 규격인증

İMuni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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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P477, P473, CSA B483.1

- 상수처리 설비의 정수처리 검증: NSF/ANSI 419

NSF에서 제공하는 International approval 관련시험

˙BS 6920 test and mechanical test for WRAS
approval

F o u n d e d  i n  1 9 4 4 ,  N S F  I n t e r n a t i o n a l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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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 ls  and dr ink ing  wate r  f i l t e rs ,  as
we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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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 l  and
residential buildings.

NSF offers professional project management
locally by well-trained project management team
established in Korea since 2010.

Certificate &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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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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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P477, P473, CSA B483.1

- Large Water Treatment Devices - NSF/ANSI
  61 + Performance Verification (LT2)
  Research Institute F-2-1



52  53

P
ipe

 W
ater Tank, C

oating,
P

rotection B
ox 

Valve, A
ctuator, P

um
p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M
easurem

ent,
A

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
uthority, 

P
ublic Institution

O
verseas Exhibition H

all &
 

O
ther booth

PIPE A-2-5

케이제이씨 주식회사 | Korea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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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1999년 에폭시 분체 도장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부터 상수도 이음관을 전문 생산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

질과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며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

대로 신축이음관, 보수용 클램프 등을 생산 및 개발 중이며 국

내 유수업체에 공급하여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주철제 기계식관이음관 (KCW-2011-0039)

˙스테인레스 주강품이음관 (KCW-2013-0303)

˙신축이음관 (KCW-2013-0304)

˙보수용 클램프 (KCW-2016-0010)

단체표준 표시인증서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수도용 적합 인증서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용 주철제 이음관

˙스테인리스 이음관

˙신축관이음

˙보수용 클램프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부품. 소재전문기업확인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록 총28건

˙특허 제 10-1666651호 와류방지 및 내진 구조의 관체연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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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377호 신축관 이음장치

˙디자인 12건 등록, 상표 5건 등록 그 외 다수 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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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이 필요없어 숙련공이 필요 없으며, 작업 시간 단축으로 비

용절감등 경제적 입니다. 또한 350여종으로 종류가 다양하여 

관의 치수, 각도 결정이 용이하며 압륜의 조임 작업 한번으로 

고무링 및 로크링이 압착되어 내, 외압에 의한 이탈 및 누수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수 클램프 (50A~400A)

˙내충격 수도관(KS M 3401)중 편수 칼라관의 이탈 방지용으로

  사용되며 강판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며 2PCS로 구성되어 시

  공성이 우수 합니다. 또한 표면 에폭시 분체 도장이 되어 있어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관이음 (밸브 접합관, 80A~600A, 조달청 MAS 등록)

˙밸브 및 관 연결에 사용되며 지반침하등으로 발생되는 수축과,  

팽창 및 진동을 흡수시켜 관로를 보호하며 플랜지 접합방식으

로 해체 및 보수가 용이합니다. 또한 내, 외면 에폭시 분체 도

   장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반영구적입니다.

보수용 클램프 (15A~800A)

˙파이프의 작은 파공, 충격손상, 가로로 찢어진 관, 원형적으로
깨어진 관에 감착하여 보수를 완벽하게 하며 주철관, 강관, HIVP, 
PFP, PEP 등 다양한 재질의 관에 적용 가능하며, 저압GAS관, 
오·배수관, OIL관, 분말 AIR관 등 다용도로 적용 합니다.

˙몸체는 가벼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고, Bracket은

주철 (GCD-450)로 제작되어 볼트와의 결합시 강력한 토크로
조임 가능하며 시공이 간편하여 작업 시간 단축, 설비 교체비
용 절감이 가능 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해남군청 - 황산산이북평지방상수도 5, 7, 8차 공사

˙LH공사 - 석문국가산업단지 6, 7공구

˙양산상수도사업소 - 양산 상삼 좌삼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함평군청 - 함평 나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LH공사 - 대구 테크노폴리스 2공구

˙정선군청 - 영월 정선 상수관망 공사현장

˙양산웅산출장소 - 주남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명동노후관 교체 공사

˙농어촌공사 - 새만금지구 산단1, 2공구 조성공사

˙상기외 다수.

KJC(Korea Joint Co.,Ltd.) special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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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air clamp and 
etc. KJC continuous focuses 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 order to provide the best quality 
to top companies, thereby gaining recognition for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 Patent

KC Cert i f icat ion Hygiene and Safety
Standard: KCW-2011-0039, KCW-2013-0303,
                  KCW-2013-0304, KCW-2016-0010
· Quality Management System:ISO 9001:2008
· Venture Enterprise Certification
· INNO-BIZ Certification
· Enterprise specializing in parts materials.
·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 and trademark
  registration (28 cases)

Patent: 10-1666651, 10-0997534, 10-0997533 , 
10-1003293, 10-1026243, 10-1103783, 10-1111722

Utility Model: 20-0449108, 20-0456216, 
20-0456758, 20-0002377
Registered 12 designs, 5 trademarks, and more
patents on the way

Product & Technology

Waterworks Cast iron mechanical Joint (15A-
400A)
· Applicable Pipe-type: impact resistant Water
   Pipes(KS M 3401), PFP(KS D 3619)
· With interio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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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ion and 
leak caused by internal/external pressure.

Separation Prevention Clamp (50A~400A)

It is used for the separation prevention of single
head collar pipes among impact resistant water
pipes(HI-VP, KS M 3401). It is made of steel
plates and is thus lightweight and it consists
of 2PCS and has excellent construct ability.
Also, the surface is treated with epoxy powder
coating, providing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Expansion Joint (Valve Union, 80A~600A,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S Registration)
The products  a re  connected to  be used
w i th  va l ves  and  p ipes  and  they  abso rb
c o n t r a c t i o n ,  e x p a n s i o n ,  a n d  v i b r a t i o n
f rom soi l  set t lement in order to protect
pipe l ines. The f lange jo int method offers
simple dismantl ing and maintenance. With
interior/exterior epoxy powder coating, the
products are harmless to the human body
and are semi permanent

Repair clamp (15A~800A)
· It attaches to pipes that have been damaged
 due to small cracks, shock damage, horizontal
 damage, or  spher ica l  damage, per fect ly
 repairing them and it can be applied to castiron
 pipes, steel pipes, HI-VP, PFP, and PEPs
 and can also be applied in various ways to low
 pressure GAS pipes, soil pipes and drainpipes,
 OIL pipes, and powder AIR pipes.
·The body is made of l ightweight stainless
 steel  and the brackets are made of cast
 iron(GCD-45) so they can be tightened with
 a strong torque when fused with bolts and
 because its construction is simple, it reduces
  work time and facility replace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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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은 부식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내

구성의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일본 레진콘크리트 최대 메이커

인 아소레지콘사와 기술협약을 체결(2002년),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olyester Resin Concrete (PRC)를 이용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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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현재 양산체제 하에 하수도 시장에 보급하기에 이르렀습

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 (PRC)는 불포화 폴리에스테

르를 콘크리트 결합제로 사용한 폴리머 (레진)계 복합소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하여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구성, 내

마모성, 시공성 등이 뛰어나고 우수한 수리성능을 지니고 있

어 하수도 시설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매

우 우수한 소재입니다. 본 조합은 이러한 소재를 이용한 레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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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콘크리트관)

˙SPS-KWWA M 210-2053 (레진맨홀)

˙수지콘크리트 혼합공급장치 (특허)

제품 및 공법 소개
레진관 (PRC관) 구조

˙PRC관에 사용되는 수지(레진)은 원심성형에 적합하도록 설

계 되어진 것으로 인장신율이 높아(10~13%)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치수 안정성 및 수축이 적습니다.

˙또한 관내면 보호층을 형성하는 피복용수지는 내마모성, 내

해수성, 내약품성 및 표면 평활성이 월등하여 기존의 유사관

종과 비교하여 안정적이며 하수관로에 적합한 성능을 가능

케 하였습니다.

뛰어난 내산성

결합제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문제

로 대두되는 황산에 대한 강한 내산성을 발휘하며 산 이외의 의

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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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유

수단면을 확보 (설계상 강성관으로 취급).

추진 내하력이 큼

레진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90N/㎟(918kgf/㎠)이상, 또 응력

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축방향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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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해 및 해수의 침식에 의한 강도 저

하가 없고, 침전물의 제거가 용이하며 관내 점검을 빛의 투과

가 좋아 유지관리가 용이.

PIPE A-2-6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 KOREA RESIN PIPE COOPERATION

President 전성환 | Seong-Hwan Jeon

Add (138-828)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9-15 굿피플오피스텔 703호

TEL 02-415-5971    E-mail resinprc@paran.com

레진관(PRC관) 레진 추진관 레진 맨홀 레진관(PRC관) 구조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레진콘크리트관 현장

˙서울시 배수분구 정비사업

- 가리봉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공사 - 구로구청

- 화곡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공사 - 강서구청

- 삼성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강남구청

- 구의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공사 - 광진구청

- 도림동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 영등포구청

˙환경공단 침수방지사업

- 침수방지사업 (부천, 춘천, 천안, 안동, 김해, 보성, 논산,
군산, 삼척 등)

˙LH공사, SH공사, 수자원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 하남미사 택지개발사업청
- 송파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 인천 아라뱃길 물류단지 조성사업

레진 추진관 현장

˙부천시 원미, 소사 재정비사업

˙천안시 불당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

˙광명시 재정비촉진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촌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공사

레진 맨홀 현장

˙안양 박달동 하수관거 종합공사

˙양산대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원산 금안분구 종합공사

고양시 하수관거 시공현장

화성 발안 시공현장

수원 오룡천 시공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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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2-7

㈜픽슨 | FIXON INC

President 정성만 | Sung-Man Jung

Add (545-833)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0 

      (545-833) 10, Simgeum Industrial complex 1road, Okgok-myeon, Gwangyang-si, Jeollanam-do

TEL 1577-5077    Web www.fixoninc.com    E-mail fix@fixoninc.com

글로벌 넘버원의 파형강관, 파형강판을 생산하는 ㈜픽슨은

1994년 창립해 2001년 기업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

의 8%를 기술과 제품개발에 투자한 결과 2001년 PL파형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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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형강관, 현재 리브강관을 상용화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픽슨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호주, 러시아, 이

란 등 세계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경영 실

천을 위해 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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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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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인증서(제672호) HPL파형강관 일반 파형강관 파형강관 시공사진 파형강판-생태터널 파형강판-저류조 우수제품인증서 (HPL)

FIXON Inc, producing global number no.1
corrugated steel pipe and corrugated steel plate,
was founded in 1994, as company affil 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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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of const ruct ion (NET)
   certificate
·  Third party unit price contract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 Many other patents ex) 10-0659641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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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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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여년간 PVC/PE 파이프 및 PVC 프로파일 및 판넬 압

출 기기 생산을 해 왔습니다,

인증 및 특허
İSO and CE 

주요 제품 및 기술

˙수자원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PVC/PE /PPR 파이프

˙PVC 프로파일 및 판넬 

˙당사는 유럽 디자인과 우리의 제작 경험을 결합하였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믿을 수 있으며 에너지 효울적이며 초 고속,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IPE A-1-1

Guangdong Liansu Machinery Manufacturing Co.,Ltd

President Susan

Add Foshan ,Shunde, Guangdong ,China 

TEL 0086-13928206413    Web www.ls-extrusion.com    E-mail susan@liansu.com

We Have 20 years production experience in 
extrusion equipment in  PVC/PE Pipe and PVC 
profile and panel 

Certificate & Patent

· ISO and CE 

Product & Technology

· PVC / PE / PPR Pipe for water and communication 
· PVC Profile and panel 
· We combinate our experience and Europe design 

Performance

Reliable and energy saving and high speed and 
lo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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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A-1-2

동도기공 주식회사 | DONGDO ENGINNEERING CO., LDT.

President 권태주, 장호성 | TAE-JOO KWON, HO-SUNG JANG

Add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205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1차) 

      (08377) 28, Digital-ro 33-gil,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Guro-dong, Urim e-Biz center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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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응하고자,   

녹슬고 파손된 노후관을 새로운 관으로 신관화하는 갱생사업을 

30여 년 시행하고 있는 노후상수도관 갱생 전문회사 입니다. 

당사는, 안전한 수질과 안정된 품질의 경제적인 갱생기술을 확보

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내특허 17건, 미국특허 1건 외에 다수의 

실용신안과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신기술 인증 제519호, 제431호, 제273호와 검증 제119호를 

동시에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에 

개발된 "노후상수도관의 PE라이너를 이용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PPR공법)" 은 현재까지 164건 (연장 139km)의 시공실적을 갖고 

있으며, 수도사업자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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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라이너를
            삽입하는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2009  환경신기술검증 (제119호) "상.하수도관에 PE라이너를
            삽입하는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2014   환경신기술인증(제431호) "고밀도 PE라이너를 이용한 
            대구경 상수도관의 비굴착 보수공법"

˙2017   환경신기술인증(제519호) "PE라이너의 현장융착을
            이용하여 장대구간 시공이 가능한 상ㆍ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2017   국내특허 22건, 미국 특허 1건 외 다수의 실용신안과
            의장권을 보유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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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164건 연장 139km 

˙관경 : 600mm 이하 74km, 700~900mm 56km, 
           1000mm 이상 9km 

˙발주처 : 특별시 25km, 광역시 39km, 시·군 51km, 공사 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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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No.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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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 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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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ation of a NET No.431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2017  Designation of a NET No.519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2017  Hold twenty domestic patent rights,
            one United States patent right 

Product & Technology

Distinguishment of PPR 

· Suspected hazardous substances or materials
  are not used while a PPR constr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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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cases (length 139km)

· Pipe diameter : less than 600mm 74km,
  700~900mm 56km, over 1000mm 9km 

· Client: Seoul 25km, Metropolitan cities 39km,
  Cities 51km, K-water 24km 

· Main construction: Han River Bridge suspension
  water pipe rehabilitation, Ulsan industrial water
  pipe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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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저수조 / 코팅 / 보호통

(주)문창

(주)디케이금속

(주)대명콘스텍

(주)에코신화

은우산업

(주)동원기업

(주)켐씨텍

티오켐(주)

희양

주식회사 원진

(주)케이닉스공사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Moon Chang co.,ltd

D.K METAL CO., LTD.

DAEMYUNG CONSTECH CO.,LTD

Eco Shinhwa CO., LTD

EUNWOO INDUSTRY

DONGWON INDUSTRY CO., LTD

CHEM CTECH Co., Ltd.

Tiochem Corp.

Huiyang. Co. Ltd

WONJIN Co.

KNIX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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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B-6-1

㈜문창 | Moon Chang Co., Ltd

President 문성호 | Sung-Ho Moon

Add (704-8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6길 47  

     (704-833) 47, Seongseo-ro 36-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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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여년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힘써온 문창은 'STS 물탱크, STS 벽체패널, SPE 복

합형 저수조 등 상수도 저장시설을 제작/시공'하는 회사입니다.

문창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노

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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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및 특허

˙조달청우수제품지정: STS물탱크, STS라이닝, SPE/PE라이닝

˙KC(위생안전기준)인증: STS물탱크, STS라이닝, SPE/PE라이닝

˙KS(한국산업규격)인증: STS물탱크

˙K마크인증: STS물탱크, STS라이닝, SPE/PE라이닝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İSO9001

˙특허 26종

주요 제품 및 기술
SPE/PE 라이닝

˙조달우수제품, KC인증, 2014년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대상

˙스테인리스와 PE와 복합구조로 안전성과 위생성이 우수

˙우수한성능과 저렴한가격

보온일체형 물탱크

˙조달우수제품, KS인증, KC인증 2015년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대상

˙STS패널, 보온재, 마감재를 일체형으로 공장제작하여 품질/

   보온력 우수

˙코너 무용접 라운드로 모서리부의 응력집중 현상 방지

STS 벽체패널

˙조달우수제품, KC인증, 2013년 대한민국 신기술혁신대상

˙듀플렉스스테인리스 스틸 적용으로 내식성 우수

˙반영구적인 수명, 유지관리가 뛰어남

주요 제품 및 기술

˙각시군지자체,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배수지등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등 공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KCC건설등 1군

   건설업체

Moon-Chang has made concerted efforts in
supplying and protecting clean and fresh water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2.
The company continuously moves forward with
all employees working in harmony based on
faith that the best quality is a way to repay its
customers for protecting Moon-Chang all the
while, setting up ‘social development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by continuously improving
quality and establishing reliability of customer’
as its quality policy.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STS Water tank, STS Lining, SPE/ PE Lining

· Certificate of Hygiene and Safety Standards
   (KC): STS Water tank, STS Lining, SPE/PE
   Lining
·  Korean Industrial Standard Marking
   Certification (KS): STS Water tank
· K-mark Certificate (performance): STS Water
   tank, STS Lining, SPE/PE Lining
· Daegu Star company certificate
· Technically Innovative Small and Medium
  Venture Enterprise (INNO-BIZ)
· Certificate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9001)
· 26 kinds of patents

Product & Technology

SPE /PE Lining
SPE complex tank has the double structures
of Stainless Steel and Polyethlene, which is
permanently combined to the Concrete wall
by uti l izing SPE complex panel indorser to
prevent from any deformation Causing by crack
or deterioration of the structure, to maintain
raw water to be clean and Flesh without any
corrosion due to disinfection chlorine, which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preventing
from any induction of exterior contaminated
materials.

Stainless Lining
Stainless lining is the stainless panel fabricated
on the inner wall of the concreate structure
which generally directly contacted to water such
as in water treatment facility, drain field, water
purification facility, and ordinary building. It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ique that can
intercept water leakage due to deterioration
and hardness, so that the duarbility is increased
largely and hygiene and environmental protecction
is secured.

STS물탱크 (조달우수제품) SPE라이닝 (조달우수제품)STS라이닝 (조달우수제품) PE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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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금속 | D.K METAL CO., LTD.

President 이선동 | Lee seondong

Add (50924)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18-1 | (50924) 18-1, Hogye-ro 422beon-gil,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343-9860~1  FAX 055-343-9862  Web www.dkmetals.co.kr  E-mail il-su-seol@hanmail.net

주식회사 디케이금속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

로 고객감동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활동을 통하여 친환경

적이며 최고의 기능을 지닌 "높이조절이 가능한 밸브실"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등록 및 성능인정,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 품질인

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여러 지자체에 납품하여 호평을 받고 있

으며,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선 기술력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친환경적

인 밸브실의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전에 아

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벤처기업인증(기술보증기금)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지식경제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

˙싱글PPM 품질인증(중소기업청)

˙성능인증(중소기업청)

˙우수제품인증(조달청)

˙이노비즈인증(중소기업청)

˙KS I ISO-14001, KSI Q ISO 9001인증(한국국제규격인증원)

˙특허등록 10건, 디자인등록 17건, 실용신안등록 2건

주요 제품 및 기술

˙<밸브실>은 상하수도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관로에서 

다양한 밸브구조와 유량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인도, 소도로, 

이면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밸브의 청소 및 유지관

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구조물 형태입니다. 3축 체인 스프라

켓 방식의 높이조절장치에 경사각 조절 기술을 추가로 개발

하여 높낮이 조절과 경사 조절이 모두 가능하며, 제품 투입구 

가 밸브실 상부에 설치되어 밸브의 시공 및 교체가 편리하도

록 제작 되었습니다.

˙용접구조 일체형으로 완벽한 방수성

˙내외부 에폭시분체도장으로 내식성 우수

˙맨홀 높이조절장치 부착으로 맨홀뚜껑을 도로와 수평이 되게

   시공가능함. 높이조절범위 (1mm~200mm) - 한국기계연구원 

   하중시험, 비파괴검사 완료

˙구조적 안정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조검토)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주요공사

˙남해고속도로 (문산~원촌) 상수도이설공사

˙창원시 대방IC 확장공사

˙제주시 애월, 한림, 김녕지구 밭기반시설공사

˙세종시 명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김해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군 간양2리 지방상수고 시설공사

˙한국농어촌 밀양지사 밀양들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함안군 칠원2단계 하수관거 정비시행

˙음성군 무극리 상수도확장공사

˙강릉시 강릉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의령군 동부권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시흥시 은행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거창군 웅양2단계 (원동, 학동)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충주시 엄정면 도룡마을 급배수관시설공사

˙광주광역시 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삼척시 태백권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공급사업  

˙영양군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납품실적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각 지자체

DK Metal Co., Ltd. has successfully developed "height 
- adjustablevalve room" with environment friendliness 
and best performance through cons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lient impression based on "best 
technology” and "best quality," and has acquired 
patent registration, performance recognition,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certification and such quality 
certifications, and is getting great reviews from supplying 
to various domestic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is 
putting in best efforts to advance to foreign markets. 
With the technological capacity one step ahead, it strives 
for the leap to world-class company of environment-
friendly valve room along with security of next-generation 
growth drive, asking for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Certificate & Patent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technology guarantee 
    fund)

˙Component, material specialist company certificatio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no Biz small/medium business cert i f ication
    (Small/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ingle PPM quality certif ication(Small/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Performance certification(Small/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xcel lent product cer t i f icat ion(Publ ic Procurement
    Service)

˙Inno-Biz certification (technology guarantee fund)

˙KS I ISO-14001, KSI Q ISO 9001 certifications
    (Korea International Standards Certification)

˙Patent registration 10EA, design registration 17EA, 
    utility model 2EA

Product & Technology
˙<Valve room> is a product installed below pedestrian   
path, small road, or ulterior road to manage various 
valve structures flowmeter in drainpipe supplying 
agricultural water and water/wastewater work, in the 
form of a structure manufactured for easy cleaning/  
maintenance of valve. The 3-axis chain sprocket- 
type height adjustment device and inclination angle  
adjustment technology were additionally developed to 
enable height adjustment and inclination adjustment, 
and product inlet is installed at the top of the valve room 
for each installation and replacement of valves.

˙Perfect waterproofing with al l- in-one welding 
    structure

İnternal/external epoxy granular painting for excellent 
    corrosion-resistance

˙Manhole height adjustment device is attached
   for installation where manhole cover is level with the   
    road. Height adjustment range (1mm~200mm) -  
    Korean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load test, 
    non-destruction test completed

˙Structural stability(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structure review)

Performance
˙Major construction

˙Namhae Expressway(Munsan~Wonchon) waterworks 
    shifting construction

˙Changwon Daebang IC expnsion works

˙Jeju Aewol, Hanlim, Gimnyeong district farmland 
    infrastructure works

˙Sejong Myeonghak general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waterworks construction

˙Gimhae Techno Valley general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waterworks installation

˙Yesan-gun Ganyang 2-ri local waterworks tank facility 
    works

˙Korea farm/fishery village Milyang branch Milyang 
  surface water reinforcement developme business

˙Haman-gun Chilwon stage 2 sewage pipe 
    maintenance

˙Eumseong-gun Mugeuk- ri waterworks expansion

˙Gangneung Okgye general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waterworks construction

˙Eui ryeong eastern region water works installation

˙Shiheung Eunhang-dong Daewoo Prugio Apartment 
    old pipes replacement

˙Geochang-gun Wungyang stage 2 (Won-dong, Hak-
    dong) local waterworks installation

˙Chungju dorong Village water supply pipe facility 
    construction

˙Gwangju small block block system construction work

˙Samcheok Taebaekwon Wide area waterworks Direct 
    branch supply business

˙Yeong-yang-gun Local waterworks rehabilitation 
    business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Jeju-do Jeju-si, various local 
governments

높이조절장치 돔형(밸브실) 원형(밸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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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콘스텍 | DAEMYUNG CONSTECH CO.,LTD

President 신영태 | Young-Tae Shin

Add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800 

      3800, Nambu-ro, Samseung-myeon, Boeungun, Chungcheongbuk-do, Korea

TEL 02-831-1560    FAX 02-831-1563    Web www.dmcst.com    E-mail dmcst@dmcst.com

㈜대명콘스텍은 1988년부터 친환경 도료형 무기질계 바닥재

를 국내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함수율 100% 습윤

상태에서 프라이머 없이 시공이 가능한 무기질계 바닥마감재

의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으로 건물, 건축에서 요구되는 고

품질의 친환경 무기질계 표층마감재를 연구.개발하였습니다.

세계 최다 기능성 무기질 표층마감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세계

일류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품질경영인증 ISO 9001

˙환경경영인증 ISO 14001

˙환경표지인증 (SB-1000, SC-930 T-3, SC-930 T-5)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SB-1000)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특허증 (콘크리트 함수율 100% 습윤상태에서 프라이머 없이

   시공이 가능한 무기질계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바닥마감재

   도료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바닥재

   시공방법)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SB-1000)

˙한국할랄인증 (쎌레코트, 쎌레코트-써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기업)지정

주요 제품 및 기술
주요제품

˙무기질계 바닥마감재 SELLECOAT SC-930 : 쎌레코트는 ㈜

대명콘스텍이 1988년도에 국내최초로 응용, 고안한 친환경

고성능 무기질계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바닥마감재로서, 대

기습도 100%와 함수율100% 젖어 있는 콘크리트에 도포되

어 수화반응 작용으로 견고한 막을 형성합니다. 선진국에서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무기질계 폴리머 도료형 바닥마감

재로서 변색없는 색상의 안정된 노출성과, 최소에서 최대 도

막의 두께형성, 함수율 100%, 습윤바탕과 높은 대기습도에

적용 될 수 있는 세계 최다 기능성 친환경 고성능 무기질계

마감재입니다. 국내특허 와 국제특허 PCT출원을 완료하고,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판매,

각종 박람회 참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무기

질 마감재로써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무기질도막방수재 SELLECOAT-SUBA SB-1000 : 쎌레코트

와 같은 아크릴/무기질계 방수/방식 표면마감재로서 양생완

료 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수도용 KC인증,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며, 변색없는 색상의 안정된 노출성과, 최소에서

최대 도막의 두께형성, 함수율 100%, 습윤바탕과 높은 대기

습도에 적용 될 수 있는 세계 최다 기능성 친환경 고성능 아

크릴/무기질계 방수/방식 표층마감재입니다.

기술
특허 제10-1366514호

DAEMYUNG CONSTECH CO.,LTD has developed
an environment-friendly paint type inorganic-based
flooring since 1988 in Republic of Korea first. In
the floor/waterproof material of inorganic owns the
best manufacturing technology world, we produce
the best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ISO 9001
· ISO 14001
· ECO-LABEL
· KC
·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 PATENT(No-primer type paint composition for
  water-proof, erosion-proof, preventing and
  flooring system and construction method using
   thereof)

Product & Technology

Product
· Inorganic flooring SELLECOAT SC-930
· Inorganic waterproofing coating SELLECOAT- 
  SUBA SB-1000
Technology
· Patent No. 10-136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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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코신화 | Eco Shinhwa Co.,Ltd.

President 김봉일 | Kim bong il

Add (11167)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교2길 106-104 | (11167) 106-104, Jeonggyo 2-gil, Jeonggyo-ri,

       Gasan-myeon, Po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031-543-4564    FAX 031-543-4570    Web www.에코신화.com    E-mail mama0294@naver.com

(주)에코신화는 폐기물 처리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비닐류를 수거하여 제수밸브 보호통, 통

신맨홀 및 지주받침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본 제품들의 개발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정부의 재활

용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나 목재의 대체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에 테스트를 꾸준히 의뢰하여 인장

강도, 굴곡강도 및 정하중시험 등을 시행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

지하고 있으며 제품가격과 기술경쟁력으로 기업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2010.

˙2011.

˙2013.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7.

˙특허 10건 디자인등록 1건

주요 제품 및 기술

˙지면아래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에는 물의 흐름을 단속

하는 제수밸브가 결합되어있고 밸브는 각종 공사를 하는 과

정에서 물의 흐름을 개폐시킨다.

˙본사의 제품은 상수도 개폐장치인 제수밸브를 보호하고 상수

도 관로의 개폐중에 삽입할 수 있는 삽이공이 형성되는 상수

도 제수밸브 보호덮개이다.

˙폐합성수지를 자원으로 사용하므로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오

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아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종래의 시공법에서는 벽돌과 시멘트몰탈로 시공하므로 시멘

트 양생시간이 있었으나 본사의 제품은 벽돌시공과 시멘트양

생시간을 제거하여 공사 시간을 단축하며 시공성 또한 우수

하다.

ECO MYTH Co.,  Ltd is a company where 
manufactures a protective sleeve for sluice valve,
communication manhole, pole supporter and 
etc. by collecting vinyls to be commonly wasted 
as domestic waste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waste disposal.
Our company is conduc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s to either concrete or 
timber in order to meet the recycl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as being dedicated to preserving 
the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products.
We have been maintaining their highest quality 
by carrying out tensile strength, flexural strength, 
static load test, and so on while steadily requesting 
tests from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and 
have been enhancing our company‘s position 
as the price of the product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Product & Technology

· Water valve to regulate the flow of water is

combined with pipe line in water supply systems 

installed below the earth‘s surface, and the valve 

opens and closes the flow of water in the course 

of various construction.

· Our products is a protective cover for the water 

valve in the water supply systems, which protects 

the water valve, namely, closing and opening 

device in the water supply systems, and where 

inserting holes to be inserted during switching 

the pipe line of the water supply systems are 

formed.

· We are using the waste synthetic resin as a

resource, so that it can lower the cost,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be repeatedly 

used because it is not damaged by installation 

as a material that is not corroded or damaged.

· In the conventional construction method, there

was the curing time of cement because it was 

constructed by both bricks and cement mortal, 

but our products can shorten the construction 

time by reducing the curing time of the cement 

and the process of the brick construction, and 

moreover they have excellent workabilit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종합재활용업 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GR인증획득

ISO9001

환경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

벤처기업확인

유망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직무발명우수기업

한국기계가공학회 최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포천시중소기업대상 수상

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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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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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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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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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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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산업 | EUNWOO INDUSTRY.

President 최희선 | Hee-Sun Choi

Add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121-13

       1121-13 Hwayang-ri, Hwayang-myeon, Yeosusi, Jeollanam-do, Korea

TEL 061-762-2193    FAX 061-762-2194    Web www.eunwoo.co.kr    E-mail eunwoo2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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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 목적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상용화

와 제품에 대한 특허등록, 성능인증등을 취득하여 수처리업계

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은우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된 기술력을 앞세워 친환경

제품개발을 통해 수처리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현황

조달우수제품인증/ISO9001, ISO14001/KC인증/성능인증/

INNO-BIZ인증/직접생산증명/벤처기업확인서/기업부설연구

소/여성기업/환경표지인증

제품기술현황

콘크리트STS일체형물탱크/PP시트라이닝방수/무용접패널 도

류벽/약품자동재투입장치/여과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콘크리트STS 일체형 물탱크

˙스테인리스 재질(STS444)로 위생성 및 내구성이 좋고, 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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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 등 다양한 원소를 첨가한 철제 합금강으로 일반강에 

   비해 내식성이 뛰어난 STS444판재를 사용

PP시트 방수라이닝

˙폴리프로필렌(PP)수지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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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 등을 선택적으로 제거

˙고분자 화합물을 활용하여 질소,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흡착

  수원의 변화에 쉽게 대처할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재생으로

   운영비의 소모가 적음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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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rmance 
certifications through the ceaseless investment 
and R&D to deliver clean water to our valuable 
customers based on the technology considering 
customers f i rs t .  Eunwoo Indust ry  w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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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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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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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시트 방수라이닝무용접STS패널도류벽 배수지용 재염소투입기 정수처리 시스템콘크리트STS일체형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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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생명」이다! 라는 이념을 가지고 깨끗한 물, 먹는물을 공

급하기 위해 연구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 및 개발에 주

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동원기업은 물탱크 제조 전문 업체로, 기술 및 품질 개

발을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경북 신성장 기업 표창』『ISO 

9001  인증』『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중소기업청 성능인

증』다수의『특허 및 실용』『벤처기업』『우수 발명품』『스테인

리스 물탱크 단체 표준 인증』『K마크』『KC 위생안전기준』등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는 물을 생명으로 

여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STS 물탱크, STS 도류벽 물

탱크, 지하 매설용 STS 물탱크, 스테인리스 라이닝 (리모델링)등

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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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표창

˙조달 우수제품 지정 (STS 도류벽 원통형 물탱크)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STS 도류벽 원통형 물탱크)

˙조달 우수제품 지정 (STS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 

   - 라이닝

˙조달 우수제품 지정 (내부오염방지 및 정화구조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STS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 

- 라이닝

˙조달 우수제품 지정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물탱크) - 라이닝

İSO 9001 품질 인증

˙스테인리스 물탱크 단체표준인증

˙우수발명품 (라이닝)

˙벤처 기업 확인

˙특허증: 도류벽이 구비된 저장탱크

물탱크의 조립구조

정수 처리장치가 구비된 물탱크

정수처리용 이중 격벽 저장탱크

플랜지 이음 정화 수단을 갖는 물탱크

    스테인리스 패널을 내측에 구비한 물탱크

    지하매설용 물탱크 및 이의 시공방법

    지하매설용 물탱크 및 그 시공방법

    정화 기능을 갖는 물탱크의 제조 방법

    콘크리트 벽체 패널을 갖는 물탱크 제작 방법

    콘크리트 내부 물탱크 결합구조

˙실용신안 : 물탱크

˙디자인 : 물탱크 투시창/토목 건축용 물탱크 3종

주요 제품 및 기술
1.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물탱크『조달 우수제품』

 『특허 제10-1408243호/1164495호/1164961호』

˙본 기술은 물탱크 내부에 도류벽을 설치하여 유로를 연장함

으로써 염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대장균, 세균, 미생

물의 발생을 저감하고, 정체수가 발생 할 수 있는 코너부위

에 각을 주어 사수를 방지하는 기술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벽면과 판넬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신속히 자연적인 방법으

로 부력 현상이나 부식을 최대한 방지함

˙중요 부위에 겹치기 용접하여 견고하며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짐

˙물탱크의 크기와 용수에 따라 설치가 가능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

2. 내부오염방지 및 정화구조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조달 우수제품』,『특허 제10-1375079호』

˙물탱크 내부의 물때, 녹 및 스케일 발생 방지를 위한 이온화

필터가 있어 항상 깨끗한 물을 저장 할 수 있음.

˙중앙 지지대가 오버플로우관의 기능을 겸하며 오버플로우에

삿갓 모양의 부유물 제거부를 설치하여 유입된 이물질을 효

과적으로 제거

˙물탱크 내부에 순환측벽 및 유동홀을 설치하여 수압을 분산

하여 안전성을 극대화 하고 정체수를 방지하여 위생성을 높

임

3.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특허 제10-0736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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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정압력이 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형성되고, 반영구적

인 수명

˙겹치기 용접 방식으로 제작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없음

˙물탱크 내부에 별도의 보강재가 없고, 청소 맨홀을 바닥

보다 낮게 시공하여 청소가 용이

˙누수에 의한 유지 관리비 및 수압으로 인한 물탱크 파손

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관리비를 크게 절약

˙스테인리스 재질로 물과 친화력이 있고, 친환경적인 소

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탱크

4. 스테인리스 도류벽 물탱크『특허 제10-0597877호』

 『특허 제10-1408243호/1164495호/1164961호』

˙원통형으로 물탱크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는 도류벽

구조

˙염소와 물의 접촉 시간을 최고의 CT값으로 산출

˙물의 미세한 이물질 등을 1차, 2차, 3차적으로 정화하는

기능

˙물 관리를 위하여 내장형 배관으로 설치하여 동파 방지

가 탁월

˙청소 맨홀을 바닥보다 낮게 설치하여 물 빠짐이 용이하

여 청소등의 관리가 용이

˙자연친화적이고 미관성이 아주 우수한 인조바위 모양 및

담장모양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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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며 지상의 공간을 절약하고 설

치 장소에 제약 없이 지하에 매설 가능

˙측판을 보강파이프로 보강하고, 별도의 거푸집과 콘크리

트 내부의 철근이 필요없이 콘크리트 타설하여 측판을

형성함으로서 물탱크 제작이 용이

˙대형 물탱크의 경우에는 특허『특허 10-0597877호』도

류벽으로 설치 할 수 있음

˙내통과 외통을 보강파이프로 용접부위를 보강함으로서

견고한 구조이며, 누수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효과

˙물탱크의 구조의 강도를 개선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2011.01 성주군 도류벽 물탱크 1250 TON

˙2011.01 봉화군 도류벽 물탱크 1000 TON

˙2011.04 성주군 도류벽 물탱크 1250 TON

˙2011.08 경북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라이닝 1242㎡

˙2011.10 충남 서산시 도류벽 물탱크 1350TON

˙2011.10 충남 서산시 도류벽 물탱크 2000TON

˙2012.01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도류벽 물탱크 2400TON

˙2012.06 성주군 도류벽 물탱크 1100TON

˙2012.06 충북 청원군 상수도사업소 라이닝 1296㎡

˙2012.09 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라이닝 1139㎡

˙2013.01 영천시 도류벽 물탱크 650TON

˙2013.07 강원도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라이닝 2602㎡

˙2013.09 경주시 도류벽 물탱크 800TON

˙2014.09 충북 영동군 도류벽 물탱크 1000TON

˙2015.12 경북 성주군 상하수도 사업소 라이닝 1403㎡

˙2016.02 경북 울진군 맑은물 사업소 라이닝 2,291㎡

˙2016.05 경북 상주시 내부오염방지 및 정화구조 물탱크
   650 TON

˙2016.12 제주특별시 내부오염방지 및 정화구조 물탱크
   500 TON

˙2016.12 경북 영천시 내부오염방지 및 정화구조 물탱크
   1,000 TON

˙2016.09 경북 봉화군 라이닝 2,233㎡

˙2016.06 경북 경산시 라이닝 2,940㎡

㈜동원기업 | DONGWON INDUSTRY Co.,LTD.

President 우영배 | Young-Bae Woo 

Add (770-911)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837

 (770-911) 837,Geumbak-ro, Daechangmyeo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TEL 053-811-5454    FAX 053-811-4334    Web www.dwkorea.kr    E-mail dong5454@hanmail.net

도류벽이 구비된 스테인리스 물탱크 스테인리스 벽체 패널 물탱크 (조달우수제품 지정) 내부오염방지 및 정화구조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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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씨텍 | CHEMCTECH Co.,Ltd.

President 신현덕 | Hyun-deok Shin

Add (1011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839, 307호(사우동, 보보스프라자)  

      (10110) Bobos Plaza307, 839Gimpo-daero,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031-922-0014    FAX 031-985-0774    Web www.chemctech.com    E-mail eco-c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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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ISO 14001 인증

˙벤처기업인증

˙자율안전확인필 제 B071H136-9001

˙특허 제 10-0808373호 [옥내급수관 세척용 세정제 조성물]

˙특허 제 10-1140217호

   [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지 세척용 친환경세척제 조성물]

˙특허 제 10-1274012호

   [상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면 처리방법]

˙특허 제 10-1514382호

   [수조용타일 및 수조용 타일의 제조방법]

˙특허 제 10-0988365호[콘크리트 수조의 패널 접착용 조성물]

˙특허 제 10-1167257호[콘크리트 수조용 방오성 타일]

˙특허 제 10-1535645호[철근콘크리트 수조의 타일의 접착제

   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 및 그것의 제조방법]

˙특허 제 10-0906653호[콘크리트 수조의 표면처리공법]

˙특허 제 10-1596816호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

   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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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독, 세척제입니다.

CHEMCOATILING [켐코타일링공법]

상수도 구조물 내벽은 상시담수 및 다양한 수처리 약품사용 등

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의 사용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막식 방수방식의 경우 용해 -

수포발생 - 도장면 파손박리 - 구조물노출로 이어져 많은 문

제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착식 자재들의 경우

경제성 및 내구성에 대한 단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켐코타

일링은 부착식 공법으로서 위생성, 내구성, 내화학성이 뛰어나

고 우수한 강도와 광택을 가지는 수조용 자기질 타일로 내벽을

마감하여 구조물과 수질을 보호하고 방오성과 내세척성이 우

수하여 구조물 유지관리에도 효과적인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

수도 구조물 내벽처리공법 입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

˙대전시 수도시설사업소/정수사업소

˙경기도 시군 정수사업소

˙경주시 맑은물사업소/정수사업소

˙충청권 상하수도사업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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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sition of Ecological

Cleaning Agents for Cleaning Service of Indoor
Water Supply Pipes

·  PCT 10-1140217 - Eco-friendly detergent
composition for cleaning water reservoir

·  PCT 10-1274012 - Treatment methode of
concrete sturcture''s inside wall for waterworks

·  PCT 10-1514382 - Tile for water tank and
manufacuring method thereof

·  PCT 10-0988365 - A Compisotion for panel
adhesion of concrete water tank

·  PCT 10-1167257 - Antifouling tile for concrete
water tank

·  PCT 10-1535645 - Adhesives of tile that also
used as joint filler available to the reinforced
concrete water tank and manufacuring method

thereof
·  PCT 10-0906653 - Process for treating surface

of concrete water tank
·  PCT 10-1596816 - Method of treating concrete 

structure for water and sewage applying                     
adhesive of tile also used as joint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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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abil ity in

maintaining the structure is effective for sanitary

and safe water supply for the structure lining

material.

Certificate & 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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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켐씨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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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켐㈜ | Tiochem Corp.

President 노창섭/장선웅 | Chang-Sup Noh/Sun-Woong Jang

Add (565-90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8로 80  

      (565-902) 80, Wanjusandan 8-ro, Bongdongeup, Jeollabuk-do, Korea

TEL 063-291-7750    FAX 063-291-7753    Web www.tiochem.com    E-mail tiochem23@naver.com

티오켐 주식회사는 국내 최초로 나노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세라믹수지도료를 제조 공급하는 기업으로, 세라믹수지를 이

용하여 도료분야, 코팅제부분을 개척하는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고기능성 산업도료와 친환경 도료를 생산하는데 주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신소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기술혁

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경, 생명 및 화학공학의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고 나노분야에서 21세기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건설신기술 (NET) - 국토교통부

˙신제품 (NEP)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제품지정 - 조달청

˙환경표지인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생안전기준 (KC) -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내외 특허 28건 (등록 21건, 출원 7건)

주요 제품 및 기술
국내 최초로 "나노 세라믹수지"를 개발하여 적용한 나노 세라믹수

지도료(세라수)와 세라믹 코팅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노 세라믹수지도료(세라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나노사이즈의 무기소재로 침투력이 탁월하고 고부착성

및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둘째, 기존의 석유수지를 적용한 일반도료와는 달리 세라믹수지

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내약품성 및 불연성이 우수합니다.

셋째, 나노 금속산화물졸이 미세한 공극까지 깊이 침투함으로

써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론이고 스테인레스, 타일, 아연도금

등과 같은 다양한 금속기재와도 호환성이 우수합니다.

넷째, 일반도료와는 달리 다양한 반응기를 가지는 복합실란 합

성기술로 기존 구도막과 일체화를 이루어 보수도장 공사에도

우수합니다.

다섯째, 상도에 오염방지기능으로 미관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절

감 효과가 있습니다.

Tiochem Corp. is a company which manufactures
and supplies the ceramic resin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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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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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label certification - KEITI
· KC(Korea Certification)
· Domestic and inter national patents -
  28CASE(registration : 21, patent application : 7)

Product & Technology

We are mainly producing Nano Ceramic Resin

Paint(CERASU) and ceramic resin which is

applied by developing the nation’s first “Nano

Ceramic Resin”. The main features of nano

ceramic resin paint(CERASU) is firstly, it is nanosize

material and has excellent penetrating depth,

adhesiveness and durability. Secondly, unlike the

existing general paints applied petroleum resin,

nano ceramin resin paint(Cerasu) is eco-friendly

and superior in durability against chemicals

and incombustibility. Thirdly, it is compatible

with various metal meterials such as stainless,

tile and zinc as well as concrete structures by

permeating Nanoscale metal-oxide jol deeply

into micropores. Fourth, unlike existing general

paints, it is superior in repair and painters works

making unification with existing previous painting

with compositing technology of synthetic Heated

RotatingSemiconductor Wafer from Silane. Fifth,

as a function pollution prevention at top coating,

it has beauty and maintenance costs savings.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Performance
구분 적용대상물 구분 적용대상물

수처리 구조물

·정수시설(정수지, 침전지, 배수지, 배수관)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관거)

·저류시설(우수저류조, 펌프장)

도로 구조물

·강구조물, 교량, 육교 등

·터널, 지하차도 등

·교통시설물(표지판등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가드레일 등)

해양 구조물
·선박, 연육교, 배수갑문, 수문 등

·항만시설(계류시설), 담수화시설 및 해양 레져시설
일반 구조물

·옥상방수

·기계실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공사기능성 코팅제
·스마트폰 지문인식 센서 코팅제, 불연판넬, 주방용

·코팅제 등

Classification APPLICATION Classification APPLICATION

Water
process

·Drainage and water purifying plant
·Sewage water disposal plant and
    wastewater disposal plant
·Undercurrent facility

Road
structure

·Steel structure
·Tunnels and tiles
·Sign boards traffic signal lamps street lights

Sea structure
  Maintenance of drainage floodgate and
  the dams General

structure   Waterproof in rooftop and bottom
Functional
coatings

Coating material for electronic products,
nonflammabl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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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B-1-3

㈜희양 | Huiyang. Co. Ltd

President 정종철 | Jeong Jongchul

Add (48547) 부산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종합실습관 103호  

      (48547) 103, Business incubation, Bukyong National Uni, 365, Sinseon-ro, Nam-go, Busan, Korea

TEL 051-553-3344   FAX 051-517-1700   Web www.huiyang.co.kr   E-mail huiyang4900@naver.com

02/01   ㈜희양건설설립

09/09  공장등록 (구서동)

11/03   특허 등록 (10-1027345 ; 스터드 그립 시트 저수조)

12/04  양산공장 사업자 및 공장등록

12/08   특허 등록 (10-1177341 ; 스터드그립시트를 이용한…)

12/10    디자인 등록 (30-0663146 ; 건축용 시트 고정구)

13/05   디자인 등록 (30-0693913 ; 라이닝용 시트)

14/01   특허 등록 (10-1354079 : 자동스터드 열접착 장치 및 그 

          장치에서 제조된 스터드 그립 시트)

14/02   KC인증 (PP, PE시트)

14/09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인증

16/03   (주)희양 창업

16/04   (주)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16/06   (주)희양 연구소기업 지정

Core Technology of Stud Grip Sheets(SGS)

SGS Features

An installed SGS is fully integrated into the 
concrete structure.

· Stud’s thermosetting integrity into PE Sheet with
64mm-space : An SGS-installed structure is 
waterproof even after inner/external pressures are 
repeatedly applied.

· An SGS is impregnated and integrated into concrete. 
: An SGS doesn't come off when water repeats to be 
stored in and drained from large water tanks and the 
sheet is easily constructed in the inside of large-scale 
sewage pipeline.

· The water and air coming from the outside of the 
tanks—without a drain separately installed between 
the wall and sheet—can be discharged through an 
Hshaped connector built in the upper end of the 
tanks, which helps achieve stability of the structures.

Why SGS?

An SGS helps reduce costs and ensures stability 
in coping with hazards.
· Existing products are poor durable which use coating

agents or are dry- and wetprocessed (acid-resistant 
tiles, conductive tiles: 100% foreign products). And It 
can prevent safety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incur 
expenses for repairs due to weights of forklifts and 
heavy cargos.

· An SGS is a semi-permanent wet processed and of
multiple functions (acid-resistant and conductive), 
which is home-manufactured. Accordingly, it helps 
achieve stability of production/supply and reduce 
costs for maintenance.

주요 제품 및 기술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Performance

Product & Technology

인증 및 특허

수행일자 공사내용 발주처

2004.01 ~ 청계천 복개공사2공구 신설 암거 라이닝 공사 LG건설

2004.09 ~ 심층수 저장시설 PP 라이닝 공사 해양연구원 (강원도)

2005.03 ~ 함안 칠서 용수 저장시설 PP라이닝 공사 LG(경남)

2006.04 ~ 아파트형 공장 용수저장 시설PE 라이닝 공사 LG전자

2006.06 ~ DE-WATER 저장 및 처리시설 PE라이닝 공사 LG전자

2006.10 ~ 공업용수 저장시설 PE라이닝 공사 LG

2008.03 ~ 고촌 배수지 PE라이닝 공사 부산 상수도 본부

2008.05 ~ 폐수 처리시설PE라이닝 공사 (1,000t) 풍산금속 (온산)

2009.06 ~ 정수장PE-LINING 공사 LG화학(울산)

2009.06 ~ 봉화 단무지 공장 바닥 PE라이닝 공사 봉화단무지

2009.07 ~ 풍산금속동래 페수처리장 PE라이닝 풍산금속 (부산)

2009.08 ~ 폐수처리장 탱크 PE라이닝 공사(4,500t) LG하우시스 (울산)

2009.09 ~ 마산경동아파트 물탱크 PE평시트라이닝 공사 경동

2009.10 ~ 괴정경동아파트 물탱크 PE평시트라이닝 공사 경동

2010.01 ~ 풍산금속 광하아파트 사택물탱크 PE라이닝 풍산금속 (부산)

2010.02 ~ 한국아연POND방수 PE라이닝 보수공사 한국아연

2010.05 ~ 빙그레 음용수 저장시설 PE라이닝 공사 빙그레

2010.11 ~ NEO-1 Project 불소폐수 탱크설치 PP라이닝 (3,000t) 효성

2010.12 ~ 김천시600@하수관 전체보수 PE라이닝 갱생 한진중공업

2011.01 ~ 우단시스템㈜신축 옥상 PE 라이닝 방수공사 우단시스템

2011.02 ~ 황산탱크 PP 내부라이닝 보수보강 공사 태광

2011.05 ~ 연기군 군민 체육관 물탱크 보수PE라이닝 공사 연기군

2011.05 ~ 음성군 감곡배수지 증설 내부 PE라이닝 공사 음성군

2011.11 ~ 덕포 경동메르빌아파트신축 PE라이닝공사 경동건설

2011.11 ~ 소매물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PE라이닝) 통영시

2011.12 ~ NF3(삼불화질소)폐수처리장 내부PP라이닝신설 효성

2012.01 ~ 수소산 저장탱크 내부 보수PE 라이닝 공사 (붕불산저장조 5mm, 3,000t) 삼아트론 (고려제강)

2012.01 ~ 중국소디프진강공장 불산폐수처리장PP라이닝(수출) 소디프 (O.C.i)

Calender Start Date Details Customers

Jan. 2014 Lining installation of closed conduit of Cheonggyecheon Stream(2zone) Restoration construction LG Engineering & Construction

Sep. 2004 PP Lining installation of deep-water storage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Gangwon-do province)

May. 2005 PP Lining installation of Water storage facility in Chilseo, Haman LG (Kyungnam)
Apr. 2006 PE Lining installation of Water storage facility for the Apartment Type Factory LG Electronics
Jun. 2006 PE Lining installation of DE-WATER storage & treatment facility LG Electronics
Oct. 2006 PE Lining installation of industrial-water storage facility LG
Mar. 2008 PE Lining installation of water distribution reservoir in Gochon Busan Water Authority
May. 2008 PE Lining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1,000t) Poongsan Metal (Onsan)
Jun. 2009 PE Lining installation of filter plant LG Chem Ltd. (Ulsan)
Jun. 2009 PE Lining installation of Picked radish factory in Bonghwa Bonghwa picked 

radish company

Jul. 2009 PE Lining installation of Dongnae wastewater treatment plant of Poongsan Metal Poongsan Metal (Busan)
Aug. 2009 PE Lining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tank (4,500t) LG Housys (Ulsan)
Sep. 2009 PE-Sheet Lining installation of Kyungdong Apt.’s water tank in Masan Kyungdong
Oct. 2009 PE-Sheet Lining installation of Kyungdong Apt.’s water tank in Goejeong Kyungdong
Jan. 2010 PE Lining installation of water tank of Gwangha Apt.,Poongsan Metal’s company house Poongsan Metal (Busan)
Feb. 2010 Waterproof PE Lining repair work of Korea Zinc pond Korea Zinc Co., Ltd.
May. 2010 PE Lining installation of Binggrae’s drinking-water storage Binggrae
Nov. 2010 PE Lining installation of Fluoride-including Waste Water tank, 3,000t, (Project NE1) Hyosung
Dec. 2010 PE Lining rehabilitation of 600 drains in Gamcheon City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Jan. 2011 PE-lining waterproof construction of a new-built rooftop of Woodan system Co., LTD. Woodan system
Co., LTD

Feb. 2011 PP-lining repairs & reinforcements of sulfuric-acid tank Taegwang
May. 2011 PE-lining installation of the gymnasium’s water tank for local residents in Yeongi-gun Yeongi-gun
May. 2011 PE-lining installation of an expanded Gamgok water distribution reservoir, Eumseong-gun Eumseong-gun
Nov. 2011 PE-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Kyungdong Merbil Apt. in Deokpo Kyungdong Construction

Industry Co., Ltd.

Nov. 2011 PE-lining installation of the Stormwater Detention Facility in Somaemuldo Island Tongyeong City
Dec. 2011 PP-lining installation of the NF3-includ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Hyosung
Jan. 2012 PE-lining installation of the HF storage tank (5mm FluoroBoric-acid storage, 3,000t) SAMATRON Co.,Ltd.(Korea

Steel Manufacture)

Jan. 2012 PP lining installation of HF-includ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of O.C.I Jingang factory in China O.C.I

Calender Start Date Details Customers

Jan. 2012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Kyungdong Merbil Apt.’s water tank in Yeonsan Kyungdong
Feb. 2012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Kyungdong Merbil Apt.’s water tank in Yangsan Kyungdong Construction
Jul. 2012 PE lining repairs & reinforcement of Daewoo 2nd Apt.’s water tank in Leecheon Daewoo 2nd Apt.
Sep. 2012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officetel’s water tank in Jungang-dong, Busan Kyungdong Construction
Oct. 2012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rented Apt.’s water tank in Deoggye-dong, Yangsan Kyungdong Construction
Nov. 2012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officetel’s water tank in Bujeon-dong, Busan Kyungdong Construction
Dec. 2012 E lining(400㎡) installation of factory floor & HCl storage in Ulsan Bibong Cheminals Co.,Ltd.
Jan. 2013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Kyungdong Hana Merbil Apt.’s water tank in Jung dong Kyungdong Construction
Feb. 2013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Centum Merbil Apt.’s water tank in Minrak-dong Kyungdong Construction
Jun. 2013 PE lining installation of FluoroBoric acid tank and coating agent tank (1,000t) Kistron (Korean 

Steel Manufacture)

Jun. 2013 PP lining installation of Stainless-steel Tank of sulfuric & Hydrofluoric acid Kistron (Korean 
Steel Manufacture)

Mar. 2014 PP lining installation of a device that prevents liquid from leaking on the PM HF washing room’s floor Chemtronics
Jun. 2014 PE lining installation of conductible and acid-resistant floor of detonating-powder storage (300m2, 8t) Poongsan
Apr. 2014 Waterproof lining installation of factory’s rooftop Jinyoung Korea
May. 2014 Waterproof lining installation of PSMC-plating factory’s rooftop Poongsan
Jun. 2014 PE lining repairs of 3LH water tank in Mora Cheonil Co.,Ltd.
Jul. 2014 PP lining for PP-FS sheet tank (Export) Daesang Techron
Aug. 2014 PE lining repairs of the inside raw-wastewater sump LG Housys
Sep. 2014 PP-SGS waterproof of the bathroom floor of H innerwall production support center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Oct. 2014 PE-lining repairs of the liner system in lactic-acid waste landfill Yangsan-si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Oct. 2014 PE lining installation of a new-built Kyungdongleein Apt.in Jurae Kyungdong
Construction Co., Ltd.

Jan. 2015 PE lining installation of seawater-inflow manhole of Jagalchi market Busa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Jan. 2015 PP lining installation of the floor of acid-pickling treatment plant Posco Specialty Steel co. ltd
Feb. 2015 PP remodeling of the floor of HF-OLED PM room (Sejong factory) Chemtronics
Mar. 2015 Final floor repairs of vacant room floor (PE-conductive lining) Poongsan
Apr. 2015 PE lining repairs of water tank in Lee-lun temple (Plastering Method) Lee-lun temple in Injesan

mountain

Jun. 2015 PE-3MM repairs of Busan kyungyeong high school’s rooftop Busan kyungyeong
high school

Apr. 2016 Lining installation of Leachate pump station of the 3rd landfill in metropolitan areas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수행일자 공사내용 발주처

2012.01 ~ 연산 경동메르빌아파트신축 저수조 PE라이닝 경동건설

2012.02 ~ 양산경동 메르빌아파트신축 저수조 PE라이닝 경동

2012.07 ~ 대우이천2차아파트저수조 PE라이닝 보수보강 대우이천 2차

2012.09 ~ 부산중앙동오피스텔신축 저수조 내부PE라이닝 경동건설

2012.10 ~ 양산덕계경동임대아파트신축 저수조 PE라이닝 경동건설

2012.11 ~ 부산부전동 오피스텔신축 저수조내부PE라이닝 경동건설

2012.12 ~ 울산염산저장시설및 공장바닥 PP라이닝(400m2) 비봉케미칼

2013.01 ~ 중동하나경동메르빌신축 저수조 PE라이닝 경동건설

2013.02 ~ 민락동 센텀메르빌아파트신축저수조PE라이닝 경동건설

2013.06 ~ 도금 액탱크 합리화 붕불산 탱크 PP라이닝 (1,000t) 키스트론 (고려제강)

2013.06 ~ 황산,수소산 스텐탱크 내부PP 라이닝 제작 키스트론 (고려제강)

2014.03 ~ PM불산세척실 바닥 누액방지대 PP라이닝 켐트로닉스

2014.06 ~ 폭분저장고 전도성 내산성 공장바닥 PE 라이닝 (300㎡, 8t) 풍산

2014.04 ~ 공장옥상방수라이닝 진영코리아

2014.05 ~ PSMC도금공장지붕방수라이닝 (주)풍산

2014.06 ~ 모라3LH저수조 바닥 PE라이닝 보수 (주)천일

2014.07 ~ PP-FS시트 탱크 PP라이닝 (수출) 대상테크론

2014.08 ~ 원폐수집수조 내부 PE라이닝 보수 LG하우시스

2014.09 ~ 대우조선 H안벽 생산지원센터 목욕탕 바닥방수 (PP-SGS) 대우조선 해양건설

2014.10 ~ 유산폐기물매립장 차수시설 PE라이닝 보수 양산시시설 관리공단

2014.10 ~ 주례경동리인아파트신축공사(PE 라이닝 공사) 경동건설(주)

2015.01 ~ 자갈치 시장 해수인입 맨홀 PE 라이닝 부산시시설 관리공단

2015.01 ~ 산세처리조 바닥 PP 라이닝 포스코특수강

2015.02 ~ 불산 OLED PM실 바닥PP개조공사 (세종공장) 켐트로닉스

2015.03 ~ 최종 혼합공실 바닥 보수( PE전도성라이닝) (주)풍산

2015.04 ~ 이룬절 물탱크 PE보수라이닝(미장공법) 인제산이룬절

2015.06 ~ 부산경영고 옥상 PE-3MM 보수공사 부산경영고등학교

2016.04 ~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기반시설침출수펌프장 라이닝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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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B-1-4

주식회사 원진 | WONJIN CO.,Ltd.

President 김근표 | Kim Geun Pyo

Add (59443)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17 

      (59443) 17, Nonggong-gil, Miryeok-myeon, Boseong-gun, Jeollanam-do, Korea

TEL 061-853-7750    FAX 061-853-7740    Web www.wjno1.co.kr    E-mail ytrgh@hanmail.net

저희 ㈜원진 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기술진에 의한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설비를 바탕으로 시대

적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미래의 조건에 걸맞는 고품질화 

스테인리스 탱크 및 정수, 여과장치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으

로 산업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산업 창출에 이바지 하고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성능인증14-283 

˙우수발명품 2016-1877

˙특허10-1443556

˙특허10-1443556

˙특허10-1443556

˙특허10-1443556

주요 제품 및 기술

˙STS원통형 칼라물탱크

˙회류노즐 격벽형물탱크

˙정수,여과장치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전국 지자체 다수

WONJIN Co., Ltd. really appreciates continued 
interest and affection that you have shown ever 
since its foundation. Based on the accumulated 
know-how of the outstanding technical staff 
and state-of-the-art facilities, WONJIN has put 
forth constant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high 
quality metallic tanks, purifiers, filters that meet 
future requirements in response to changes of the 
times.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beautiful, clean 
environment, playing a key role in the industry 
faithfully.

All the executives and staff of WONJIN will do their 
utmost in R&D and technology innovation with a 
spirit of craftsmanship in recompense for your help 
and encouragement.

Certificate & Patent

Product & Technology

Tanks are manufactured by using the highest 
quality steel STS 329LD. The structural analysis 
secures safety of design. The coating step 
to external materials is to protect them from 
corrosion, ultraviolet rays, and pollutants.  In 

addi t ion to the eco-f r iendly features,  the 
appearance of tanks is luxurious and harmonious 
with surrounding landscapes.
The CFD design structure mixes the content only 
with the hydraulic pressure inside the tank and 
with no need for a separate electric power. The 
disinfection stabilization efficiency inside the tank 
is outstanding

Performance

· A local government except, VIETNAM

Flow Rate Streamline

Particle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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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 Coating, Protection Box B-1-5

㈜케이닉스공사 | Knix Co.,Ltd

President 최중주 | Choe jung ju

Add (04 - 042)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6-1 동강빌딩3층(서교동) 

      (04 - 042) 3F Segyo-Dong, Dong-Gang Bldg 36-1, Jandari-ro, Mapo-gu, Seoul, Korea

TEL 02-333-2025    FAX 02-322-3348    Web www.knix.co.kr    E-mail knix04@hanmail.net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수 처리 구조물은 중성화, 건조수축, 

동결융해 등에 의한 균열 발생으로 구조적 안정성 저하가 우려

되며, 각종 화학용품 및 소독제 등의 투입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침해를 받아 내구수명이 단축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생 안

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고광택 자기질 타일과 보강 메시 + 친환경 폴리머를 이용

하여 콘크리트 수 처리 구조물의 보호 및 방수·방식을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 및 위생안전성에 적합한 타일 압

착 공법을 개발하였다. 

인증 및 특허

˙KS인증서 (제96-03-167호), (제98-0276호)

˙KC인증서 (제KCW-2013-0163호), (제KCW-2013-0363호)

˙특허 제10-1053089호 : 고광택 수색 제공용 유약 및 이를
   이용한 고광택수색타일의 제조방법

˙특허 제10-1048752호 : 콘크리트 수 처리 구조물의 내부
   보호 장치 및 이의 내부 보호 공법

˙성과공유제 수의계약용 확인서 (제A2014-0910096호)

주요 제품 및 기술
1. 고광택수색타일 (Nix-Tile)

˙내 화학성이 뛰어난 수색 유약을 고온에서 소성하여 각종
   화학용품의 대한 성능 우수.

˙표면이 유리 조도와 같아 오염물질 고착으로 인한 침식을
   최소화하여 내오염성 우수.

2. 수처리용폴리머 (Nix-Polymer)

˙유기고분자 수지로 코팅되어 부착력 강화 및 염소, 염산과
   같은 각종 산성계 화학용품에 대한 성능 우수.

˙무기 산화물의 향균 특성으로 줄눈에 곰팡이 및 오염물질이 
   고착되지 않아 내 오염성 우수

3. 보강메쉬 (Nix-Mesh)

˙콘크리트 수 처리 구조물의 건조, 수축 및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팽창시 휨강도 및 인장강도를 향상시켜 타일 탈락을
   방지하여 내구성 확보.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각 지역 수도사업소 및 정수장 외 다수

Drying Shrinkage and Carbonation water treatment 
mad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freezing 
and thawing by cracks resulting in degradation 
concerns and various chemicals, and a structural 
stability.Durable life is shortened, and receive 
a long-term infringement due to input, such as 
disinfectants and water pollution due to health 
safety risk because many difficulties.
Thus, the high gloss that does not emit harmful 
substances in order to be supplied with clean 
water green porcelain tile and reinforcement mesh 
+ polymer concrete using a water treatment.
The protection of the structure and waterproof, 
suitable for structural safety and hygiene safety 
performance by developing ti le press stick 
method.

Certificate & Patent

· KC accredited certificate
· KS accredited certificate
· Patent 10-1053089 
· Patent 10-1048752
· Large & Small Business Foundation certificate

Product & Technology

1. Nix-Tile 
· Excellent resistance to various chemical products
  by firing high-temperature resistant glaze with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 The surface is the same as the glass roughness.

2. Nix-Polymer  
· Nix-polymer is role attached Nix-tile to the
  surface of the concrete and at the same time
  having a waterproof, completewaterproof 
   anti-corrosion system

3. Nix-Mesh 
· Using Nix-Mesh Adhesion, tensile strength is
 increased and Nix-Mesh served as covering 
  because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Nix-Mesh similar to structures

Performance

· local government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Each region  Water purification plant
  etc...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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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tuator,
Pump

밸브 / 엑츄에이터 / 펌프

안국인더스트리(주)

(주)삼진정밀

신진정공(주)

주식회사 세계주철

종합맨홀스틸산업

(주)바램

플로우테크(주)

주식회사 에너토크

대풍건설

서광공업(주)

진원개발(주)

하지공업(주)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ANKUK INDUSTRY CO.,LTD.

SAMJIN PRECISION CO.,LTD

SHIN JIN PRECISION IND . CO. LTD

SEGYE CAST IRON CO.,LTD.

JONGHAP MANHOLE STEEL IND.

BALEM Co., Ltd.

FLOWTECH Co., LTD

ENERTORK Ltd.

Daepoong co

SEOKWANG MFG. CO., LTD.

JINWON Development Co.,Ltd

HAJIE Industrial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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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tuator, Pump C-10-1

안국인더스트리㈜  | ANKUK INDUSTRY CO.,LTD

President 안병무 | Byung-Moo Ahn

Add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토성로 605-10  

     605-10, Toseon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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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할 

수 있는 원형프리맨홀에서부터 보수용 조이클램프, 냄새방지 홈

트랩, 녹슬지 않는 SMC볼밸브, 슬러지에 강한 맷돌펌프 등 신제

품을 설계·제작하는 벤처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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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200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환경표지인증-폴리에틸렌제물받이

˙단체표준인증-하수도용강재맨홀

˙위생안전기준인증-상수도용 SMC볼밸브

˙수도용적합인증-상수도용 SMC볼밸브

주요 제품 및 기술
원형프리맨홀

˙강재소재로 가볍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수밀성이 우수하다.

˙부식을 차단하는 공법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재활용이 가능

   한 친환경 제품이다.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포장레벨을 맞추기가 용이하다.

보수용 클램프 (JOY CLAMP)

˙Two-Piece 타입으로 기존의 밴드 끝이 연장되어 마감하는 방

  식에서 벗어나 적은 힘으로 보다 완벽한 수밀을 보장 할 수 있다.

˙관경이 일정하지 않아도 볼트만 세게 조이면 누수를 완벽하

   게 차단 할 수 있다.

홈트랩

˙내부의 공기 유통을 막아 악취를 차단한다.

˙오물제거통이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PE원형오·우수받이

˙원형구조와 두꺼운 몸체로 토압에 따른 변형이 없고, 하중에

   강하다.

밸브실

˙독자적인 특허구조로 중량을 가볍게 하여 현장취급 및 설치

   에 용이하다.

˙아연용융도금방식으로 내부식성 우수하며, 수밀성이 우수하다.

SMC볼밸브

˙녹슬지 않는 소재(열경화성 수지)로 녹물 걱정이 전혀 없는 제

   품이다.

˙내구성,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고온에서부터 저온까지 적용성

   이 뛰어나다.

맷돌펌프

˙임펠러 날개의 회전방향으로 커터날을 설게하여 오수 및 슬러
   리 등의 고형체를 효과적으로 분쇄,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오수펌프의 임펠러보다 날개를 두껍게 적용하여 내구성
   을 향상시켰다.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서울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납품

˙포스코

˙한국환경공단

홈트랩

원형프리맨홀

밸브실

맷돌펌프

PE원형오·우수받이

보수용 클램프

SMC 볼밸브

임펠러

안국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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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수처리/환경용밸브로 시작하여 현재는 오일가스, 석유

화학용 특수밸브 및 시스템까지 직접 제조하고 있다. 국내밸브

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가공설비와 테스트설비를 구

비하여 중공업, 우주항공분야까지도 확대해 밸브분야 세계1위 

브랜드에 도전중이다. 또한 나로호 발사체를 포함하여 국내 전 

관공서는 물론 해외 3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법인 

구축과 중동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북미시장 및 중동시장 개척

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현재 수처리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

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밸브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융

합한 통합시스템 제품을 선보여 세상을 더 편리하게 하는데 이

바지 하고 있으며 매출 1000억원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제10-1406127호 포터블 독립형 마을 간이정수장치

˙특허 제10-1576087호 교체가 용이한 상향류 여과장치

˙특허 제10-1559122호 조립분해 용이한 수처리용 멤브레인 장치

˙특허 제10-1687571호 정수특성에 맞는 선택적 및 조립식 간이

정수장치

˙특허 제10-1685929호 개개의 간이정수장치의 수질판단 및 계

측 확인이 가능한 근거리 통신 기능을 갖는 간이정수장치

İSO 9001 / ISO 14001 / OHASA 18001

˙KS / 단체표준 / 적합성인증 / 위생안전인증 / K마크 / 조달

우수제품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재자 공급자 등록 / 발전소 

공급자 등록 / 제품 신뢰성 인증 / 형식승인 / 환경표지인증 / 

Q마크

주요 제품 및 기술

˙독립형 마을 정수장치 : 소규모 수도시설에 적용하는 정수장

치로서 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각각의 독립된 공정 모듈을 

통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음용수를 생산하는 장치.

˙Ubi-DAF : 용존공기부상법을 이용한 수중 부유물질 제거 장

치로서 높은 표면부하율 (40㎥/h) 과 여과공정이 적용되어 처

리시간 단축 및 면적을 최소화.

˙Ubi-Block : 여과공정 중 여과수의 고른 집수와 역세척시 

물-공기의 균등분배가 가능한 유공블록형 하부집수장치.

˙고속경사판 침전지 : 고액분리와 침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독특한 구조의 침전 시스템. 정수, 하수, 폐수처리 공정에 적용.

˙Ubi-MBBR : 바이오 메디아를 이용한 기존 활성 슬러지 공법

과 생물막 공법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개발된 기술. 소요 부지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독립형 마을 정수장치 : 영동군 수도사업소 (210㎥/day)

   납품 외 50여건

˙Ubi-DAF : 환경부 과제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수

행. 500㎥/d PILOT PLANT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1,200㎥/

day) 납품 외 10여건

Valve, Actuator, Pump C-10-2

㈜삼진정밀 | SAMJIN PRECISION CO.,LTD

President 정태희 | Tae-Hee Jeong 

Add (34366)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22

 (34366) 22, Daehwa-ro 132beon-gil,Daedeok-gu, Daejeon, Korea

TEL 042-672-3600  FAX 042-626-3142  Web http://samjinvalve.com  E-mail samjin@samjinvalve.com

We started producing valves for water works and 
environment in 1991. Now we provide special valves 
for Oil and Gas, and we expand our business area to 
System Engineering.

Equipped with variou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est processing facilities which are hardly 
found in Korea, we challenge to be World No.1 
brand reaching from heavy industry to aerospace 
industry area. Our products are sold to every 
government’ water works department including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Naro Project 
and exported to 35 overseas countries. We lead 
rush to markets of North America and Middle East 
through Local Corporation offices in U.S.A and 
Middle East.

Our current business area is the field of water 
treatment systems, showcasing integrated systems 
with convergence of techniques based on valve
technology. We are contributing to make the world 
more convenient, jumping to 100 billion won sales 
company.

Certificate & Patent

˙Patent No. : 10-1406127 - Portable water 
purification devices simple standalone village

˙Patent No. : 10-1576087 - Replacement is easy 
up-flow filtration device

˙Patent No. : 10-1559122 - Membrane appratus 
for water treatment that is easily assembled and 
disassembled

˙Patent No. : 10-1687571 - Portable water 
purification apparatus of assembly type 
according to ingredients of water

˙Patent No. : 10-1685929 - Simple water 
purification appratus having near field 
communication function for water quality measuring 

İSO 9001 / ISO 14001 / OHASA 18001

˙KS / KC / KWWA

Product & Technology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 for small 
communities : Installed to supply clean water to 
small and isolated regions. It produces drinking 
water in accordance to drinking water standard. 
Pollutant in the water is removed while water 
flow through each independent module.

˙Ubi-DAF : Using Dissolved Air Flotation system
to remove suspended solid under water. A 
high surface loading rate (40㎥/h) and filtration 
process are applied to minimize the processing 
time and area.

˙Ubi-Block : Pore block-type bottom collecting
device capable of even distribution of filtered 
water during filtration and equal distribution of 
water-air during backwash.

˙High Rate Plate Settler System : A unique
sedimentation system capable of maximizing 
sedimentation and solid-liquid separation. 
Applied to water,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Ubi-MBBR : Technology developed by combining
merits of existing activated sludge process using 
biomedia and biofilm process. Required land 
and energy saving effect.

Performance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 for small 

 communities : Yeong Dong Waterwork
 Office (210 ㎥/day) supply and 50 cases

˙Ubi-DAF : 

 - Ministry of Environment (Bird Monitoring and 
 Remova Technology Development) 500 m3/d
 PILOT PLANT 

 -  K-Water (1,200㎥/day) supply and 10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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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정공㈜  | SHIN JIN PRECISION IND. CO., LTD

President 김재호 | Jae-Ho Kim

Add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626-6 58B 7L  

     58B 7L 626-6 , Gojan-dong,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822-2590  Web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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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밸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특허 및 EM인증을

획득하여 정부의『맑은 물』공급에 기여 하였습니다.

국내업체 최초로 ISO9001, ISO14001인증획득에 이어 1999년

도 산업기반 기술개발 사업과제 수행으로 차세대밸브(일체주

조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SMSB) 연구·개발에 성공, KT/

EM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초대형버터플라이밸브 (호칭지름

4,000mm)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우수품질 (EM 제2004-080

'04.12.09)을 획득함으로써 대형 밸브 부문에서도 국내시장을

주도함은 물론 해외 수출 (SAUDI ARABIA, $600만)에 성공,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신기술은 물론

품질·환경경영에서도 앞장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밸

브 전문 제조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2333) KS표시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신기술인증서 (KT): 이중소재 주조기술을 이용한 버터플라이

   밸브 설계 및 제조기술

˙우수품질인증서 (NEP):해수용버터플라이밸브 (호칭지름

   2,900mm~3,7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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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B-II)

˙배관 설계 및 유지관리 용이, 원가절감 : 밸브 조작캡의 위치

가 밸브 및 관로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밸브 설치의 위

치 선정에 제약이 없어 배관 설계가 용이하고, 또한 밸브 개

도 표시의 식별이 용이하며 소형, 경량이고 내환경 특성이

뛰어나 직접 매설함으로 별도의 밸브실이 필요 없어 매우 경

제적임

˙유연한 밸브시트 구조 : 밸브 몸통과 금속밸브시트가 분리된

합리적인 구조설계로 밸브를 직접 매설할 경우 외력에 의한

몸통 변형을 밸브 몸통과 금속밸브시트의 미세한 틈새에서

흡수하여 지수성 및 조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신뢰성이 대

폭 향상됨

˙밸브의 과토크 방지 캡 : 밸브조작기의 축에 부착되어 설정된

조작력 이상의 과부하로 조작시 캡이 공회전하게 되어 밸브

조작기나 밸브 본체 및 밸브시트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함

개도표시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SRS-III)

˙부식 방지 : 국내 최초로 일체형 (Mono-design) 소프트 실 제

수밸브는 밸브 몸통과 덮개에 나사 체결이 없는 일체형 구조

로 볼트 구멍이 없어 완벽한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이 가능하

여 내환경 특성이 획기적으로 향삼됨

˙높은 신뢰성 : 일체형 밸브는 몸통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밸브의 중량은 줄인 최상의 기계적 강도와 장기간

의 수명을 보장한다. 또한 2개의 독립된 이중 고무 밸브시트

구조는 지수성능을 대폭 향상시킴

개도표시 일체형 소프트 실 제수밸브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다용도 소프트실 제수밸브

보수밸브일체형급속공기밸브

수도용 양면 제수밸브

자동 캡 상승식 제수밸브

센터캡금속시트버터블라이

양방향 소프트 실 제수밸브

해수담수버터플라이4000

신진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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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철은 상하수도맨홀, 통신맨홀, 도시가스맨홀, 이형관, 이

탈압륜 등 주물제품전반을 생산하는 업체로 우리 민족 고유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 넣는 마음으

로 한결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기술 획득현황
조달우수제품인증서, EN124인증서, 성능인증서, 단체표준인증

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9001인증, IOS14001인증, 디자인

맨홀 특허출원, 덕타일 주철 이형관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덕타

일 주철 이형관 KSD 4308 인증, KP메커니컬 죠인트용 압륜, 볼

트, 너트 KSD 4308 인증,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적합성 인증,

취급제품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뚜껑 /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뚜껑 (쇼바

형) / 상승 회전식 무소음 맨홀뚜껑 / 보도용디자인맨홀 / 상하

수도 맨홀뚜껑 / 통신맨홀 / 한전맨홀 / 이형관 및 보강이탈방지

압륜 / 수도용 제수 밸브

주요제품소개
1)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뚜껑 (쇼바형) / 2013년 대한민국 수도

   기술대전 대상 (수도신기술 부분)

˙기존 맨홀뚜껑의 문제점

- 기존 맨홀뚜껑 개폐 작업시 겉뚜껑이 중량물인 관계로 어

려움이 많다.

- 점검 및 보수시 맨홀뚜껑 중량에 따른 작업시간, 보수비용

이 많이 든다.

  - 시간이 지날수록 습기, 열, 진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 이상 발생시 교체가 가능하여 큰 어려움이 없음

˙용도: 도로용, 차집관거용 (밀폐용), 하수도, 상수도, 통신용,

도시가스용, 전기용

˙규격: Ø648, Ø766, Ø918, 사각 1076*576

˙기대효과

- 1인 개폐가 가능하다.

- 1인 작업 시 개폐 시간은 20초가량 소요

-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된다.

- 작업의 효율성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적인 측면을 고

려해볼 때 월등히 경제적이다.

2) NEW 슬라이딩 팝업 (Sliding Pop-up) 맨홀뚜껑

˙제품설명

- 슬라이딩 형식 뚜껑 개방주1) 및 슬라이딩 가이드 팝업주

2)을 통한 위험·경고기능 부각

- 전용 개방공구 없이 뚜껑 개방 가능 (일반 상용공구 사용)

- 맨홀뚜껑 및 틀의 특수 가공을 통한 무소음 기능 실현

- 변실 출입시 작업자 안전성 및 진출입 편의성 실현

- 조화맨홀의 개폐 용이성 향상

˙규격 및 재질: Ø648, Ø766주철재 (구상흑연주철)

˙용도: 도로용, 차집관거용, 하수도, 상수도, 전기용, 통신용

3)보강이탈방지압륜

주철 이형관접합에 사용되는 이탈방지압륜을 제조하고 있습니

다. 주철이형관(fitting)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존 압륜에 직각부

분을 스파이크로 힘을 가하여 주철관에 이탈력을 감소시켜 안

전하게 주철이형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철이형관과 

같은 재질로 제작하여 제품에 품질을 높였으며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스파이크 볼트를 압륜 볼트너트와 같은 방향에서 조임

을 하여 기존에 필요로 했던 작업공간 (주철이형관에 수직으로 

조임하여 많은 작업공간이 필요함)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작업

시간에서도 기존보다 빠른 시간에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

다. 스파이크날은 주철이형관에 동심원을 똑같이 하여 접착율을 

높였으며 전체를 열처리하여 뛰어난 강도를 자랑합니다. 세계주

철에 이탈방지압륜은 기존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

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주철재질에 상하수도 제품을 제

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더불어 고객이 원하는 

양질에 제품을 제작하여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일조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사 및 실적
전국지자체, 전국BTL, 한국전력, 서울상수도, KT, 도시가스

㈜세계주철 | SEGYE CAST IRON CO., LTD

President 최익구 | Ik-Gu Choi 

Add (38422)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길 5길 29

 (38422) 29, Yougcheon-5Gil, Wachon-Myeon, Gyeongsan-city, Gyeongsangbuk-Do, Korea

TEL 054-331-0123    FAX 054-331-1175    Web www.caston.kr    E-mail bkchoi@caston.kr

보강이탈압륜

부양식 안전 잠금 맨홀뚜껑 (쇼바형) 슬라이딩 팝업 맨홀뚜껑

We have produced various types of casting products like 
manholes for water, sewage, communication, and gas, 
tree guider, and etc. Based on special craftsmanship of 
Korea with sincere soul about each product, we have 
specialized to produce only casting products since 
company set-up. As a reliable company who has social 
responsibility, We will do our best by providing the best 
products for customer’s satisfaction and being a leader 

to secure good environment.

Status of acquiring
Certification/Technology

The Excel lent products by KPS European
standard for manhole covers (EN124:1994)
Certification for Performance KWWA ISO 9001,
ISO 14001, KC for ductile cast iron fittings Patent
for design manhole for the pedestrian road KSD
4308 for ductile cast iron fittings pressure band
of KP mechanical joint Bolts & Nuts Conformity
certification for Special ductile cast iron fittings

Products

˙Safety locking manhole cover

˙Shock-absorber type safety locking manhole
cover (Co-patent with K-WATER)

˙NEW Sliding Pop-up manhole cover

˙Design manhole for pedestrian road

˙KS type manhole, KT and KEPCO manhole

˙Fitting

˙Reinforced compressing band

˙Resilient sealed sluice valves for water supply

Products introduction

1) Shock-absorber type safety locking manhole
    cover/Won 1st prize of Korea techcontest for
    drinking water 2013

· General manhole cover’s problems
- Difficult to open and closed due to cover’s

heavy weigh.
- Maintenance cost is high because of heavy

weight: Time & cost.
- After installation, there would be problems by

humidity, heat, vibration from road.
·  Usage: Roads, Sewage, Dr inking water,

Telecommunication, Civil gas, Electricity
· Spec : Ø648, Ø766, Ø918, 620X1120X135

(Single frame)
· Benefits
- Open & close by 1 labor

- Needs appr. 20 sec. to open and close by 1 labor
-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during open & close
- More economic consider of labor's higher

efficiency and less accident.

2) NEW Sliding Pop-up manhole cover
İntroduction
- Cover opening by Sliding way & Standing out the

danger or warning through sliding guide pop-up.
- Cover opening by general tools
- Noiseless by precise machining of cover and frame
- improved convenience & safety of labors

during getting in and out of manhole
- Easier opening of block or concrete filled

manhole covers

˙Spec.: Ø648, Ø766

˙Benefits
- Open by One touch rising-rotation
- Noise free and watertight by precise machining.
- Quick and convenient open & close by one labor

˙Usage: Carriage way, interceptor lines,
Sewage, Drinking water, Electricity

3)Reinforced compressing band

˙We are producing different type of compressing
band for ductile cast iron pipe and fittings.

˙Features & Benefits
- Reduce pipe’s dislodgement force by giving

vertical pressure from compressing band to
ductile cast iron pipes

- The spikes bolt are located at the same direction
of compressing band's tightening bolts. it can
minimize the working space, labor cost, and 
reduc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time 
remarkably.

- Strong fixing spikes which were designed
specially & treated by heat enables the reinforced
compressing band to fix and holds pipes safely
even up to 50 bar extremely high pressure

* In case of high ground deflection by natural
 disaster like earth quake, the pipe connection
 could be secured.

Products

Korea municipality, Korea Electric Power corp,
KT, Seoul Water Work ,City ga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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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맨홀스틸산업은 상하수도 전기·통신용 맨홀뚜껑 및 잠금

맨홀외 각종 특수목적용 맨홀뚜껑을 전문 생산하는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업체입니다. 맨홀뚜껑생산 외길인생 35년의 장인

정신으로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긴 수명(壽命)과 고도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최고의 맨홀뚜껑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고객만족, 고품질, 환

경친화를 목표로 기업 및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

각하고 고객의 니즈(Needs)에 적합한 최고의 품질과 기능을 제

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트

렌드(Trends) 창출을 통하여 글로벌시장의 선두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있는 기업입니다.

인증 및 특허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서(SPS-KFCA-M201-163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품질보증업체지정(Q마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KS Q ISO9001)

˙특허 제10-1088761호 (맨홀)

˙특허 제10-0907040호 (높이조절형 맨홀)

˙특허 제 10-1038288호 (맨홀의 주조 기구)

˙특허 제 10-0702625호 (맨홀의 추락방지구조)

˙특허 제 10-0750497호 (맨홀의 추락방지구조)

˙특허 제 10-1459972호 (고정력이 강화된 맨홀의 개폐구조)

˙특허 제 10-1482905호 (고정과 개폐가 용이한 맨홀의 구조)

주요 제품 및 기술
애니홀 잠금맨홀뚜껑(ANYHOLE MANHOLE COVER)

˙제품의 설명

   - 원볼트 방식의 잠금볼트를 회전시켜 세 군데의 잠금돌출부

를 이용하여 잠그는 방식의 맨홀뚜껑으로 뛰어난 안전성과 

내구성 및 개폐용이성을 자랑한다.

   - 뚜껑과 잠금부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뚜껑 하나만으로 타 

     회사 동일 규격의 틀(프레임)에도 호환 가능하여 만능형 잠금

     맨홀뚜껑으로 사용가능하다.(비잠금 일반제품도 자사 애니홀

     잠금맨홀뚜껑만의 교체로  "잠금맨홀" 로 변신가능하여 기존

     노후맨홀이나 소음등을 야기하는 문제성맨홀의 개보수에 

     획기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 정밀가공으로 수밀, 소음차단

   - 기존 타사 중앙볼트식 잠금맨홀뚜껑의 볼트마모 및 부식과

      녹발생으로 인한 개폐기능상실의 단점을 완벽 보완한 제품.

      (잠금볼트 마모가 없다.)

   - 잠금부의 아연용융도금으로 부식을 방지하여 장시간의 유지

      관리에 유리함.

˙제품의 용도

  - 차도/인도용, 차집관거용(밀폐형), 상하수도용, 전기·통신용, 

     가스용, 소방용등.

˙제품의 규격

   - 원형: Ø648, Ø766, Ø918

   - 각형: 400*500*50(70), 500*500*70, 500*600*70, 

             500*640*70, 600*600*70, 400*1000*70, 500*1000*70,

             600*1000*70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전국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전국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수.

종합맨홀스틸산업 | JONGHAP MANHOLE STEEL CO.

President 김경호 | Kyung-Ho Kim

Add (770-852) 경북 영천시 화산면 덕암길 28  

      (770-852) Deokam-Gil 28, Whasan-Myeon, You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TEL 054-336-0022   Web www.manholes.co.kr    E-mail jmanhole@hanmail.net

Jonghap Manhole Steel Industry, JMS Corp. has 
been manufacturing Cast Iron manhole covers 
for the building and civil construction industry 
since 1980 in Daegu, the south area of republic of 
korea. JMS Corp. is located in Young-Cheon city, 
near Daegu with two Foundry factory and a Sales 
Office. Furthermore to this, JMS Corp. has three 
sales/distribution warehouses: Kyung-Gi, Busan, 
Young-Ju area in korea. JMS Corp. has the 
distinction that it manufactures a complete range 
of manhole covers and frames only under Korean 
Standards Association(KSA) and Korea Foundry 
Cooperative Association(KFCA) in accordance 
with ISO9001. To assure the customer that the 
product will withstand the required loading and 
destroyed strength, JMS Corp. carries numerous 
products of its own design and materials to satisfy 
customer requirements. JMS Corp. supply full 
range of drainage and sewage manhole covers 
as well as water supply, telecommunication, and 
electric power manhole covers over 35 years. We 
are very proud of our product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variety of manufacturing system line. 
Thes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line makes 
it possible to change product very easily and can 
take orders from customer any kind of manhole 
covers and any request.

Certificate & Patent

˙Publ ic Procurement Service Cer t i f icat ion 

‘Excellent Product’

˙SMBA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e : SPS-
   KFCA-M201-1639

İNNO-BIZ Certificate

˙Quality Assuarance Mark : Q mark
İSO9001 Certificate

˙Patent 10-1088761 (Manhole)

˙Patent 10-0907040 (Shifting Ring)

˙Patent 10-1038288 (Manhole cover casting 
   machine)

˙Patent 10-0702625 (Protect drop inside 
   manhole cover)

˙Patent 10-0750497 (Protect drop inside 
   manhole cover)

˙Patent 10-1459972 (A locking structure of 
   manhole cover and frame)

˙Patent 10-1482905 (A locking structure of  
   manhole cover and frame)

Product & Technology

ANYHOLE MANHOLE COVER (Patent
Registered)

˙Brief Description
Anyhole Manhole cover have very unique and 
robust locking system that is attached behind the 
cover. This structure guarantee firm lock and easy 
release between cover and frame. This manhole 
cover also can fit and lock with any other frame 
include no-lock manhole cover, because of its 
unique and simple locking structure. In addition, 
milling process can make it perfect water resist 
and no noise between cover and frame. Our 
manhole cover use widely in sewage, drainage, 
electricity, telecom etc.

˙Model
   - Round: ø648, ø766, ø918
   - Square: 400*500*50(70), 500*500*70, 
     500*600*70, 500*640*70, 600*600*70, 
     400*1000*70, 500*1000*70, 600*1000*70

Performance

˙Local Municipal

˙City Gas

˙US Army

˙Korea water resourc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보도용 애니홀 500애니홀 648(호환형) 애니홀 648(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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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tuator, Pump C-6-1

주식회사 바램  | BALEM Co., Ltd

President 조상현 | Sang-Hyun Cho

Add (4675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46  

     (46751) 46, Noksansaneopjung-Ro, Gangseo-Gu, Busan, Korea

TEL 051-831-5557  FAX 051-831-5559  Web www.balem.com  E-mail snm@balem.com

1981년 창립 이래, 주식회사 바램은 수위조절밸브 및 각종 자

동제어밸브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축적된 경험

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각종

자동제어밸브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당사는 새로운 원격제어밸브인 "워터맨" 을 출시하였습

니다. 이 밸브는 기존의 원격 제어밸브에서 한 걸음 앞선 모델

로, 초소형 수력발전기를 장착하여 원격제어에 필요한 전기를

비롯하여 유량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완전 방수형으로 설계

되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곳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밸브입니다. 이러한 기

능적인 우위로 인하여 2015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에서 환경

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공사 및 설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원격제어 밸브라는 호평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강수량이 많은 해외에서도 극찬을 아끼

지 않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
2015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환경부장관상" 수상

인증 및 특허

˙API Q1 품질인증

˙KC 위생인증

˙수도용 적합인증

˙우수제품지정

İSO9001

˙GOST-R-Russia

˙K-마크

˙CE MARK

İNNOBIZ 인증(기술혁신형)

˙현 특허 총 16개

주요 제품 및 기술
수위조절밸브

자동제어밸브

˙불출수 방지 밸브

˙원격제어밸브류 (로보시스로보콘, 워터맨)

˙감압밸브류

˙고효율 감압밸브류

˙수충격예지밸브류/릴리프 밸브류

˙솔레노이드밸브류

˙펌프제어밸브류/체크밸브류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POSCO ICT - 원격제어 감압밸브

˙삼성엔지니어링 - All Stainless steel 릴리프 및 압력유지밸브

˙한화 건설 - 감압밸브

˙두산건설 - 원격제어 감압밸브

˙한국환경공단 - 릴리프 및 압력유지밸브 외

˙수자원공사 - 감압밸브, 릴리프밸브 /
   수자원기술 - 감압밸브, 수충격 예지 밸브

˙각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 - 감압밸브 및 원격제어밸브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1, BALEM has
focused on R&D and manufacturing of water
level control valves and other automatic control
valves. With th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technology, BALEM has continued its
endeavor continuously to realize the functions
and performance that customer desire. As the
result, BALEM has grown up to be an advanced
company with superior technology and secured
stability in the field of various automatic control
valves, enjoying good reputations from the
customers.
Lately, BALEM has introduced an advanced
type of Remote Control Valve “WATERMAN”,
which can be interlocked with SCADA system
to monitor and control pressure, f low rate
or level. The valve is equipped with a supermini
h y d ro - e l e c t r i c  p o w e r  g e n e r a t o r,  w h i c h
produces sufficient electricity to run not only
the valve itself but also an additional flowmeter
securely. Also, for the sake of perfect waterproof
construction, the valve can be run without fear
of flooding even during the raining season in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Indonesia, etc. Also, the valve is recognized
as a remote control valve which can reduce
the installation cost greatly at the places where
the electricity is not available. BALEM won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ward at the Korea
Waterworks Technology Competition during the
exhibition, Water Korea 2015 for the superiority
of “WATERMAN”

Certificate & Patent

· API Specification Q1
· KC hygiene certification
· Conformity product of KWWA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 ISO9001 certification
· GOST-R-Russia certification
· K-mark
· CE certification
· INNOBIZ
· More than 16 Patents

Product & Technology

Level control valve
Automatic control valve
· Pressure reducing & Sustaining Valve 
· Remote control valve

  (Robosys Robocon, Waterman)
· Pressure reducing valve
· Dual setting pressure reducing valve depends
  on flow rate
· Pressure relief & sustaining valve
· Surge anticipator & pressure relief valve
· Calm check valve
· Solenoid control valve
· Pump control valve

Performance

Performance in oversea market
· East Rand Valve, South Africa
· Pressure Vacuum Level Ltd., UK
· Pacific Control Pty Ltd., Australia
· Companion-NN, Russia
· PT Galang Kreasi Usahatama, Indonesia
· Universal Technical LLC, U.A.E
Performance in local market
· Ulsan City Waterworks Headquarters - Water man
· POSCO-ICT – Robosys Robocon
· Samsung Engineering – All Stainless steel
  Pressure relief & sustaining valves
·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
  Pressure reducing valves
·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
  Pressure reducing valves & Remote control
  valves
· Korea Environment corp. - Pressure relief &
  sustaining valves etc.
· K-water - Pressure reducing valves etc.
· The offices of waterworks in local governments

워터맨밸브 (WATERMAN) - Model 130-010W
2015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환경부장관상" 수상

Booster Pump Control Valve

수충격 예지 밸브 - Model 133-040 Pressure Reducing and Sustaining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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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TECH는  '물-에너지-환경’의 친환경의 핵심가치가 어

우러진 유체기계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고

객의 프로젝트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높은 안전성

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고객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수충격 방지장

치와 압력유지설비 및 상수도 라인가압펌프 시스템은 여러 측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제 납품

실적에서도 국내 1등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국제 특허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연구개발

비를 증액 (R&D투자 2014년 기준 매출액대비 8%)하며, 건실한

경영구조와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에 힘쓰는 작지만 강한 친환

경 유체기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인증 및 특허
İSO /9001 (CRK-Q1-235), 14001 (CRK-E1-050)

İNNO-BIZ인증 (제8071-2171호)

˙유망중소기업인증 (제250호)

˙녹색기술인증 (제GT-12-00090호)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21-302호)

˙수충격완화장치 조달우수제품지정 (2012097)

˙수충격 압력유지시스템 우수자본재대통령상

˙CE인증 (Pressure Vessel, Air-chamber)

˙KC위생안전기준 인증 (KCW-2015-0027)

İP지식재산권 총 56건 (수충격-압력유지분야 세계 최다 보유)

주요 제품 및 기술
수충격완화장치

에어챔버형 수충격 완화장치는 펌프 출구 측에 연결되어 수

충격 발생시 down surge에 의한 압력 강하를 완화시키고, up

surge에 의한 압력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어, 압력 강하 및 상

승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으로 에어챔버내에 충

진된 압축공기의 팽창과 수축에 의한 운전으로 정전시에도 신

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력유지설비

중온수 순환계통의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팽창과 급격한 유랑

변화, 펌프 급정지 및 정전에 의한 펌프 TRIP, 밸브의 급개폐에

의한 수충격 발생시에 순환계통의 증발방지를 통해 배관계를

보호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변유량 운전시에도 배관계의 기

준압력을 확보함으로서 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

부식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소에서 "수배관 부식생성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전소 용수 배관 부식으로부터 발생된 극미량(ppb)

의 철산화물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발전소 증기

발생계통 부식방지를 위한 수질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뢰

성 있게 최적화 할 수 있고, 기존방식에서의 시료전처리 및 발

색시약 주입 등이 불필요 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이 가능합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환경관리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외 다수

플로우테크㈜ | FLOWTECH CO., LTD.

President 양재구 | Jae-Gu Yang

Add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221번길 16

 (21634) #16 Namdongseo-ro 221 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TEL 032-715-7990    Web www.flowtech21.co.kr    E-mail ssi@flowtech21.co.kr

회사조감도 실시간 부식감지 시스템수충격완화장치 압력유지시스템-인천중부발전
복합3호기 건설공사

수충격완화장치 압력유지시스템-인천중부발전
복합3호기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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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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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revenue o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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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NO-BIZ(8071-2171)
· Promising Small and Middle Sized Company(250)
·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 KC(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 CE(Pressure Vessel, Air-chamber)
· The largest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ssession in the world in the field of Air-chamber,
Pressure Vessel

Product & Technology

Surge Protection System
In the piping of pump discharge, installed is

the compressed conta iner  wi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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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 Public institution ETC..
· Korea Midland Power Co. Ltd.
· Korea Environment and Resources Corporation

Valve, Actuator, Pump 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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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너토크  | ENERTORK Ltd.

President 최진국 | JINKOOK CHOI

Add (12646)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능여로 344  

     (12646) 344, Neungyeo-Ro, Neoungseo-Myun, Yeoju-Si, Gyunggi-Do, Korea

TEL 031-880-2800     Web www.enertork.com     E-mail enertork@enertork.com

당사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써 1987

년 설립이래 플랜트 (발전·정유·가스) 및 상·하수도·농어촌 

공사 등에 신뢰성 있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축

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선진화된 제품인 유럽산 

및 미국산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자사만의 영역을 넓혀가

고 있습니다. 

한결 같은 기술개발과 고객의 신뢰를 모토로 경영하고 있는 

(주)에너토크는 좋은 품질과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성능인증서 /˙GS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İSO 9001,14001 /˙SIL

˙ATEX 방폭인증 /˙CE 

˙Class1E PROFIBUS

˙EC-TYPE EXAMINATION CERTIFICATE / İNNO-BIZ

주요 제품 및 기술

TM 시리즈

TM 시리즈는 다회전 전동 액츄에이터로써 제수변 게이

트 밸브, 수문, 글로브 밸브를 비롯해 웜감속기와 결합                       

해 대형 접형 밸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Potentiometer slip 장치 (조정 편의성 향상)

˙비관통형 스위치채택, 빗물침투 가능성 완전배제

˙토크 스위치 동작 시 자기유지기능 

İP68을 만족하는 방수기능 (8m, 72시간.)

˙대형 LCD 디스플레이, 데이터 logging 기능 (옵션)

TQ 시리즈

TQ 시리즈는 90도 회전 전동 액츄에이터로써 접형밸브, 볼밸브, 

댐퍼 등과 같은 90도 회전 밸브에 적용됩니다. 

˙경량구조: 경질 애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합금 외함을 채

   택, 가볍고, 부식에 강함.

˙V패킹+가스켓의 2중실링 구조로 IP-68등급

   (수심8M, 72시간) 보장함.

˙기계적 인터록 구조를 갖춘 가역전자접촉기(마그네트콘

   텍터)를 채택, 모터의 정역운전 안정성을 높임.

TX 시리즈

TX 시리즈는 다회전 타입의 액츄에이터로 게이트 밸브와 글로

브 밸브, 수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감속기와 결합하여 대구

경 버터플라이 밸브나 볼밸브 등에도 적용이 가능 합니다.

˙대형 그래픽 LCD

˙비관통형 (Non-intrusive) 세팅

˙리모콘 또는 Bluetooth를 이용한 휴대용 기기 무선설정

İP68을 만족하는 방수기능 (8m, 72시간)

˙2선식 통신기능 

   (Profibus, Modbus, Foundation Fieldbus, HART 등)

˙Exd IIC T4 방폭 대응 (옵션)

˙정전시에도 유지되는 LCD창 및 에러신호

˙토크와 리미트의 작동이력 저장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해 사전 알림 기능

˙Data Logging과 Diagnostics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두산중공업, SK 에너지, S-OI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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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SOFTWARE QUALITY
· ISO 9001,14001  / · SIL
· ATEX Explosion Proof Certification 
· CE  / · Class1E PROFIBUS 
· EC-TYPE EXAMINATION CERTIFICATE
· INNO-BIZ 

Product & Technology
T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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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chanical potentiometer slip device for easy
  setting

· Non-penetrating push buttons
· IP68 waterproof enclosure 
  (under 8 metres for 72 hours)

· Prevention of chattering during activated torque 
  switch condition

· Large 2-lined LCD display provided on request

TQ SE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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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ht, compact and corrosion resistant Aluminum
  alloy enclosure.

· Double sealed with V-shape ring and gasket to
ensure IP68 grade, 8 meters under water for 72   
hours.

·  Mechanical ly and electr ical ly inter locked
  Reversing Magnetic Contactor to enhance the
  motor start-up.

TX SEIRES

TX series is the newly developed intell igent 
actuator for multi-turn valves such as gate, globe 
valves, penstock and also for large quarter-turn 
valves such as butterfly, ball adopting 2nd worm 
gear reducer.

· Non-intrusive position and torque setting

· IP-68 water proof (8m, 72hours)

· Exd IIC T4 explosion proof

· Fieldbus controls (Profibus, FF, Hart, Modbus)

· Historical-trend for position and torque

· Wide and high resolution graphic LCD

· LCD and remote contacts are maintained in case

  of power failure

· Predictive function for maintenance and repair

· Data logging and diagnostics

· Wireless setting and control

Performance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 Korea Gas Corporation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Public
  institution

·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SK
  energy, S-oi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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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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으

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동(同)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으로, 대표 품목인 [셀프

락부단수제수밸브 (S-GATE밸브)]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

정되어 전국 각지에 납품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풍건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R&D를 통해 급변하

는 사업 환경과 첨예한 경쟁 속에서 독보적인 품질과 친환경적

인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셀프락 부단수 제수밸브 조달 우수 제품 인증 및 
   3자 단가계약 체결

˙셀프락 부단수 제수밸브 성능인증 취득

˙부단수 할정자관 외 4종 위생안전기준 인증, 적합인증 취득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9001, 2008)취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부단수 밸브 시공장치특허등록

˙부단수 밸브 교체장치특허등록

˙일체형 부단수 할정자관 특허등록

˙부단수 할정자 분기관 디자인 등록

˙기설관 절삭공법, 배관구조, 부단수 밸브 삽입공법 특허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EM 부단수 공법

각종 기설관로 상에서 유로를 차단하지 않고 (부단수) 관과 일

체형으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관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관로개보수, 세척갱생, 블록고립화, 노

후관 및 불용관 정비, 노후밸브 교체 및 대체, 유량계 및 감압

변 설치, 흐린 물로 인한 수질악화방지, 단수구간 축소, 누수

사고 시 신속한 복구 등) 시 단수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를 없

애거나 최소화 하는데 최적화 된 공법

셀프락부단수제수밸브 (S-GATE밸브)

˙모든 관종 적용 가능/규격: Ø80㎜ ~ Ø500㎜

˙존관로 단수 없이 설치하는 본관제어용 제수밸브

˙밸브 자체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보조밸브가 내장, 좁은 공간
   에서도 작업이 빠르고 용이 함.

부단수 할정자관

˙부단수로 기존관로에서 분기할 수 있는 자재

˙이구경 할정자관: 규격: 80x80~1200x1000

˙동구경 할정자관: 규격: 80x80~500x500

누수방지대

˙규격: ø80㎜~ø1000㎜

˙관 외주면 전체를 감싸는 패킹구조로 이음관 형태로
   관로의 파손부위가 넓어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

강관 분기용 플랜지단관

˙규격: 분기관 기준 ø80㎜~ø2000㎜, 주문생산

Specialization in Hot Tapping method!!
Unlimited pursuit of R&D and innovative
technology!!

Daepoong has grown into the technology
innovat ion company( INNO-BIZ)  based on
consistent technology on Hot Tapping method,
and our  Se l f - lock Under  Pressure S lu ice
Gate Valve(S-GATE Valve) was approved as a
“designation for an Excellent Product” by Public
Procurement Office and has been supplie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Furthermore, we have been
exporting our products increasingly to Japan,
USA, and so on.

We wi l l  t ry our best to achieve our goals
through constant effort and R&D for unique
product quality and eco-friendly technology with
enthusiasm for World-Class level.

Certificate & Patent

·  "Se l f - lock  Under  Pressure  S lu ice  Gate
  Valve" achieved an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SMBA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SMBA
  for “Self-lock Under Pressure Sluice Gate
  Valve”
· KC Certificate and Certificate for Conformity
  Product for our 5 products including Tapping
  Sleeves
· Acquired ‘ISO 9001;2008’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ot a certificate of ‘INNO-BIZ’ from SMBA
· Registered a patent for device for mounting
   non-water blockage valve on the pipe
· Registered a patent for device for replacing
   non-water blockage valve on the pipe
· Registered a patent for integral tapping sleeves
· Certification of design registration for branch
   pipe of tapping sleeves

· Registered a patent for existing pipe cutting
  method, piping structure, and method for
  inserting a Valve 

Our Products and Methods

EM Hot Tapping Method
A innovative method that realizes the installation
of the gate valve directly on flowing pipe without
shutt ing up the stream. Insta l lat ion of  an
interval valve without any water supply cutoff,
Reloc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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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lock Under Pressure Sluice Gate Valve
· For various types of pipes-Sizes : ø80㎜~ø500㎜

· Gate Valve controlling main pipe without cut-off
· Available in the limited space and maintenance
  and repair by the built-in subsidiary valve

Tapping Sleeves
· The essential equipment for hot tapping without
  any cut-off in the main pipe where liquid flows
· Different Size: 80*100~1200*1000
· Size-on-size: 80*80~500*500

Repair Clamps
· Sizes: ø80~ø1000
· The joint pipe-typed product covering the
  whole main pipe with gaskets inside, and
  applicable way to repair wide damage of the
   main pipe

Fitting for Steel Pipe
· Sizes: ø80~ø2000

셀프락 부단수 제수밸브(80㎜~350㎜) 누수방지대(80㎜~350㎜) 누수방지대(400㎜~500㎜) 현장 적용 사례셀프락 부단수 제수밸브(400㎜~500㎜) 부단수 할정자관(80㎜x80㎜~600㎜x400㎜) 부단수 할정자관(700㎜X80㎜~1000㎜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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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공업㈜  | SEOKWANG MFG. CO., LTD.

President 김윤철 | Yoon-Chol Kim

Add (1752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62  

     (17525) 17525, Jugyang-daero, Iljukmyeon, Anseong-si, Gyeonggi-do, Rep. of Korea

TEL 031-709-1430  FAX 0505-369-1100  Web www.skvalve.co.kr  E-mail skvalve@chol.com

서광공업은 지난 53년 동안 상·하수도 플랜트, 시설현장에 소요

되는 각종 밸브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오직 맑은 물 공급과 깨끗

하고 안전한 수도시설 환경을 위해 일해 온 회사입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시설분야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산 수입 제품이 차지하던 시절 

자체 기술로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와 수도용 볼밸브를 국산화

하여 국내 밸브제조 산업의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나아가 수도용

밸브와 강관의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신청을 통하여 수도시설 

표준화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기술인증과 수십종의 특허

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한 A/S로 항상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으로 인정된 '버터플라이밸브' 와 '볼밸브' 가 

그 제품과 성능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수 있는 것은 수요기

관의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고마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우수제품 지정증서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성능인증 (버터플라이밸브)

˙KS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신뢰성 인증서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위생안전기준인증서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수도용 버

  터플라이밸브, 신축관 이음, 수도용 볼밸브, 수도용 스윙 체

   크밸브, 수도용 스테인리스 이형관)

˙특허 (실링 정도의 조절이 가능한 버터플라이 밸브,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의 부동형 누수차단장치, 더블 파일로트 밸

   브 붙이 버터플라이밸브 의 누수차단장치, 메탈시트를 갖는

   볼 밸브, 세그먼트의 분리가 용이한 개폐 밸브, 저온 및 고온

  에서 실링성능이 유지되는 버터플라이 밸브, 볼 밸브의 외

   부조정 실링장치, 볼밸브의 누수차단장치)

İSO 9001, ISO 14001, INNO-BIZ, API Spec 6D, API

  Standard 609, CE0045 Butterfly Valve(SO/MO/PO)

주요 제품 및 기술
버터플라이밸브(수동/전동/공압/유압)

˙싱글디스크 버터플라이밸브 (메탈시트/고무시트)

˙더블디스크 버터플라이밸브 (고무시트)

볼밸브

˙볼밸브 (메탈시트/고무시트)

˙역류방지용 메탈시트 볼밸브 (체크밸브 기능)

초저온 밸브

역지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 강관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중앙3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

˙태백권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2차년도)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서울시 구의정수장 고도처리건설공사

˙서울시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For las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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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 l i t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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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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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fly Valve, Ball Valve)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Butterfly Valve)

· KS(Butterfly valves for water works, Fittings of
  coated steel pipes for waterworks)

· Certificate of Reliability (Butterfly Valve, Ball Valve)

· Health and safety standards certificate (Fittings
  o f  coa ted  s tee l  p ipes  fo r  wate rworks ,
  Butterfly valves for waterworks, Expansion
  joints, Ball vale for waterworks, Swing check
  valve for waterworks, Stainless Pipe Line for
  Waterworks)

· Patents (Butterfly valves with adjustable seal,
  a floating type apparatus preventing water
  leakage of metal seated butterfly valves, the
  apparatus preventing water leakage with
  double pilot valve for butterfly valve, Metal
  seated ball valves, Shutoff valve to facilitate
  separation of segment, Butterfly valves to

  maintain sealing performance for high/low
  temperature service, Sealing apparatus of ball
  valve according to out adjustment, apparatus
    preventing water leakage for ball valves)

· ISO 9001, ISO 14001, INNO-BIZ, API Spec 6D,
   API Standard 609, CE0045 Butterfly Valve
  (SO/MO/PO)

Product & Technology

Butterfly Valves (Manual, Electric, Pneumatic,
Hydraulic)

· Single disc butterfly valve (Metal seat, Rubber
  seat)

· Double disc butterfly valve (Rubber seat)

Ball Valve
· Ball valve (Metal, Rubber)

· M etal seat ball valve (check valve function)

Cryogenic valve

Non-return valve

Coated steel pipes for water works

Arc Welded Carbon Steel Pipes

Performance

· Improvement work of Keumkang wide-area
  water supply facilities

· Boryeong Dam headrace construction work

· Adjust project of Han River water supply
  system

·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Works of
  Dogok water treatment plant

·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Works of
  Hwado water treatment plant

·  Capacity expansion work of Joongang 3
  Rainwater pump station

·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Works of
  Chensang water treatment plant

· Taeback wide area water supply pipe l ine
   double-track project (2 years)

· Modernization Project of Cheongju integrated
  water purification plant

·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Works of
  Seoul Guui Water Purification Plant

· Modernization and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 l i ty  works of  Seoul  Gwangam Water
  Purification Plant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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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개발㈜ | JINWON Development Co.,Ltd

President 이기완 | Gi-Wan Lee

Add (1142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 182-39 | (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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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epc.com 

부단수 전문 기업!

기술력과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원개발㈜는 오랜 기간 상수도공사를 시공해온 노하우를 바

탕으로, 하자 없고 시공이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 해

왔으며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및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스테인리스

강관용 신축가동식 관 이음쇠(슬립인조인트), 부단수 할정자관

부단수 밸브(써클밸브), 강관누수방지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제품 개선 노력을 통해 더

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재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기술혁신중소기업 (INNOBIZ) : 중소기업청

˙위생안전기준 KC인증 : 한국상하수동협회

˙단체표준인증 : 상하수도 협회

˙적합인증 : 한국상하수도 협회

˙K마크 인증 : KTL

˙특허 및 실용신안 다수 : 특허청

˙우수제품 : 조달청

주요 제품 및 기술
써클밸브 (부단수 밸브)

써클밸브는 기존의 송,배구관로를 단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

한 제수밸브로써 노후관 교체공사, 관로 이설, 블록화시스템 

구축, 밸브 교체 및 긴급 보수공사 등에 사용하여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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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경 부단수할정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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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음쇠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주름마디 강관 배

관시 사용하며 진동, 부동침하, 신축에 강한 특성이 있으며, 10

년 이상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급수공사 현장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라인스토핑, 부단수 천공, 관로이설 등 부단수 공사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서울특별시 관내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부산광역시

관로 노후도 조사, 수자원공사 노후밸브 교체공사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

시, 화성시, 부천시, 의왕시, 파주시 경북 김천신, 경남 양산시,

창원시, 진주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전남 장흥군, 충남 태안

군,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지자체 및 상수도사업소 발주 공사

에 약 2,000개소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라인스토핑 SL 조인트 부단수 할정자관 써클밸브

시공사례

시공 후 차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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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tuator, Pump C-1-1

하지공업㈜  | HAJIE INDUSTRIAL CO.LTD

President 안태상 | Tae-Sang Ahn

Add (18527)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1020-20  

     (18527) 1020-20, Sicheong-ro, Paltan-myeon, Hwaseong-City, Gyeonggi-do, Rep. of KOREA

TEL +82 31-352-8491  FAX +82 31-457-1969  Web www.hajie.com  E-mail kjpark@hajie.com

하지공업㈜는 1972년 창업 이래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를 전문으로 제작,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KS제품인 심정펌프로 우리나라 관정 (우물)사업을 시작

으로 초기 천수답지역, 식수가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하지공업㈜는 우리나라 상하수도 발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시대환경에 따라 신도시에서의 상수도 보급으

로 눈을 돌렸고, 신도시 상수도 보급을 위한 펌프장에 수중가압

형 가압장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공업㈜는 심정용 수중모터펌프를 비롯하여 오배수

용 수중모터펌프, 그리고 해수담수화용 고압펌프와 에너지         

회수장치에 이르기까지 유체기계 전반에 전문적인 기술기업으

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며, 여전히 your No. 1 water solution

을 기업 슬로건으로 인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회

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KS B 6320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Q ISO 9001 품질경영인증시스템 인증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Inno 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Main Biz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인증 (수중펌프 및 원심펌프)

˙직접 생산증명 인증

˙특허 제10-1620084호 외 13종 획득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 인라인 가압펌프 시스템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 부스터 펌프 시스템

주요 제품 및 기술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가압용 수중모터펌프

˙삼출수용 수중모터펌프

˙오,배수용 수중모터펌프

˙수중 축류 /사류 펌프

˙하지 부스터 펌프 시스템

˙입형다단부스터 펌프

˙해수담수화용 RO PUMP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미얀마 양곤 화력발전소 취수펌프 

˙필리핀 SEG INC (필리핀 마닐라) APP2.5 2013

˙삼성물산㈜ 뚝도 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2013   

˙보령 장고도, 외연도 해수담수화 설비 APP8.2 2015

˙고창군 상하수도 하갑가압장 7.5kW설비2016

˙독도 해수담수화 설비 APP1.5 2016

˙국방부 해군함정 해수담수화설비 2016

˙여수시 봉계가압장 110kW 설비 2016

˙광양 POSCO PILOT 설비 APP8.2 2016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 인라인가압펌프 설비 2016

˙김천 하야로비가압장 설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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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 유지관리

(주)로얄정공

(주)이화에코시스템

(주)유성엔지니어링

(주)특수건설

엘켐텍

수자원기술(주)

(주)진행워터웨이

주식회사대승엔지니어링

(주)하이텍이피씨

(주)맑은물연구소

(주)한국유체기계

탑전자산업주식회사

씨유엔에이티에스

삼보과학(주)

청정테크 주식회사

(주)하이클로

(주)원재산업

(주)녹색산업

한삼코라(주)

청호환경개발(주)

해동엔텍

(주)이지스

유한회사 포겔상코리아

에이티이(주)

한광물산

(주)아이엠헬스케어

자연과학산업(주)

(유)탑환경건설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ROYAL PRECISION IND. CO., LTD.

Ewha Eco System Co., Ltd.

Yusung Engineering Co., Ltd.

TUKSU ENGINEERING & CONSTRUCTION

Elchemtech.co. Ltd.,

WARECO

JINHAENG WATERWAY CO., LTD.

DAE SEUNG ENGINEERING

HITEC EPC CO.,LTD.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KOREA FLUID MACHINERY CO., LTD.

TAP Electronics Co., Ltd.

CU&ATS CO.,LTD

SAM BO SCIENTIFIC CO.,LTD

ChungJungTech. co. Ltd.

Hyclor Co.,Ltd.

wonjae industry co.,ltd.

GREEN INDUSTRY CO., LTD.

Hansamkora Co.,Ltd.

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HaeDong EnTec

Aegis Co., Ltd.

Vogelsang Korea Co., Ltd.

ATE Corporation

Hankwang corporation

IM Healthcare Co., Ltd.

JA YEON SCIENCE INDUSTRY CO.LTD

Limited company Top Environment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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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정공 | ROYAL PRECISION IND. CO., LTD.

President 박재덕 | Jae-Durk Park

Add (427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길 6(갈산동)  

     (42705) 6, Seongseogongdan-ro 25-gil, Dalseo-gu, Daegu, Korea

TEL 053-583-8651  FAX 053-583-8655  Web www.korearoyal.com  E-mail royal@korearoyal.com

1986년 설립 이래 축척된 고도의 기술과 완벽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환경관련기기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생산기업으로 꾸

준히 성장해온 ㈜로얄정공은 국가 기간시설 및 국내외 각종

산업시설에 고품질의 환경관련 설비를 공급해왔습니다. ㈜로

얄정공은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설계, 제작, 시운

전, A/S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

하여 벤처기업 및 우수품질인증, 환경설비인증, 신제품, 조달우

수제품 인증 등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각종 국내·외에서

의 인증 및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로얄정공은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 노력하

고 원자재 절단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작은 부품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며 빠른 납기와 신속한 서비스망의 구축으로 고객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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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gk, DS/hr 이하)

˙ 2002. 02. 07 - 우수품질인증 획득(수평형 원심 탈수기-처리

용량 : 900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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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04. 07 - 조달 우수제품지정 (스크류 데칸터형 원심분리기)

- 지정기간 연장

˙특허 제 10-0857057호. 산업용 상, 하수 및 폐수처리용 원

심분리기 스크류컨베어의 날개 끝면 하드닝 방법.

˙특허 제 10-0920493호. 외동보올의 회전체에 소음방지용

플레이트 장착을 구비한 스크류데칸터형 원심분리기.

˙특허 제 10-0953671호. 회전각을 가지는 농축액 또는 케이

크 토출구를 구비한 스크류데칸터형 원심분리기.

˙특허 제 10-0977196호. 스크류 컨베이어에 형성된 이단가

속 토출커버를 구비한 스크류데칸터형 원심분리기.

˙특허 제 0340190호. 이단가속 원심분리기용 증, 감속 기어

박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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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및 토목슬러

지, 식품슬러지, 화학공업, 식품가공업, 철강공업, 폐플라스틱,

폐유정제, 플랜트 시설등의 등 다양한 분야에 약1000여대 이

상 납품.

After establ 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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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level
which the foundat ion with perfect qual 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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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12. 17: APPROVED AS EXCELLENT
PRODUCTS (THICKENING DECANTER)

·  2001. 06. 30: ACQUIRED ENVIRNMENT
EQUIPMENT QUALITY APPROVAL
- DEWATERING EQUIPMENT

·  2002.  02 .  07 :  ACQUIRED EXCELLENT
QUALITY APPROVAL
- HORIZONTAL CENTRIFUGE

·  2002.  08 .  29 :  ACQUIRED EXCELLENT
QUALITY APPROVAL

-SEWAGE TREATMENT CENTRIFUGE THICKENER
·  2 0 0 3 .  0 5 .  3 1 :  A C Q U I R E D  I S O  1 4 0 0 1

CERTIFICATION
·  2003. 11. 01: AWARDED GOVERNMENT

P R I Z E  O F  2 0 0 3  N E W  T E C H N O L O G Y
COMMERCIALIZATION,
- PRIME MINISTER PR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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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Z ) 
SELECTION

· 2012. 07. 06: THE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THE SCREW 
DECANTER CENTRIFUGE)

·  2 0 1 5 .  0 4 .  0 7  :  T H E  P R O C U R E M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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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 t r i f u g e  e q u i p p e d  w i t h  t h e  d o u b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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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 ion for dehydrat ing hor izontal
decenter centri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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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 ly  to  the  var ious  f ie ld  inc lud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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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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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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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에코시스템은 탈수기 전문업체로서 오직 원심탈수기 개

발에만 역주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세계 최첨단 기술인 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 개발을 완료하여 탈수기 분야 선진국인 유

럽과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다량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화에코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로

전세계 어느기업보다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

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ISO9001/ISO14001 인증

˙지식경제부 신제품 (NEP) 인증 (원심탈수기, 공기압콘베이어)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원심탈수기, 공기압콘베이어, 슬러지

   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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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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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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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 i 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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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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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 ive improvement in  un i fy ing
      thickening and dehydrating process
   -  Reduce energy and chemical consumption
·  Appl icat ions: Direct dehydr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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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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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탈수기

공기압콘베이어

단일탑 다단세정 탈취기

논스톱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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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엔지니어링 | Yusung Engineering Co., Ltd.

President 최순옥, 이용덕 | Choi Sunok,  Lee Yongdeok

Add (50583) 경남 양산시 상북면 공원로 423) | (50583) 423, Gongwon-ro, Jwasam-ri, 

      Sangbuk-myeon,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055-374-2881    FAX 055-374-5700   Web www.yse2001.co.kr   E-mail yse2001@hanmail.net

(주)유성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되어 탈취설비,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 스크류펌프를 전문 생산하고 기타 수처리기기

를 생산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입니다. 벤처기업,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그리고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정받아 있으며, 23

개의 특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 등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탈취기에 접종되는 미생물을 신규 개발하고, 

사내 직접 배양하는 대량배양시설 및 균주확인센터를 구축하였

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 4개 공정의 특허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류펌프 개발에 성공하여 수입

대체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1. 복합 바이오 탈취기

˙성능인증 (제25-111호)

˙녹색기술 및 녹색 기술제품 인증

˙조달우수제품

˙복합 바이오 탈취기 특허 (10-1183090) 외 총 8건

˙바이오 탈취기 신규 미생물 특허 (10-1479679)

2.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 관련 특허 및 인증

˙성능인증 (제25-120호)

˙난형소화조 특허 (10-1339037)

˙가스홀더 특허 (10-0554202)

˙건식 탈황기 특허 (10-0870519)

˙노내연소식 잉여가스연소기 (10-0831170)

3. 스크류 펌프

˙스크류 펌프 (10-1035078)

˙테이퍼 주축의 3엽 스크류 펌프 (10-2016-0157214)

주요 제품 및 기술
1. 복합 바이오 탈취기

˙바이오와 약액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탈취기

˙악취 분해 미생물 SOB5VT1 / AOBP9201321

˙국내 최초 미생물 배양시설 및 연구시설 구축

2.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

˙난형소화조 / 건식탈황기 / 노내연소식 잉여가스연소기

˙가변용량 가스홀더 국내최초 성능인증 획득 

˙국내 유일 전공정 특허 및 성능인증 보유

3. 스크류펌프

˙테이퍼 주축의 3엽 스크류펌프 개발 성공

˙수입품 대체 완료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1. 복합바이오탈취기 

˙수영STP 복합바이오탈취기 (700㎥/min) 외 100여건

˙베트남 Viet tri STP 수출 진행중 - 150㎥/min 외 3건

2.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 

˙부산 수영, 강변, 남부 (8000㎥)

˙대전, 구리, 구미, 경산, 제천 등 60여건

˙양산, 대구, 녹산 등 에너지자립화 사업 진행중 

3. 스크류 펌프

˙용연하수처리장 - 7500㎥/hr 

˙마창 중계펌프장, 강변하수처리장 외 6건

수상실적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국세청장, 51회 납세자의날)

˙환경부장관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녹색인증 유공기업 지정 

Yusung Engineering is established in 1994, and 
Yusung is a specialist in environmental equipment 
such as Deodorizer, Biogas Recycling system and 
Screw Pump. 

Yusung Engineering has led environmental 
equipment market by investing R&D. Yusung is 
certified as a venture company, Inno-Biz company 
and Green company. also has 23 patents,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Green tech & 
product certificate.

The first time in the biofilter industry, Yusung built 
a mass microorganism incubating facilities and 
microbiological labs on its own. And Yusung is the 
only one that has all patents of biogas recycling 
system in Korea.

Certificate & Patent

1. Multiprocess Bio Deodorizer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25-111)
· Green Tech & Product certificate
  (GT-14-00018/GTP-14-00011)
· Deodorizer patent (10-1183090) 7 others
· New microorganism patent (10-1479679)

2. Biogas recycling system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e (25-120)
· Egg-shaped Digester patent (10-1339037)
· Gas-Holder patent (10-0554202)
· Dry Desulfurizer patent (10-0870519)
· Enclosed biogas Flare patent (10-0831170)

3. Screw Pump
· Screw Pump patent (10-1035078)
· 3 thread screw pump that has a tapered shaft
  patent (10-2016-0157214)

Product & Technology

1. Multiprocess Bio Deodorizer
· A Deodorizer that combines the excellence of a
  bio-filter and chemical scrubber.
· Odor-decomposing Microorganism SOB5VT1 
  / AOBP9201321
· Built a mass microorganism incubating facilities
  and microbiological labs in the first time in Korea.
2. Biogas recycling system
· Egg-shaped Digester 
· Dry Desulfurizer
· Biogas-holder
· Enclosed biogas Flare
· The only one has all Patents of biogas recycling
  system in Korea
3. Screw Pump
· 3 thread screw pump that has a tapered shaft
· Import substitute product

Performance

1. Multiprocess Bio Deodorizer
· Suyeong STP (700㎥/min) 100 others
· Viet tri STP(Vietnam) Export in progress-150㎥
  /min 3 others
2. Biogas recycling system
· Gangbyeon STP (8000㎥) 60 others
3. Screw Pump
· Yongyeong STP-7500㎥/hr 6 others import
  substitution  

Awards

· The citation of beatiful taxpayer
· The citation from the Minister of Environment
· The citation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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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 | TUKSU ENGINEERING & CONSTRUCTION

President 김중헌 | Kim Joong Heon

Add (137-86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58 특수건설빌딩

       (137-865) 358, Hyoryeong-Ro, Seocho-Gu, Seoul, Rep. of KOREA 

TEL 02-590-6400    FAX 02-590-6490   Web www.tuksu.co.kr   E-mail windkyung@tuksu.net

특수건설은 1971년 창사 이래 차별화된 공법과 선진기술력으로 

고난도 국가기간시설 건설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기초토목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철도 및 도로 지하횡단 구조물, 대구경 교량 기초, 쉴드터널, 지

중연속벽 등 기술집약적 첨단 인프라 건설의 정상을 향해 걸어

온 특수건설의 역사는 우리나라 토목기술 발전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노화우와 기술력에 만족

하지 않고 글로벌 인프라 건설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

해 국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투자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관로 조사 진단에서부터 비굴착 개

량에 이르기까지 첨단 선진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상수관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최상의 서

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특허 제 10-1505668호 기존 파이프의 스웨이지 라이닝 

   시공 방법

˙특허 제 10-0800028호 프론트 잭킹공법을 이용한

   터널 구축 방법

˙특허 제 10-0800029호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등

주요 제품 및 기술

˙상관식 누수 탐사 장비

  : 누수가 의심되는 구간의 양 지점에 하이드로폰을 이용한

   센서를 부착, 음향신호를 측정한 후 분석하여 누수 위치를

    추정 하는 장비

˙상수관로 진단 장비

   : 화상분석, 누수탐사, 매설관 위치탐사 등 종합적인 배관 상태

    진단이 가능한 장비

˙비굴착 개량 Pipebursting 공법

   : 원뿔의 파열/파쇄헤드와 날을 이용하여, 기존관을 파쇄하고

    후미에 연결된 신관으로 관을 교체하는 방법

˙비굴착 개량 Cloes fit lining 공법

   : HDPE관을 구경 축소용 Swage Die를 통과시켜 연속적으로 

    견인 및 삽입 후 축소되었던 구경이 자연복원력에 의해 확장

    되어 기존관 내부에 밀착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상수도 (지자체)

˙플랜트 배관 (POSCO 등)

Tuks u  E ng i nee r i ng  &  Cons t r uc t i on  i s  a 
representative foundation civi l  engineering 
specialized company in South Korea that is self-
certified by self and others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ore facil it ies with differentiated 
construction method and advanced technical 
forc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1.

The history of special construction that has 
advanced to the top of technology-intensive 
advanc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railway and road underpass structure, large bridge 
foundation, shield tunnel, underground continuous 
wall, etc. is a record of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Tuksu Engineering & Construction is not satisfied 
with the technological accomplishment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for the past half century 
and has entered the field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which is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acility, and continues to make investment in 
order to leap to the world lead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y 
and construction method from diagnosis of 
water pipe inspection to improvement, we will 
establish a scientific and systematic water pipeline 
management system and promise to give back to 
your customers with best service.

Certificate & Patent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
· Patent No. 10-1505668 Method of swage lining
  construction of existing pipe
· Patent No. 10-0800028 How to construct a
  tunnel using the front jacking method
· Patent No. 10-0800029 Construction method of 
  underground structure, etc.

Product & Technology

· Correlation leak detection equipment
  : Attaching a sensor using a hydrophone,
  measuring the acoustic signal and analyzing it
   to estimate the leak location
· Water pipeline diagnostic equipment
  : image analysis, leak detection, buried pipe
     location survey
· No dig improvement - Pipebursting method
  : Using the cutting head, break the existing pipe 
     and replace the new pipe 
· No dig improvement - Cloes fit lining method
  : The HDPE tube was passed through a swage
    die to reduce the diameter, and the diameter 
    was expansion by natural recovery

Performance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 Local waterworks (Local government)
· Plant pipe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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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켐텍 | Elchemtech Co., Ltd.

President 문상봉 | Sang-Bong Moon

Add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26-5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611~616호

       612ho, 123,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08505, Rep. of KOREA 

TEL 02-2025-4300   Web www.elchemtech.com   E-mail hygen@elchemtech.com

저농도 시스템 (HyGenon F) 고농도 시스템 (HyGenon M)

Establ ished in 2002, Elchemtech Co., Ltd 
is a company that focuses on developing 
electrochemically based technology including 
onsite sodium hypochlorite generator.

With outstanding researchers, Elchemtech was 
able to develope our own DSA electrode, MEA 
and other related technologies. 

Our own DSA electrodes are currently applied to 
Hyundai Heavy Industries’ ballast water system 
and HyGenon F, onsite NaOCl generator utilizing 
our own DSA electrodes, are currently in operation 
at 200sites around the country and abroad.

HyGenon M is a new type of onsite NaOCl generator. 
HyGenon M utilize both DSA electrode and Membrane 
technology, and with its high efficiency(80%), HyGenon 
M can produce NaOCl at 2.5% concentration.

Through our technology, Elchemtech will continuously 
try to provide products that can help our clients and 
improve the world

Certificate & Patent

Korea Patent No.10-1219582:
Electrochemically sterilizing device and 
electrochemical cell comprising the same
Related Patents: 10
Related Government Project: 2

Other Patents: 42
Other Government Project: 5

İSO 9001:2008
İSO 14001:2008

˙Venture Certificate
İnnobiz Certificate 

˙The R&D Center Certified by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Product & Technology

˙HyGenon F

   - Onsite sodium hypochlorite Generator DSA type
   - NaOCl Concentration: 0.8% (±0.1%) 

˙HyGenon M 

  - Onsite sodium hypochlorite Generator
      Membrane type
  - NaOCl Concentration: 2.5% (±0.2%) 
  - High Efficiency (80%)

Performance

˙Hyundai Heavy Industries (BWT) 

˙Kimhae Lotte Water Park (HyGenon M) 

˙Naju Distribution Reservoir (HyGenon M)

˙1. K-Water Drinking water site

˙U-competition swimming pool, Kwangju

˙Sungdong Youth Center Swimming Pool, Seoul

2002년에 설립된 ㈜엘켐텍은 전기화학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력

을 바탕으로 현장형 차염발생장치 및 기타 현장형 장치를 생산

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DSA 전극, 막전극 접합체 등

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DSA 전극의 경우  현대중공업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DSA 전극을 응용한 제품인 

HyGenon F는 국내외 200 지자체 수영장 및 식품가공공장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2년 개발된 HyGenon M은 당사가 보유한 DSA 전극 및 맴브

레인 기술을 응용한 제품입니다. 높은 효율(80%)을 자랑하는 본 

제품은 다른 시중 제품에 비해 높은 농도(2.5%)의 차염을 생성하

며, 수영장 및 정수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엘켐텍은 항상 고객과 동반성장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전기화학분야 

"세계 No.1 "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10-1219582호 (전기화학적 살균제 발생기 및 그를 이용한 장치) 

수자원공사 성과공유제 선정 (2016년)

관련 정부 과제  : 2  / 기타 특허        : 56종

기타 정부 과제 : 5

İSO 9001:2008 / İSO 14001:2008

˙벤처기업 인증 / ˙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제품 및 기술

˙HyGenon F 

   - 무격막식 현장형 차염발생장치

   - NaOCl 농도: 0.8±0.1% 

˙HyGenon M

   - 격막식 현장형 차염발생장치

   - NaOCl 농도 :  2.5% (±0.2%)

   - 화평법·화관법 면제대상 (비분리중간체)

   - 고효율 (80%)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현대중공업 (DSA 전극) 

˙김해롯데워터파크 (HyGenon M)

˙나주 배수지 (HyGenon M)

˙K-Water 정수장 1곳

˙광주 U대회 수영장, 서울 성동청소년 수련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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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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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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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 l  as operat ion and maintenance of 
water  resources fac i l i t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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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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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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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WARECO

President 김완규 | Wan-kyu Kim

Add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463-828) 37, Seongnam-daero 92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724-5492    FAX 031-724-5490   Web http://www.wareco.co.kr   E-mail neoartnet@naver.com

1986년 창립 이래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그 동안 쌓은 점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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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

지사업, 건설공사는 물론 정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

거 등 수자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물산업 토탈

솔루션 사업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신기술 2건: 제565호,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 

   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제거/584호, 부단수 상태에서 적용 가

   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기술

˙특허 62건: 수차발전기의 보수방법/상수관로 갱생공법/부단

   수 관로 촬영장치 및 그 시스템 외 다수

˙실용신안 5건: 수처리 시스템의 스컴제거장치 외 다수

˙디자인 2건: 주철관 이탈방지 압륜 고정 받침쇠 외 다수

주요 제품 및 기술

˙점검정비: 수자원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24시간 예방점검 및 진단과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종합엔지

    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관리: 다년간의 정수장 및 수력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방점검 및 예측정비를 실시하여 

  설비 고장, 정지 최소화로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단사업: 수자원시설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

   을 보유한 기술진단 전문인력들은 과학화된 장비로 정수장

   및 관망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최적 운

    영방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30년간 수자원시설물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

   으며 수리학적 특성과 현장에서 터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

   자원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미래산업의 총아

가 될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력 발전 사업분야에서는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새로

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창립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
(댐/발전시설 및 광역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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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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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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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JH Waterway developed JH Scale-buster, holds 
patents in 63 countries of the world that prevent and 
remove rust, scales and extend life time of pipe and 
improve water quality. JH Scale-buster is installed 
about 130 water supply facilities in the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as well as about 300 thousands 
places in the overseas which became troubleshooter 
in corrosion field. We also developed and introduced 
"J WATER PH7.4" and "Eco-Trans" that purifying 
water together with a renown water specialist in Korea 
experienced over for 35years. They remove bacteria, 
heavy metal and chlorine in the city water but preserve 
and enrich minerals.

Certificate & Patent

1. JH Scale-buster
- Approval certificate TÜV-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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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 Acqusition of Sanitation Standard Certification
2. Eco Trans (water-purifying device for small 
    water-supply system)
    Korean Patent No. 10-1001651
3. J WATER PH7.4 (water purifier) Korean Patent 
    No. 10-0791223

Product & Technology 
JH Scale Buster
1. What is JH Scale-Buster?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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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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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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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WATER PH7.4 (water purifier)
J WATER PH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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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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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4-4

㈜진행워터웨이 | Jinhaeng Waterway Co., Ltd

President 심학섭 | Hak-Sub Shim

Add (1754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8-11 | (17543) 58-11, Mosan-Ro, Daedeok-

     Myeon, An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2-3488-8000  Web http://www.waterway.kr  E-mail webmaster@waterway.kr

(주)진행워터웨이는 63개국 특허를 획득한 물리적 갱생공법

'진행스케일버스터' 를 개발하여 배관 내 녹과 스케일, 물때

를 방지하고 제거하며 배관수명 연장 및 수질개선에 획기적

인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배관 부식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수

처리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

는 수도직결정수기 '진행워터 PH7.4'와 마을상수도 정수처리

장치인 '에코트랜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끊

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기술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 미

네랄이 살아있는 건강한 물'과 '세계인의 물 건강'이라는 목표

를 가지고 국가의 공익추구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TÜV-GS, 중국 음용수 검인증

İSO9001, ISO14001 (국제표준기구)

˙ 국내 특허 등록 (특허 제 10-0949698)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정번호 2012095호)

˙K마크 획득 (아연 이온수 발생장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KCW-2012-0649)

˙환경부 신기술 인증서 획득 (제502호)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효과검증, 영남대 조계현교수 (부식 

   학전문) 효과 실험연구, 한전본부연구소 효과실험

주요 제품 및 기술
진행스케일버스터

배관내부에 생성된 녹, 스케일, 물때, 세균 등을 제거, 방지하는 

물리적 이온 수처리 제품으로 외부는 황동, 내부는 특수아연과 

불소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소수지를 이용하여 정전기를 발

생시키고, 특수아연의 이온화로 1Volt의 전기를 발생시켜 배관에 

달라붙는 침상구조를 달라붙지 않는 구상구조로 바꾸어 줌으로

써 녹, 스케일 등을 제거 및 예방합니다. 설치가 간단하며 유지 

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배관수명 연장에 따른 건물 사용기

간의 연장으로 막대한 경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관의 녹과 스케일의 예방 및 제거를 통한 배관의 내구성    
   향상(배관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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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라인, 노즐라인, 태양열 온수시스템, 냉각탑, 

      자동판매기 등

에코트랜스(마을상수도 정수처리장치)

상수도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지하수를 정화

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지

하수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대장균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합니다. 또한 지하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천연 

미네랄을 살려주어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특허 

등록 (제 10-1001651) / 연구논문

진행워터 PH7.4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돗물 사용기피 인자를 제거하고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친환경적 제품입니다. 막 (필터)여과 방식

과 같은 인공적 기술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정화 기

능만을 사용하며 아연이온화장치와 미네랄복합필터로 이루어

져 수돗물을 직결 정수하는 방식으로, 천연광석을 이용하여 수

돗물의 미네랄은 증가시키고 세균, 중금속, 잔류염소 등의 유해

물질은 제거합니다. 국내특허 등록 (제 10-0791223) / 연구논문 /   

식물 및 세포 임상실험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상수도 : 광양, 제천 ,천안, 안동, 구미 등 13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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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개국 30만 여곳

진행스케일버스터 (JH Scale Buster) 에코트랜스 (Eco Trans) 진행워터 PH7.4 (J WATER PH7.4)Water supply (before)
상수도배관(설치전)

Water supply (after)
상수도배관(설치후)

Toilet bowl slime (before)
양변기 물때(설치전)

Toilet bowl slime (after)
양변기 물때(설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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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4-5

Introduction

Since established, we have produced the very up-
to-dated STEP SCREEN, HYDRAULIC SCREEN, 
ROTARY SCREEN, GRIT & WASTE TREATMENT 
SYSTEM, CONVEYOR PRESS etc., through 
th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technology 
as a manufacturer of waste water treatment 
machineries.

Especially on 1997, we firstly have developed 
STEEP STEP SCREEN in the world, which easily 
could be installed in any water channel, don’t block 
the openings of the screen face and is self-cleaned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s as a fine screen.

We have finished to register the patents in Korea, 
USA, Japan, Germany as to the mechanism of the 
Steep Step Screen and so far installed them in about 
300 plants.

Nowadays we have been receiving much encouragements 
& cheerings from all the customers and moreover, the 
good performance of our screens are approved & 
guaranteed by them as a up-to-dated screen.

Based on our business ideology, providing the best 
quality, service and satisfying our customer’s request, 
our company has devoted ourselves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better service. And we acquired 
ISO9001(Korea Productivity Center & TUV), Excellent 
Korean Technology(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New Technology(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authorized institutions 
and government to be able to prove the quality and 
technology of our products. We will put our further 
efforts to produce better products and to grow into 
the world company which can lead an environmental 
industry on the cutting edge.

Certificate & Patent

1. Performance Certification NO. 25-125 
   (Hour lifting capacity and machanical durability
   advancement step screen)
2. Performance Certification NO. 25-151 
    (Link-screen to rear liftable caterpillar type without 
    guardrails)
3. Patent NO. 10-1167841 (STEP SCREEN)
4. Patent NO. 10-1559449 
    (Power link screen capable of running in endless 
    track without guard rail)
5. INNO-BIZ NO. 141101-00651

Product & Technology
1. STEP SCREEN
As a fine screen screen for removing contaminants 
contained in municipal sewage and various 
wastewater, no gaps are occupied in any operation 
condition, it has a separate deviceless automatic 
cleaning function and it is many from domestic and 
foreign applications It is a up-to-dated screen that has 
been proven to be popular and excellence of products

2. LINK CHAIN SCREEN
Unlike existing bar screens, there is no impurity 
matter by the guide rail as a tax item to remove 
contaminants contained in municipal sewage and 
various wastewaters, etc., and a bulky impurity by 
applying a driven link chain It is also possible to 
withdraw the sewer, which is an advanced screen with 
no occurrence of maintenance cost due to the middle 

chain, sprocket etc.  

Performance 
1. Local government
2.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3.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4.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대승엔지니어링 | DAE SEUNG ENGINEERING

President 최 병 천 | CHOI BYEONG CHEON

Add (5087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40번길 109 

      (50871) 109. 240 buyn-gil, Jinju-eup, Hage-Ro,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346-7435   FAX 055-346-7436   Web www.dsene.kr  E-mail desng@hanmail.net

당사는 창립이래 수처리관련 전문 기계 제조업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의 계단식 스크린, 유압제진기, 

로타리식 제진기, 협잡물분리기, CONVEYOR PRESS 등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자체 기술진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급경사

형 계단식 스크린은 어떤 조건의 수로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스

크린의 간극이 전혀 막히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장치없이 자

동 세척기능도 갖고 있는 세목스크린으로서 국내 및 미국, 일본, 

독일 등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내외 300여 

곳의 처리장에 납품되어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함께 제

품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는 첨단 스크린입니다.

당사는 최고의 품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

한다는 기업이념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ISO9001(한국생산성본부, TUV), 국산신기술(과학기술부), 환경신

기술(환경부) 등을 취득, 품질 및 기술을 공인기관과 정부로부터 

인증 받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미래의 첨단 환경산업

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성능인증 : 제25-125호 (시간당 인양능력과 기계적 내구성이 
   향상된 계단식여과기)

˙성능인증 : 제25-151호 (가드레일 없는 후방들림 무한궤도형 
   링크제진기)

˙특허 제 10-1167841 호 (계단식여과기)

˙특허 제 10-1559449 호 (가드레일 없이 무한궤도 운전이 가능
   한 파워 링크 제진기)

İNNO-BIZ 제 141101-00651 호

주요 제품 및 기술
1. 계단식 여과기

도시하수 및 각종폐수 등에 함유된 협잡물을 걸러내는 세목스

크린으로서 어떤 가동 조건에도 간극이 전혀 막히지 않으며, 별

도의 장치 없이 자동세척 기능도 갖고 있어 국내외 사용처로부

터 많은 호평과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는 첨단 스

크린이다.

2. 링크체인스크린

도시하수 및 각종폐수 등에 함유된 협잡물을 걸러내는 세목, 조

목스크린으로서 기존의 바스크린과 달리 가이드레일의 의한 구

속이 없이 구동되는 링크체인을 적용하여 부피가 큰협잡물의 

인양도 가능하며 수중부의 체인, 스프라켓 등으로 인한 유지관

리 비용이 발생치 않는 첨단 스크린이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1. 지자체

2. 수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스텝스크린 파워링크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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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이피씨 | HITEC EPC CO.,LTD..

President 김홍석 | Hong-Seok Kim

Add (05714)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 65(가락동, 마루빌딩)

     (05714) 65, Ogeum-ro 36-gil, Songpa-gu, Seoul, Korea

TEL 02-3012-2900   Web www.hitecepc.com   E-mail kunhoid@hitecepc.com

하이텍은 1996년 창립이래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 노하우

와 개발, 검증을 토대로 각 분야 (수도, 전기, 가스)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능·성능을 극대화한 유·무선 검침 시스템인

SkyRun®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들을 대하기 위해 기

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하이텍이피씨는 꾸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거듭하여 노하우를 축적함은 물론, 고품질을 바탕으로 한 최고

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

다. 아울러, 상생 정도 경영을 통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

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인증

˙조달청우수제품, 중기청성능인증, K마크성능인증, KAS공

   인 V체크마크 인증, 이노비즈 인증, 품질경영체제인증 (ISO

   9001)

특허

˙무선 원격 검침장치 및 그의 구동방법 (10-0854921)

˙원격검침단말기의 통신실패복구방법 (10-0989712)

˙원격검침단말기의 전원제어방법 (10-0997002)

˙이중통신방식을 적용한 차량검침 시스템 (10-1214984)

˙다중검침기능이 적용된 단말기무선검침 시스템과 단말기 무
   선검침 제어방법 (10-1214981)

˙옥내 누수감지 정보를 제공하는 원격검침시스템과 옥내 누
   수판단 제어방법 (10-1214986)

˙소 출력 중계기의 송수신 중계 제어장치 (10-1225487)

˙태양전지만으로 구동되는 저 소비전력형 원격검침수집기
   (10-1237801)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니켈수소충전지의 충전장치 및 방법
   (10-1266986)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Trinidad Tobago, Italy, vietnam, 서울시, 평창군, 군산시 외 

42지자체

SkyRun® is a wireless remote metering system
birthed by HITEC. This system can be applied to
various utility sections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gas. SkyRun® functionality, performanc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are maximized
through accumulated technical know-how since
its foundation in 1996.
HITEC, brought up by trust and love of the
customers, wil l consistently fullf i l 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ry its best to make a better
products and engineer ing by consider ing
customer.
We promise to become even more trusted
public enterprise, and sincerely ask for your
consistent and kind consideration. we will do
our best with the sincerity, challenging mind,
creativity. Thank you.

Certificate & Patent

Certificate
· PPS Excellent Produc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ertification, K-mark
certification Performance, KAS certified V
Checkmark Certification, Innobiz certific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9001)

Patent
· Wireless Remote Checking Apparatus and

Driving Method The Same
· Recovering Method After Communication

Failure In Automatic Meter Reading Terminal
· Power Control Method For Automatic Meter

Reading Terminal
· Wireless Meter Reading System And Method

With Multi Metering Function
· Drive-By Meter Reading System With Full

Duplex Communication.
· Water Leakage Detecting System Of Indoor

Pipe Line Based On Water Reading System
· Apparatus For Communication Relaying

Control Of A Repeater.
· Low Power Consumption Type Remote

Metering Concentrator Powered Only By Solar
Cells.

· Charger device Of Ni-Mh reachargeable Battert
using solar cell and method thereof.

Product

Trinidad Tobago, Italy, vietnam, Seoul, Pyeongchang, 
Gunsan other 42 municipalities

주요 제품 및 기술 Produc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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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연구소 | Pure Water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김영화 | Young-Wh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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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세상！

물걱정이 없는 환경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우리 모두

가 풍요롭게 사는 세상은 「맑은물연구소」가 꿈꾸는 내일입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현실에 저희 맑은물연

구소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맑고 깨끗

한 물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써,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기술 연구 개발하여 더욱 더 좋은 제품

을 고객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만 공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뢰받는 회사로 만

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특허등록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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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네랄은 보전하면서 비소(As) 3가, 5가만을 선택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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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개선

˙암반가루, 모래알갱이 등에 의해 탁도가 불량한 관정에 설치

˙필터 교환없이 작동하여 시설 유지비 절감

전원형 염소투입장치(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소독)

˙소독약품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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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원 염소투입장치(유량에 비례한 제어의 의해 소독)

˙소독약품 (염소) 최대 50리터 약품 보충가능

˙단순한 구조와 동작으로 이루어져 반영구적 사용가능

˙유입수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되므로 별도의 전원시

   설 필요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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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산소로 환원시켜 인체에 무해

국내외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조달납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외 다수 납품

비소제거장치

탁도제거장치

무전원 염소투입장치

라돈제거장치

전원형 염소투입장치

살균정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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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1976 in Yang-San City. Gyeong-Sang 
Nam-do, located in southeastern part of South 
Korea near Busan, Korea Fluid Machinery Co.,Ltd. 
(KFMC) was the first company to develop of the hit 
product, the Rotary type Blower (known as Roots 
Blower) in South Korea and has remained the best 
seller until now.
Focusing on developing and producing the Roots 
Blower, KFMC has been credited as the first 
company in the world to mass-produce and sell 3
Lobes Helical Rotary Blower, considered as the 
3rd generation Roots Blower.
We, KFMC, not only value man and his creativity, 
but a lso develop thei r  potent ia l  together. 
Acknowledging the benefit from nature to man, 
KFMC has been practicing and adapting. the 
corporate culture. "Thinking of man and nature" 
and tradition."Hard working. Living frugally 
and honestly". KFMC will keep this role and 
responsibility. We will continuously devote to 
customers, and contribute to society with a 
healthy corporate culture and tradition that have 
been ceaselessly cultivated and developed.

Certificate & Patent

˙Awarded for IR52 Jang Young Shil

˙Domestic Patent : 8

İnternational Patent : 4 (USA, England, China, 
   Japan)

˙Obtained Quality Assurance System Certification 
   ISO9001/KSA9001 from DNV/RVA

Product & Technology

˙Roots Blower : 3-Lobes Spur/Helical Rotary  
   Blower EK Type, L Type, T Type, U Type

˙Turbo Blower : KFMC030, KFMC050, KFMC075, 
    KFMC100, KFMC150, KFMC200, KFMC300

˙Dehydrators : Multi-Disc Screw Press  Dehydrators    
   [MDQ/MDC] 

   Multi-Disc Dehydrators [JD]

Performance

˙Sewage and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and  
   pneumatic conveying system

˙water treatment / disposal of food in local 
   government.

˙waste water treatment for livestock.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DONGYANG-MAGIC, MUHAK, SEOULMILK, 
LG Household & Health Care, LG Electronics, 
SAJO, LG Chem, LG Innotek, HYOSUNG, 
CHONG KUN DANG, DAEWOONG PHARM, 
OTTOGI, KWANGDONG PHARM, DONGA 
PHARM, SEMPIO FOODS, CHUNHO FOODS, 
OB BEER, HITE BEER, CROWN, CJ, 
PULMUONE, NONGSHIM, DAESANG, 
DONGSUH FOODS, OURHOME, SAMYANG, 
SHINSEGAE, HAITAI CONFECTIONERY 
& FOODS, LOTTE FOODS, LOTTE 
CONFECTIONERY, LOTTE CHILSUNG 
BEVERAGE, LOTTE HAM, LOTTE CHEMICAL, 
DONGWON, YAKULT, MAEIL, NAMYANG, 
YONSEI, PASTEUR, etc.

˙JAPAN TSURUMI MANUFACTURING CO., LTD.

˙VietNam Samsung Electronics

İndia Dalmia Bharat Cement - Pneumatic  conveyor

˙China Sewage /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DUPONT.

İslamic Republic of Iran. South Pars Gas Project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DONGYANG-MAGIC)

˙Turkiye Tufanbeyli (HYUNDAI HEAVY INDUSTRIES,
    KC Cottrell)

㈜한국유체기계 | KOREA FLUID MACHINERY CO., LTD.

President 유건영 | YOO, GUNYOUNG

Add (50592) 경남 양산시 어실로 48 (유산동)

     (50592) 48. Eosil-ro,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 of KOREA

TEL 055-372-0911~4  FAX 055-372-0915  Web www.kfmblower.com  E-mail kfmc@kfmblower.com

경남 양산 유산공단에 위치한 (주)한국유체기계는 1976년 설립

된 이래 국내최초로 루츠 블로어 (일명:Root Blower)를 독자적으

로 개발하여 국내에서 가장 애용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창업이래 루츠 블로어를 주로 개발, 생산해 온 폐사는 제3세대 

루츠 블로어로 불려지는 3엽 헬리컬 루츠 블로어를 대량생산 공

급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사람의 소중함과 무한한 창의력을 소중히 여기며 이들

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이 사

람에게 주는 고마움을 깊히 인식하고 "사람과 환경을 함께 생각

하는" 기업문화와 "근면, 검소, 정직"의 전통을 오랜기간 실천하

고 있습니다. (주)한국유체기계는 그동안 가꾸어온 기업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큰 회사가 되기 보다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며,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세계속

의 한국유체기계로 그 역활과 책임을 다 해 가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İR52 장영실상 수상 (제35주) 1999

˙국내 특허 : 8건

˙해외 특허 : 4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인증 : ISO 9001/KSA 9001 품질시스템 DNV/RvA 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루츠 블로어 : 3엽 스퍼 및 헬리컬 루츠 블로어  
                     EK Type, L Type, T Type, U Type

˙터보 블로어 : KFMC030, KFMC050, KFMC075, KFMC100,
                   KFMC150, KFMC200, KFMC300

˙탈 수 기 : 다중원판형 스크류 프레스 탈수기 [MDQ/MDC]
                다중원판형 탈수기 [JD]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국내 하수/오폐수/축산 폐수 처리장 및 분체 이송 현장

˙지자체의 수처리/음식물 처리,

˙농협/축협의 축산폐수처리 시설

˙현대건설, 동양매직, 무학, 서울유업, LG생활건강, LG전자, LG 

화학, LG이노텍, 효성, 종근당, 대웅제약, 광동제약, 동아제약, 

샘표식품, 오뚜기, 천호식품, OB맥주, 하이트 맥주, 크라운, 씨

제이, 풀무원, 농심, 사조, 대상, 동서식품, 아워홈, 삼양, 신세

계, 해태제과, 롯데삼강, 롯데제과, 롯데주류, 롯데햄, 롯데케

미칼, 동원,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남양유업, 연세유업, 파

스퇴르, 등등

˙일본 츠루미 제작소

˙베트남 삼성전자

˙인도 달미아 시멘트 - 분체 이송

˙중국 하수/오폐수 처리장, 듀폰

˙이란 사우파스 (현대건설, 동양매직)

˙터키 투판벨리 (현대중공업, KC코트레일)

루츠 블로어, 터보 블로어 / Roots Blower, Turbo Blower 다중원판형 탈수기 / Multi-Disc Dehyd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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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정신과 프론티어 기술의 조화
탑전자산업㈜는 1984년 창사되어 상하수관로 내부를 검사하

는 자주로봇 CCTV-CAMERA시스템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

하여 국내에 주도적으로 보급해 온 비쥬얼 인스펙션계의 선두

주자입니다. 주력 상품인 로보캠은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 등 

산업 전반에 있어서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구

조물을 CCTV-CAMERA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조사장비입니다. 현재 일본,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함으로써 좋은 품질과 내구

성, 편리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신제품개발을 통하여 평면전개카메라시스템, 맨

홀카메라, 산업용 내시경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

다. 탑전자산업은 앞으로도 환경사랑의 정신, 끝없는 연구개발

의 정신으로 상하수관로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것

을 약속합니다.

인증 및 특허
İSO 9001:2008/KS Q 9001:200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2004/KS I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FCC 인증

˙하수관내 돌출플라스틱 절단장치 외 국내특허 15건, 대만특허 1건

˙레이저광을 이용한 관내부 측정시스템 외 국내실용신안 19건.

일본실용신안 1건

˙관로 검사 시스템외 17건

˙Robo Cam외 국내상표등록 6건

˙파이프데이타외 프로그램 등록 4건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공공기관 납품실적

˙2011년 사천시상하수도사업소외 6개

˙2012년 가평군상하수도사업소외 6개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외 8개

˙2014년 시흥시청외 6개

˙2015년 대전광역시 서구청외 2개

˙2016년 서울중구청외 16개

주요 제품 및 기술

˙로보캠시리즈: 각종관로 검사용 CCTV카메라 로봇시스템

˙프로캠시리즈: 소구경관로 검사용 카메라시스템으로서 푸쉬

로드형카메라

˙산업용 내시경: 초소구경관로 검사용 카메라시스템

˙맨홀카메라

˙하수도 보고서 프로그램: 파이프데이타

˙LNG선박관로조사용카메라장비, 수중카메라장비

˙써치탭: 인명탐색카메라장비

˙하수관돌출물 커팅로봇장비

ROBOCAM

˙본 시스템은 자주식 카메라 로봇과 주 조정 장치, 케이블 권취

기 파트 이러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본 장비를 맨홀 등

투입구를 통해 관로에 넣고 외부에서 원격조정하면서 관로내

부의 상태를 상세하게 지상에서 관찰 및 녹화할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은 로보캠시리즈 중 최고 기능과 성능을 가진 모

델으로서 관로내부에 장애물이 있어 전진이 어려울 경우 좌

우구동이 되어서 장애물을 피해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줌카메라를 통하여 관로내부를 보다 면밀하게

정밀촬영을 할 수 있으며 자동높낮이기능, 카메라원점복귀기

능, 크루즈기능 등이 탑재된 장비입니다.

ROBOCAM 4

국내에서도 150mm 소구경관용과 그 이하의 검색의 필요성

이 증가함에 따라서 150mm 소구경관 관로 측시촬영로봇

ROBO4 가 이용된다. 특히 이 기종은 영국영향권의 나라에 수

출 주 종목이다.

PROCAM

50-150mm 지관 촬영이 가능한 푸쉬로드형 카메라 PROCAM은 

가지관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산업용 내시경

˙8.5mm 직경의 초소형 카메라헤드에 6개의 LED조명으로 초

소형관 검색에 적합하다.(3mm카메라헤드직경 모델도 제작)

˙모니터링과 함께 저장장치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으로 저

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저장 가능하다. 또한 저장

된 파일을 삭재나 SD카드로 외부저장가능하다.

맨홀카메라

˙본 시스템은 맨홀 자체 검색과 관로를 동시에 검색하는 장비

로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탐색봉에 결합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사할 관 입구에 탐색봉을 위치하여 적절한 조명으로 맞춘

후에 줌카메라의 줌 기능을 통하여 관내를 검색하는 장비이다.

˙관로내부를 검색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

어 그 검색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다.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1

탑전자산업㈜ | TAP Electronics Ind. Co., Ltd.

President 고영균 | Young-Kyun Ko

Add (135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C-206(분당테크노파크, 야탑동

(13510) 744,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031-702-7640  FAX 031-704-1797  Web http://www.tap.co.kr  E-mail tap@tap.co.kr

ROBOCAM

ROBOCAM 4

맨홀카메라

PROCAM

TAP Electronics Ind.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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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2

˙1978   Established

˙2000   Established Corporation

˙2001   Completed headquarter office in Naju

˙2001   Completed Plant producing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2006   Obtained Web Date Base Builder CE 
              Certificate

˙2007   Established Baekun-dong R&D Center

˙2007   Listed as new technology, new method,
               new product i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7   Won First Prize from the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2011   Obtained 'Remote Video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Small and Medium 
               Administration Performance Certificate

˙2012   Registered "Yeong San Rive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2012   Registered 'Evercon Studio'
              (Tool for customizing automatic Water 
               Management System)

˙2014   Established Dae-Yeong ENG

˙2015   Acquired Quality Approval
              (Instrument Control Unit)

˙2015   Obtained Performance Certification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Evercon Studio)

˙2016   ATS Established

Certificate 

˙Certification of ISO9001(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of ISO14001 (Environment Management)

˙Won First Prize from the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2007

˙GS Certification for the system for Evercon 
   Studio v1.5

˙The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Acquired Performance Certification

˙CE Certification

˙EMC Test Report

˙Certification of informa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Patent

˙Patent NO. 10-1308076: Intelligence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Using Five 
Senses Information Based Sensor in lrrigation 
Facilites.

˙Patent NO. 10-1017746: Intell igent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Patent NO. 10-1588664: One Click Facilites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using Central 
control-specific integrated input module.

˙Patent NO. 10-1418707: Multifunction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of Irrigation and Drainage.)

˙Patent NO. 10-1237525: Action State Notification
system of Facility Remote Control Screen.

˙Patent NO. 10-1237524: Output Expression system 
for Multi-input of Facility Water Management 
System. 

Product & Technology

˙One-click repair facility using integrated I / O
method Remote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TELEMOS V.2016)

İmage Frame Variable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DVTC V.2015)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Evercon Studio) 

Performance

˙Contract with National Administration Embankment
    Maintenance Project TM / TC in Gwan-San Area

˙Manufacture, Purchase and Install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Embankment
   Maintenace Project in Wan-do Area

˙Request on purchasing the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in National Administration
   Embankment Chonnam Area

˙Construction on Remotely Video Control System in 
   Water Maintenance Project in Yung-Heung Area

˙Construction on Remotely Video Control System in 
   Water Maintenance Project in Jin-Chun Area

˙Request on System delivery Water Management in 
   Yeong-Am Area

˙Manufactured, Delivered, and Installed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in Cheung-
   Yong Area

˙Water Manangement System in Maintenace Project
   for Hwa-Won Area

˙Contract with purchasing the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in Wol-Song Area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TM/TC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in Seo-
   Bong Area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In Shi-Jeong Area Manufacturing and Purchasing

˙Deliver articles supplied by the goverment to
Rainwater Detention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electric work in Woo-Jeong

씨유엔에이티에스 | CU&ATS CO.,LTD

President 서주원 | Ju-won Seo

Add (61659)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 57 3층

     (61659) 57, Baegya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 062-670-0300  FAX 062-670-0339  E-mail ats2016@hanmail.net

˙1978   설립

˙2000  법인설립

˙2001   나주 본사 사옥 준공

˙2001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생산 공장 준공

˙2006   Web Date Base Builder CE 인증서 취득

˙2007   백운동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2007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 등재

˙2007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금상 수상

˙2011    농림수산식품부 녹색기술인증 획득
            '기상예보를 활용한 수리시설 영상원격감시물관리기술'

˙2012   프로그램 등록 '영산강하구 통합관리 프로그램'

˙2012   프로그램 등록 '에버콘스튜디오' 
           (수리시설물관리 자동화프로그램 제작도구)

˙2014   ENG 설립

˙2015   품질인증 (Q-Mark) 획득 (계장제어장치)

˙2015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에버콘 스튜디오) 획득

˙2016   ATS 개설

인증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07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금상 수상

˙GS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취득

˙조달청 우수상품 인정서 취득

˙성능인증서 (중소기업청)취득

˙CE마크 인증서 취득

˙전자파적합 (EM)시험 성적서 취득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취득

˙20여건의 다양한 정부인증

특허

˙특허 제10-1308076호 (센서기반 오감 정보를 이용한 수리시설
   물의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특허 제10-1017746호 (지능형물관리자동화시스템)

˙특허 제10-1588664호 (중앙제어전용 통합입출력수단을 이용
   한 원클릭 수리시설 관리 자동화시스템)

˙특허 제10-1418707호 (수리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기능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특허 제10-1237525호 (수리시설물 원격제어 화면에서의 동작
   상태 알리시스템)

˙특허 제10-1237524호 (수리시설물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다입력에 대한 화면 포출시스템

˙특허 / 실용실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등 총60여 건 보유

주요 제품 및 기술

˙통합입출력방식을 이용한 원클릭 수리시설 원격관리 자동화
   시스템 (TELEMOS V.2016)

˙영상프레임 가변방식의 물관리자동화시스템 (DVTC V.2015)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에버콘 스튜디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관산지구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TM/TC 계약요청

완도지구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설치사업

전남지구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자동화사업 시스템 구매의뢰

영흥지구 : 배수개선사업 영상원격감시제어시스템공사

진천지구 : 배수개선사업 영상원격감시제어시스템공사

영암지구 : 물관리자동화 TM/TC 시스템 조달 의뢰

청용지구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설치

화원지구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물관자동화시스템

월송지구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구매계약

서봉지구 :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 TM /
              TC 제조구매

시종지구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우정지구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자동화설비)

DVTC

TELE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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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3, We, Sam Bo Scient i f ic,  have 
been a specialized suppler of the high quality 
equipments including Particle Counters,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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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utomatic Manless Throwing Control Unit of
   Condensa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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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BIZ (Technology Innovation Business)
   Certification

˙Authorization of R&D Center

˙Authorization of Venture Business

Product & Technology

˙Online Coagulant Dosing Control System (CAST)

˙Online Particle Counters (Waterviewer)

˙Portable Particle Counter (PAMAS-4031)

˙Floc Size Analyzer (FSA2002)

˙Laboratory Particle Counters (PAMAS-SBSS,
   PAMAS-SVSS)

˙Zeta Potential Analyzers (ZetaCompact, ZetaCAD)

˙Particle Image Analyzer (FlowCAM )

˙Pore Size Analyzer (CFP: Capillary Flow
   Porometer)

˙Oxygen Uptake Rate for nitrification Monitoring
   & Blower Control System (OUR-N)

˙Online Water Parameter Analyzer (Chem Scan Mini)

Performance
Kwater, Many Municipal Water Purification Plants
and Sewage Treatment Plants, Universities. etc.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3

삼보과학㈜ | SAM BO SCIENTIFIC CO., LTD

President 김원경 | Won-Kyong Kim

Add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401&402호

     B-401&402, 401, Yangcheon-ro, Gangseogu, Seoul, Korea

TEL 02-696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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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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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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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DSDual개발 및 출시.

˙2011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약 20억 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 획득

˙2013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약 10억 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 획득

˙2015 중소기업청 혁신기술개발사업 약 5억 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획득

특허

˙미세공 측정 장비 - 특허 제 03360647호

˙입자계수기를 이용한 정수장의 역세척 제어장치
    - 특허 제 0462357호

˙플록검출용 입자계수시스템 - 특허 제 0497184호

˙자동 무인 응집제 투입 제어장치 - 특허 제 10-0742262호

˙응집제 투입률 장치의 자동세척 시스템 및 세척방법
    - 특허 제10-0956271호

˙정수처리용 응집제 투입률 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
    - 특허 제10-0964895호

인증

˙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정수처리용 온라인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 및 제어 시스템

   (CAST-V2)

˙하수처리장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 및 제어 시스템    

   (SW- CAST)

˙온라인 입자계수기 (Online Particle Counter: WaterViewer)

˙휴대용 입자계수기 (PAMAS-4031)

˙플록 크기 및 분포 측정 시스템
   (Floc Size Analyzer : FSA2002)

˙실험실용 입자계수기 (PAMAS-SBSS, PAMAS-SVSS)

˙제타 전위 측정 시스템 (ZetaCompact, ZetaCAD)

˙입자 이미지 분석기 (FlowCAM)

˙탁질입자성 물질 제거 미디어 (Next Sand)

˙필터/분리막 기공도 측정시스템
   (Capillary Flow Porometer : CFP)

˙산소 소모율 모니터링 및 송풍제어 시스템 (OUR-N)

˙온라인 수질 항목 분석 시스템 (ChemScan Mini)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뚝도 정수센터, 광암 정수센터, 영등포 

정수센터, 강북 정수센터, 구의 정수센터, 암사 정수센터), 부천

시 까치울정수장, 김포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부산시 덕산정수사

업소, 대구시 문산정수장,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공촌 정수사업

소, 밀양정수장, 전남 영암 하수처리장, 충북 오창 하폐수종말처

리장, 충북 오창 하수종말처리장, 전남 장성 하수처리장, 청주하

수처리장 외 다수 정수장 및 하폐수처리장

응집제 주입률 자동결정 및 제어 시스템

플록크기 및 분포측정시스템 FSA2002

온라인 입자계수기 WaterViewer

조류 및 입자성물질 이미지분석기 Flow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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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공주)재염소 투입설비자동염소 투입장치

소규모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세종)

소수력 발전 (영동)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4

청정테크㈜ | ChungJungTech. co. Ltd.

President 조은경 | Cho Eun kyoung 

Add (3311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49 청정테크       

      (33111)49, Eunnam-ro 20beon-gil, Eunsan-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837-4601/042-638-4600   Web www.chungjungtech.co.kr  E-mail cjt4600@hanmail.net

청정테크㈜는 수처리관련 전문제조업체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염소투입기로 시작한 청정테크㈜는 꾸준한 기술개발 

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수도 관련 수위조절기, 상수도 통합관

리시스템, 지하수 관정 오염방지장치 등을 연구개발하여 제품

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자외선소독설비, 소수력 발전장치도 

개발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등록 20건

˙상표등록 1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1건 (상·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우수조달물품 지정 2건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염소투입기)

˙KC인증, ISO9001, ISO14001

 
주요 제품 및 기술

자동염소투입장치

˙청정테크만의 기술로 적용

˙자체개발 전자유량계 적용

˙자동연산시스템을 이용한 약품농도 값 설정 가능

˙통합관리시스템 연동으로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재염소투입설비 (국내유일 나라장터 우수제품)

˙상수도 염소 소독관리의 실태 : 공급 상수도의 관경, 거리, 배

   수지 및 관로 체류시간, 시간대별 주입농도 등 운영여건에 따

   라 잔류염소의 농도감소에 따른 유지관리가 곤란함 (ex. 정수

   장 또는 배수지 근거리에서는 농도가 높고 원거리에서는 농

   도가 낮음)

˙재염소 투입설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 기존에 정수장에만 

   염소투입 관리를 하다보니 상수도 급수배관의 노후화, 정수장

   에서 급수지까지의 거리 및 배수지내의 체류 시간 등에 따라 

   잔류염소량 (0.3~0.6mg/l)을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원격지에서

   도 간편하게 제어 및 관리할 수 있게 재염소 투입설비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함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현황별 관리 프로그램

˙현장실정에 맞는 맞춤 네트워크

˙시스템 (인터넷/CDMA/전화선) 보고서 출력 가능

˙주기적 관정별 수질검사기록 보관 가능

˙실시간 데이터 화면 구성으로 상수도 관망 전체 모니터링

˙장소에 상관없이 시스템 환경설정 가능

˙옵션 추가기능 (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전기전도도 등)

소수력 발전

˙저낙차의 수력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

˙소수력 발전은 전력 생산 외에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보, 하

   수처리장, 정수장, 다목적댐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국내의

   개발 잠재량이 풍부하며, 또한 청정자원으로서 개발할 가치

   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2012 영동군 소수력발전장치 납품

˙2013 세종자치특별시 재염소투입장치 납품

˙2014 청양군 무선수위조절기 납품

˙2015 대전수도시설사업소 재염소투입장치 납품

˙2016 재염소투입장치 50개소 이상 납품

˙2017 현재까지 자동염소투입장치 800개소 이상 납품

ChungJungTech. co. ltd., as a professional 
manufacturer of water treatment, is trying to 
do our best to preserve clear water and clean 
environment. We are constantly striving to become 
a company that makes eco-friendlyproducts. The 
company starts with chlorine injector, produces 
and sells the products, such as waterworks related 
level controlle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mall sized waterworks, antipollution device for 
underground water wells, through continuous R&D 
and upgrade. in addition to,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for UV disinfection device for sewage 
treatment and small sized hydro generator.

Certificate & Patent

˙20cases of patent registration

˙1case of trademark registration

˙1cas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Water Supply
    and Drainag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2case of certificate of Excellent product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KC certification, ISO9001, ISO14001

Product & Technology

˙Automatic chlorine injection device

˙Automatic chlorine re-injection device

˙Protection device for underground water hole

˙Wireless water level controlle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mall sized
   waterworks

˙Small sized hydro generator.

˙UV sterilizers

Performance

İnstall Small sized hydro generator at  
   Youngdong-gun in 2012

İnstall Automatic chlorine re-injection device at
   Sejong-city in 2013

˙Wireless water level controller at 
   Cheongyanggun in 2014

İnstall Automatic chlorine re-injection device at
   Daejeon-city in 2015

˙Until 2016, Install Automatic chlorine reinjection
   device over 50 places

˙Until 2017, Install Automatic chlorine injection 
   device over 800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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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클로 | HYCLOR co.,Ltd.

President 우종덕 | Jong-Duck, Woo

Add (451-852) 경기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446-43

       (451-852) 446-43 Seotan-ro Seotan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TEL 031-611-6952     Web www.hyclor.com     E-mail Hyclor@hanmail.net

(주)하이클로는 1998년부터 국내 최초로 염소가스를 대체하는

현장차염발생장치를 도입하고 개발 생산하여 현재의 기술로

발전시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차염발생만을 전문으로 생산

해온 기업입니다.

당사는 오직 차염발생장치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작

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실로 차염발생장치가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오픈셀방식의 차염발생

장치" 를 개발 완료하여 전국 60개 현장에서 그 우수한 성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기술인 오픈셀방식의 차염발생장치는 핵심장치인

전기분해조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 누액이나 수소폭발

의 위험성이 완전 제거되었고, 효율을 10%이상 향상시켜 전기

와 소금사용량이 기존 대비 10%이상 절감되었으며, 특히 클로

레이트(소독부산물)의 발생량을 기존 대비 80~90% 감소시켜

환경부고시(제 2013-188호) 1종 차염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한 차염발생기입니다.

이 같은 제품의 품질은 중기청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K-water 성과공유제 등의 획득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중기청 성능인증 (제27-302호)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번호 2014100)

˙K-water 수의계약용 확인서 (제A2014-0610021호)

˙특허 제10-1077199호 오픈셀방식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장치 및 국제특허

˙기타 관련 특허 6종

˙벤쳐기업, ISO9001, 기업부설연구소, 건설업등록 등

주요 제품 및 기술

˙현장발생형 차염발생장치(정수시설, 수영장)

˙살균수제조장치(학교, 식당 등 단체급식소)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K-water 횡성 송전정수장 차염발생장치

˙K-water 경기 광주1정수장 차염발생장치

˙수원 광교정수장 차염발생장치

˙구리 토평정수장 차염발생장치

˙영동 영동정수장 차염소독설비

˙공주 옥룡정수장 차염발생장치

˙평창 봉평정수장 차염발생장치

˙제주 한림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상주 도남, 청리, 무양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외 다수

We, Hyclor Co., are a leading manufacturer of
On-site Hypochlorite Generators. Hyclor has
been designing, manufacturing, installing and
servicing the Generators as a sole business
continuously since 1998. Over that time Hyclor
has sold and installed more than 150 systems.
Fully approved technology of Hyclor’s unique 
“Open Cell Apparatus” has been showing the 
outstanding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ompetitors’. Because the inner pressure of a 
electrolytic cell is equal to the barometric pressure, 
the risk of hydrogen explosion and water leak has 
eliminated perfectly. In addition, the use of Salt and 
electricity decreased significantly, and 80~90% 
of Chlorate, which is a disinfection by-products, 
has been reduced. Our “Open Cell Generator” is 
only one which produces the first class of NaOCl 
notified criteria by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The Quality of our Generators can be approved by 
various of the certificates. 

Certificate & Patent

˙"The excellent quality certificate (#27-302)"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f
    Korean Gvernment.

˙"The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ellent

   Product (#2014100)"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public of Korea

˙"Mutual technical achievement with K-water".

˙ ISO9001

˙ Korea Patent No.10-1077199, "Open Cell Type

   Apparatus for preparing Sodium Hypochlorite"
    Patents Pending on US, EU, Japan and China

Product & Technology

On-s i t e  Sod i um Hypoch lo r i e  Gene ra to r
On-site Generator has proven itself to be a
cost effective, reliable and safe alternative to
the stringent regulations and rising costs of the
continued use of chlorine gas and bulk sodium
hypochlorite. The Generator operated by feeding
soften water into a brine dissolver. The salt
dissolves to form a 27% brine solution, which is
diluted ten parts water to one part brine(10:1).
The ratio achieves 2.8-3% salt solution, which
is passed through the electrolytic cells. The cells
apply a low voltage DC current toe the brine,
and 0.8-0.9% sodium Hypochlorite is produced
on Site. It is used for Chlorine-disinfection of the
water, dosed by a metering pump.

Performance

˙Hyengseong, Sonjeon dringking water site by
   K-water.

˙Kyangju 1 dringking water site by K-water.

˙Suwon Kwangkyo dringking water site.

˙Kuri topyong dringking water site, Kyonggi

˙Snag ju dringking water site, Kyongbuk

˙Kimcheon dringking water site, Kyongbuk.

˙Uiseong dringking water site Kyongbuk.

˙Mok-dong Youth Center Swimming Pool, 
   Seoul. etc.

K-water 횡성 송정 정수장 (H350) 김천시 황금정수장 (H70) 수원시 광교정수장 (H150) 의성군 안계정수장 (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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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산업 | WONJAE Industry

President 류광열 | Kwang-Yeol Ryu

Add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공단로 150 | Gongdan-ro 150, Jain-myeon, Gyeongsan-city,

Gyeongsangbuk-do, Korea   TEL 053-854-1501    FAX 053-854-1509   

Web WWW.WONJAE.CO.KR   E-mail rky672010@naver.com

(중하중그레이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NnzigxAbLI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더 스마트하게!
㈜원재산업은 2009년 설립하여 현재까지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을 시작

으로하여 중하중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안전 그레이팅 등

친환경 기술제품및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연

구개발을 바탕으로 국내 그레이팅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조달시장의 인정을 기점으로해서 해외조달시장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으며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

니다. 2014년 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제품 디자인및 품질,  

생산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원칙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주도적인 기업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 고강도스틸그레이팅

˙특허 - 스타일안전그레이팅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디자인특허 - 배수용그레이팅 보강판

˙디자인특허 - 스틸그레이팅

˙KS Q / ISO 9001:2008 인증 획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OBIZ)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경북테크노파크 프라이드 100 기업 지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인증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I빔 중하중그레이팅제품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등 하중을 필요로 하는 도로에 적합하고

도난이나 소음및 이탈방지에 탁월한 효과

안전그레이팅

노약자 및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 적합

오물유입 방지 그레이팅

각종 쓰레기의 배수로 유입으로 청소및 배수 해결한 제품

논슬립 디자인그레이팅

미끄럼방지 도장 기술을 개발하여 미끄러짐사고로 부터 방지 효과

금속제 배수로

현장 작업이 용이하며 배수로의 폭을 자유롭게 제작 가능 제품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신보령화력 1,2호기 터빈건물 스틸그레이팅 - 한국중부발전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1단계 건설공사 - 인천항만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 포항시청

˙변전소용 스틸그레이팅(동울산) - 한국전력공사

˙송정호수공원 조성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물류(1-1단계) 조성공사 - 부산도시공사

˙경주생활체육공원 잔디야구장 공사 - 경주시청

˙구룡산 옛숲 복원사업 - 대구광역시 동구청

˙팔공산 도학야영장 조성사업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I-빔 중하중 그레이팅 조달우수제품선정

중하중그레이팅 안전그레이팅 논슬립 디자인그레이팅 금속제 배수로

오물유입방지그레이팅

Fusionof new technologies in the future.

The stock a company property no longer do
my best efforts to develop products to date
establ ished in 2009. Stee l  grat ing Heavy
grating,design grating, safety grating, products
and eco-friendly technology, such as grating
constant innovation and to user friendly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local industry as well
the grating. local procurement and come up with
a market competitive procurement, starting with
the recognition of the mayor to abroad Persistently
marketing aimed at bolstering the future. 2014
growth companies selected products in design
and quality, production, The principle that our
customers, we’re after would play a leading role
by the trust of top priority I will be restored as a
leading company that is.

Certificate & Patent

˙2016. 02.19. Selected as 2016 Best Product by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public of Korea 
   2016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5.09.03.   Certified for Excellent Inventions
                           (Best seller recommendation)  

˙2015. 08. 17  Certificate of GBTP Pride 100

˙2014. 07. 09  Gyeongsang bukdo Growth
                        enterprises Award

˙2014. 07. 08  K-mark Certification
                        (KOREA TEST LABORATARY)

˙2013. 12. 06 Display certification organization
                         Certification

˙2013. 11. 08 High Strength Patent Certification

˙2013. 07. 15 Research Institute Establishment

˙2013. 07. 01 Satety Grating Patent Certification

˙2012. 09. 24 Grating Design Certification

˙2011. 11. 02 Drainage Grating Reinforcement·   
                         plate Design certification

˙2011. 11. 01 Venture Company

˙2009. 05. 08  The office of supply Certification

˙2007. 04. 03   KS Q/ISO 9001:2008
                          ISO9001 Certification)

˙2003.12          wonjae Industry Establishmen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duct & Technology

I-Beam Heavy duty grating
Frequent load on the road needs, including
passage of larger vehicles appropriate and
superior effects on preventing theft, noise and
secession.

Safety Grating
Products that can prevent frequent places fall in
the elderly, and traffic of disabled person.
Prevention of sewage flow Grating
Cleaning and drainage products by the influx of
multiples of other forms of garbage.

Non-slip Design Grating
Non-slip coating technology development can
prevent skidding from accidents.

Performance

˙KOREA WATER ROSOURCES CORPORATI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orea Land House Corpor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Dae gu Metropolitan city

˙Gyeong ju city

˙And other government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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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our establishnent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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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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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4 ISO9001
Patent

˙2012.08.10 Ionization tendency of permanent     
magnets and metals to prevent rust and scale 
use Water treatment pipe : Certificate of Patent

˙2013.07.24 AQUANEL :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2015.12.28 Scale remover for piping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Product & Technology

AQUANEL water pipes / indoor water supply 
pipe, to solve the contaminants occurs due to the 
formation of various scales that occurred from 
the factory and discomfort has been developed. 
Two techniques to stop the primary scale to the 
galvanic effect caused by the occurrence of a 
special ion secondary scale came off as a way 
to naturally treat the strength of the permanent 
magnet has been developed.

Performance

˙2015 新疆惠利灌溉科技股份有限公司
˙2016 中国长春长春轨道客车股份有限公司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7

㈜녹색산업 | GREEN INDUSTRY CO.,LTD.

President 김나현 | KIM NA HYUN

Add ( 27132 )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42길 64(두학동)

       ( 27132 ) 64, Uibyeong-daero 42-gil, Jecheon-si,Chungcheongbuk-do, Rep. of KOREA 

TEL 070-8622-9929     Web www.aquanel.co.kr   E-mail aquanel@hanamil.net

당사는 2010년에 설립된 이후, 국제시장의 물 처리 시스템의 중

요성 받아들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제작한 친환

경 파이프를 통하여 스케일 생성방지 및 제거된 깨끗한 물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주)녹색산업은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수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물, 파이프 그리고 건강"은 같은 의미

로,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2015.12.24 품질경영시스템규격(ISO9001)

˙2012.08.10 영구자석과 금속의 이온화경향 이용한 녹 및 

   스케일 예방.제거용 수처리 배관

˙2013.07.24 AQUANEL 상표등록

˙2015.12.28 배관용 스케일제거기 디자인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아쿠아넬은 상수도관 / 옥내급수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스케일의 형성으로 인한 오염물 발생과 심미적 불편함을 해

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아쿠아넬은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높은 양이온(마그네슘,아연)

을 이용하여 철의산화를 억제하고 철수산화물을 단단하게 결합

시켜 주는 방해석이 해되어 자연스럽게 분리된 녹이 자성의 영

향으로 NS극으로 나누어져서 달라 붙어 있으면 이를 쉽게 분리

시키고 바이패스 설치로 단수하지 않고도 제거하는 원리를 가

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스케일 퇴적으로 인한 파이프 교체등의 

사고방지과 철박테리아 생성방지를 위한 관의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상수도, 아파트, 일반가정 그리고 

공장배관 등이며 배관에서 발생되는 스케일 발생 및 억제로 설

비 수명연장, 관리의 용이성, 수질보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

환경적인 이온화 및 마그네틱 방식의 수처리기 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2015 중국신장농업국실험기지 급수라인

˙2016 중국장춘 고속철차량생산공장 상수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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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코라㈜ | Hansamkora Co.,Ltd.

President 조남수 | Nam-Soo Cho

Add (54346)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길 364

     (54346) 364, Guseong-gil, Geumsanmyeon, 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063-544-9100  FAX 063-544-9112  Web www.hansamkora.co.kr  E-mail hansam@hansam.org

회전수차 염소투입기 기포발생 UV살균장치STS 회전여과 원통형 물탱크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생명의 물을 잘 저장하고 소독도 잘해야 하는 것은 법규 이전

에 기본입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말처럼 물탱크의 정체구

역 때문에 사수가 발생하거나 개념 없이 투입되는 약품 때문에

소독내가 나고 THM이 생성된다면 오히려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삼코라㈜ 20년 업력의 풍부한 기술과 다양한 현장경험은 그

동안 마을·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인 물탱크, 염소투입기에

조달우수제품 지정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았으며 이제 물부족

시대를 극복할 빗물저장조나 하천유지용수저류조도 장기간 저

장되는 차별화된 유용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의 저장과 소독!!!

한삼코라㈜를 선택하는 순간 살아있는 물로 주민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조달청 - 우수제품지정

˙중기청 - 성능인증

˙특허청 - 우수특허발명품 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 우수단체표준 인증

˙국내외 특허등록 40여건/특허출원 6건

주요 제품 및 기술
STS 회전여과 원통형 물탱크

˙국내최초 원심분리 기능을 갖는 싸이클론(원심력) 입수관을
적용하여 별도의 동력이나 정수시설이 없이 입자성물질 

   (모래, 현탁물 등)을 제거

˙정수기능과 담수기능을 동시에 갖는 물탱크

회전수차 염소투입기

˙국내최초 자석으로 수차를 제어함으로써 고장이 없고 유지
관리가 편하며 유량에 비례하여 투입되므로 정확한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할수 있어 안전

˙조달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능입증 제품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소규모수도시설 또는 지방상수도 배수지의 IT관리 시스템으
로 수위조절과 물사용량, 현재저수량, 약품투입량, 약품잔량
등을 데이터로 관리

˙수질측정, CCTV, 출입감지센서 등 스마트 관리가능 (선택사양)

기포발생 UV살균장치

˙유입과 유출의 편심구조로 회전흐름에 의한 살균력이 우수
하고 내부 도류판 엇박자 배치로 기포가 발생하여 대장균 

   사멸률이 높음

˙특허청 우수발명품 지정으로 우선구매추천대상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전국 지자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급자재 납품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병원, 휴게소, 집단급식소

   의 지하수 급수장치

˙식품제조공장,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용수 공급시설

Basics of water management is the storage and
disinfection. becomes dead water by Water tank
in the stagnation area, and Many of the chlorine
input is THM generated, Threatening the health.

HANSAMKORA has received the trust of customers.
Rich technology and a variety field experience for 20 
years, Specified in the excellent product for water 
tank and disinfection unit.

And In differentiated technology(Rainwater storage 
tank, River reservoir), to overcome the era of lack of 
water.

Water storage and disinfection. 

When you select a HANSAMKORA, living water
will supply.

Certificate & Patent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Excellent Product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Excellent Invention

·  Korea Water &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 Korea Certification

·  Korea Metal Tank Industry Cooperat ives 
    - Steel Tank Quality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40th Patent

Product & Technology

STS Hydrocyclones Cylindrical Water Tank

·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pply the
hydrocyclone In-let pipe to the water tank.
Particulate matter (soil, sand, Suspension)
removal without water purification facility.

· Water tank with water purification function and
freshwater functions at the same time.

Watermill Chlorine feeder
·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controlling the
  aberration in the magnet, failure is not, it is easier    
   to manage. Is turned in proportion to the flow rate,
   maintain accurate residual chlorine

·   Excellent Invention, Korea Certification Acquisition

Water facilit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IT management system of Small-scale water

supply facilities or Rural water supply distribution
reservoir. Data management to Water level
regulation, the amount of water used, water
storage, chemical input, chemicals remaining

·  Smart management to Waterquality
measurement, CCTV, access crossed inside
plate detection sensor (Optional)

Bubble generation UV disinfection equipment
·  Have sterilizing power is superior to Rotating

flow generated by the eccentric structure of
the inflow and outflow. Bubble generation by
the crossed inside plate

·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First
purchase target by the Excellent Invention

Performance
governments, Village water supply, Small water
supply facilities Delivery Nursery, kindergard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University, hospital, 
Rest area, Foodservice Group, Food manufacturing 
plant, industrial complex, Agricultural Complex 
Water suppl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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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환경개발(주)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보호
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수질환경전문
기업입니다.
청호환경개발(주)는 1994년 상하수도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기
업경영의 최우선을 연구·개발에 둔 결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VENTURE, ISO9001 등의 기업인증을 획득했으며 연
구소를 통한 수질정화공법과 수질정화시설 등을 개발함으로써 
수처리분야의 자신 있는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
능성 세라믹 담체를 이용하여 저영향개발 (LID)분야의 제품 생산 
및 기술력을 확보하여 건전한 물순환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
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주요 제품 및 기술
˙다공성 팽창세라믹: 오염물질 저감용 미생물 서식처 제공,
   유기물, 질소 제거, 인흡착, 여과형 인공습지 여재

˙저영향개발 (LID) 시스템: 수목여과박스, 식생화단, 빗물 
   침투통 등

˙무관리형 옥상녹화: 경량형 무관리 옥상녹화

˙수질정화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축산폐수 처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정화 등

˙비점오염저감 여과장치: 산업단지, 비점관리지역, 개발지역, 
   도로 등

˙태양광 물순환장치: 녹조방지

˙녹조제어 샤로크린: 차광을 통한 녹조 제어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인공습지 : 용인시,하동군,광주광역시 등 70여건

˙저영향개발 (LID):광주광역시 (수목여과박스,침투통),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무관리형옥상녹화:담양군,광주광역시,전주시,성남시 외 다수

˙녹조제어 샤로크린:여수시 외 다수

˙태양광물순환장치:나주시,광주광역시,기흥시 등 다수

˙비점오염저감 여과장치:담양군,장성군 등 다수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2-9

청호환경개발(주) | 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Co., Ltd.

President 임형엽 | Hyung Yup Lim

Add (57256) 전남 장성군 삼서면 영장로 1930-52

       (57256) 1930-52, Youngjang, Samseo-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Korea

TEL 062-526-9640    FAX 062-526-9644   

Web http://www.cheongho.net   E-mail seheerim@hanmail.net

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Co., 
Ltd. is a company that considers nature and 
environment. It is a water quality environment 
company that constantly researches and develops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water quality 
pre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efficiently developing and managing precious water 
resources.Cheongho Environment Development 
Co., Ltd. was established in 1994 as a company 
specializing in water and wastewater. As a result 
of placing top priority on corporate manage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t has obtained 
enterprise certif ications such as INNO-BIZ, 
VENTURE and ISO 9001,We have accumulated 
our own know-how in the field of water treatment 
by developing puri f icat ion technology and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In addition, we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of a healthy 
water cycle city by securing the production and 
technology of low impact development (LID) field 
using functional ceramic carrier.

Certificate & Patent

Product & Technology
·  Porous expanded ceramics: Provide microorganism
  habitat for pollutant treatment, organic matter,
  nitrogen removal, phosphorus adsorption, Filtration
   type wetland filter media
· Low Impact Development (LID) System: Tree

filtration box, rain garden, rainwater infiltration 
trough, etc.

· Rooftop gardening structure: Lightweight,
 unprofitable rooftop greening

· Water quality purification artificial wetland: 
Reduction of non-point pollution,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urification of water 
quality in protected area of water source etc.

· Non-point pollution treatment filtering device: 
industrial complex, non-point management area, 
development area, road, etc.

· Solar water circulation system: prevention of
algae blooming- Algae control : Algae control 
apparatus which is interept the solaradiation

Performance
· Constructed wetlands: 70 sites including Yongin

City, Hadong County, Gwangju Metropolitan City, 
etc.

·  Low Impact Development(LID):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est filtration box, penetration 
trough),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campus, etc.

·  Rooftop gardening structure:  Damyang,
Gwangju, Jeonju, Seongnam, etc.

· Algae control apparatus which is interept the 
solaradiation: Yeosu city et al.

· Solar circulation system: Naju city, Gwangju city,
Giheung city, etc.

· Non-point pollution aremoval facility: Damyang-
gun, Jangseong-gun etc.

등록/출원번호 명   칭

10-0234149 소결 골재 및 그 제조방법

10-0352749
하수슬러지 다공성소결체를 여재로 사용한 오폐
수처리장치

10-0419113 고정식 구조물로 이루어진 대나무 방음벽

10-0477367
세라믹을 이용한 오수 처리시스템 및 오수 정화
방법

10-0423364 인공식물섬을 이용한 수질정화 장치

10-0545142 흡수체를 이용한 다기능성 식생방틀

10-0580941 수위변동 대처형 다기능성 식생방틀

10-0567422 수질정화용 다공성 소결골재의 제조방법

10-0770645 복사열 차단형 조류제어장치

10-0866526
차량 폐유 또는 선박 누출유 분해를  위한 조성물 
및 방법

10-1065814 생태복원형 고효율자연정화습지

10-1173260
혈암과  점토를 이용한 팽창세라믹 제조방법 및 
그 팽창세라믹 및 그 팽창세라믹 제조장치

10-1315097
세라믹메디아를  이용한 단위체의 결합으로 형성
된 식물섬

10-1225187
다공성 경량 소결체를 이용한 옥상  녹화장 구조
체

10-1225181 다공성 경량 소결체를 이용한 식생구조체

10-1279579
하폐수악취제거용 다공성 소결골재 제조방법 및 
그 다공성 소결골재

10-1523558 무관리 및 경량형 옥상 녹화시스템

10-1549161 비점오염저감시설

10-1635595
전처리 여과시설을 갖는 저영향개발의 수목여과
박스

10-1650347
가로수 보호가능한 저영향개발을 위한 우수 침투
용모듈

101682212
도시 강우유출수 저감을 위한 여과형 침투통 시
스템

1020160159194
저영향개발 시설의 화분 교체식 식생 구조체(특
허 출원)

3020160057370 화분(디자인 출원)

4020160104809 촉촉(상표출원)

Registration 
/ application 

number
Designation

10-0234149 Aggregate a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10-0352749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by 
sewage sludge pellet

10-0419113 A bamboo soundprooting wall consists 
of fixedstructures

10-0477367

sewage and waste water treating 
system by ceramics andmethod for 
purifying sewage and waste water using 
thesame

10-0423364 Water purifying device using artificial 
floating islands

10-0545142 A spur dike to planting the plants
10-0580941 A spur dike to planting the plants

10-0567422 A manufacturing method of a porous 
aggregate to purifya water

10-0770645 Algae control apparatus which is interept 
the solaradiation

10-0866526
Compositions and methods for 
degrading vehicle's waste oil or vessel's 
leaked oil

10-1065814 natural purification marsh

10-1173260

A manufacturing method of expansion 
ceramic using shale and clay and a 
expansion ceramic and a manufacturing 
apparatus of expansion ceramic

10-1315097 Plant island is formed by combination of 
units using the Ceramic Media

10-1225187 Rooftop gardening structure

10-1225181 Vegetation structure using porous 
sintered body

10-1279579
A manufacturing method of a porous 
aggregate to remove a bad smell of 
wastewater and the porous aggregate

Registration 
/ application 

number
Designation

10-1523558 Lightweight green roof system that is 
not managed

10-1549161 Non-point sources pollutants removal 
facility

10-1635595
Trees filter box of Low Impact 
Development with pretreatment filtration 
facility

10-1650347
Rainwater infiltration module for possible 
street tree protection low impact 
development

10-1682212 Penetration bucket system with filtration 
type

1020160159194
Structure for cultivating plants of change 
type for low impact development(patent 
application)

3020160057370 Planter box (Design application) 
4020160104809 Choc Choc(Brand application)

저영향개발(LID) 시스템 무관리 옥상녹화태양광물순환장치
인공식물섬

수질정화인공습지 다공성 팽창세라믹 비점오염저감

청호환경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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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1

해동엔텍 | HaeDong EnTec

President 문수정 | Moon Sujung

Add (58209)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60

       (58209) 455-60, Noan-ro, Jangdong-ri, Noan-myeon, Naj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TEL 061-333-5990    FAX 061-333-5991    Web www.hdet.co.kr    E-mail haedongentec@naver.com

당사는 수질환경 기계분야의 정상급 설계, 제작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유체기계(펌프, 센서류) 판매시

공, 상하수 처리 기자재 제작시공 전문기업으로 성장 발전해왔

습니다.

오늘날 수질환경 분야는 풍부한 유량과 까다로운 수질기준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국내 우수 연구기

관 및 대학과 공동(위탁)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당사의 전문엔지니어의 맞춤 설계에 따라 최

상의 제품을 풍부한 현장경험 및 노하우로 어떠한 현장에 대해

서도 충분한 감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특허 제 10-0655920호 ( 하수 및 배수 처리용 제진기 )

˙특허 제 10-0811296-0000호 (침적형 센서 조립체와 이를 

   이용한 수처리장치 및 수처리방법)

˙특허 제 2020080011911호 (협잡물 제거용 조세목스크린의 

   스크린 판)

주요 제품 및 기술

˙협잡물종합처리기

˙자동미세목스크린

˙스크류 컨베이어

˙하수처리용 기자재 등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지자체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Our company is based on world class design 
system, production ability and technical skills 
in the field of water quality environment, grow 
into material production-constructed specialized 
company of environment field engineering, fluid 
machinery (pump, sensor), water and sewage.
Today the water environment area requires 
abundant flow rates and exacting water quality 
standards. Accordingly, refer to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and colleges, we have a commitment to 
provide not only the required goods but also the 
best possible products based on abundant career 
and know-how.

Certificate & Patent

· Patent NO.10-0655920 (Tilting Rake Screen )
· Patent NO.10-0811296-0000 (Sensor assembly   
  and water treatment method and apparatus used 
  therefor )
· Patent NO.2020080011911 (Apparatus for 
   screening suspended solid )

Product & Technology

· Grit & waste treatment
· Micro Wedge Bar Screen
· Screw Conveyor
· Sewage treatment equipment etc.

Performance

· Local autonomous entity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 Jeonnam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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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2

㈜이지스 | AEGIS Co., Ltd.

President 명달호 | Dal-Ho Myeong

Add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융합본부 442호 | #442,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stitute.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237. sanghi daehak-ro siheung-si. Gyeonggi-do, korea 

TEL 031-8041-1637   Web www.hi-water.co.kr  E-mail  sunku@hi-aegis.com  

2005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이지스(         )는 우리 국민 모두

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수돗물의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수질개선에 앞장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선도적인 친환경 기업 입니다.

다기능 수처리장치( I-Water)는 사용자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

소와 관로의 노화로 인한 사고 예방과 보수 및 교체와 같은 경

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아연의 이온결정

화 부식방지기술 + 촉매를 이용한 녹 제거 기술 + 폴리피그

(Poly pig)와 CCTV를 이용한 세척/진단 장치기술 등의 3가지 기

술을 통합한 일체형 녹.스케일 방지/제거 장치이며, 외부 동력없

이 유체의 흐름에 따라 운영 및 작동이 이루어지는 장치로 구조

상 개폐 및 분리가 가능하여 주기적인 유지 보수를 통한 지속적

인 기술의 효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I-Water 는 구조 및 기술에 대한 4개의 특허와 유럽방폭 안전규

격 (CE/ATEX)을 취득하였으며 수처리 장치 최초로 수도법14조. 

시행령24조2 에 따른 제품 성능인증 (NET)을 받은 개폐형의 신

제품으로 기존 제품 개별 구입 대비 30%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

과와 70%이상의 공간 효율로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유지 관리

비를 절감 시킬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지스

인증 및 특허

˙국가신기술 성능인증 (NET)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KC 인증 (한국 위생안전기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정번호 2016075)

˙제품안전 CE (ATEX 방폭)

˙품질 / 환경 (ISO 9001 / 14001)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이온결정화 촉매 수처리 장치 (특허)

˙반응관을 이용한 수처리 장치 (특허)

˙수질안정화를 위한 회전형 반응수단을 갖는 수처리 장치 (특허)

˙버터플라이밸브를 구비한 수처리 장치 (특허)

˙냉각수 배관 부식방지와 스케일 방지및 제거를 위한 이온

   결정화 촉매장치 (출원)

˙다기능 수처리 장치 (I-Water) (출원)

적용분야

˙정부 지자체 시설, 산업용 시설, 주거용 시설, 상업 및 공업시설

˙상수도 급수배관, 산업용 보일러/ 냉각탑/ 열교환기/ 
   냉각수 배관, 순환수 라인

˙주철관, 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플라스틱 (PVC등)관 등 
   각종 배관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삼성반도체 - 냉각순환시스템 라인 (CVD) / 공업용수 및 

   음용수 라인

˙한전산업개발 - 발전기기 냉각수 라인

˙LIG넥스원 - 음용수 공급 라인

˙대림대학교 - 음용수 공급 라인

˙수자원공사 구미 국가 산업단지 - 상수도 공급 라인

˙중국 심양 (DAVID HOTEL) - 음용수 및 용수 공급라인

˙중국 발전 / 수처리사 - 냉각수 및 음용수 라인

˙이란 NIGC / IOOC - 석유화학 발전 냉각수 라인

Aegis Co., Ltd., established in 2005, is a leading 
eco-friendly company that strives to lead the 
improvement of eco-friendly water quality in order 
to supply clean and safe drinking water of the tap 
water which is essential for our people to 

Multi-function water treatment system (I-Water) 
is a product developed to prevent economic loss 
such as elimination of distrust of user's tap water, 
prevention of accidents due to aging of pipelines, 
repair and replacement 
Zinc Ion Crystallization Corrosion Prevention 
Technology + Rust Removal Technology Using 
Catalyst + Integrated Rust / Scale Prevention / 
Removal Device Incorporating Three Technologies: 
Poly pig and Cleaning / Diagnostic Device 
Technology Using CCTV // It is a device that is 
operat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flow of 
fluid without external power, and it can be opened 
and closed in structure so that it can maintain the 
effect of technology continuously through periodic 
maintenance.

We are far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h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know-how We 
can introduce our multifunctional water treatment 
equipment technology committed to a clear and 
clean water supply source of life and health to be 
a leading compan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Certificate & Patent

· National New Technology (NET)
· Performance Certific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KC (Korean Hygiene Safety Standard)
· Designated as an excellent product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Designated No. 2016075)
· Product safety CE (ATEX explosion-proof)
· Quality / Environment (ISO 9001/14001)   
· Innobiz, Venture business certification

· Ion Crystallization Catalyst Water Treatment 
  System (Patent)

· Water treatment device using patent tube (patent)

· Water treatment system equipped with turning
  reaction means for water quality stabilization 
  (patent)

· Water treatment device with butterfly valve
  (patent)

·  Ion Crystal l izat ion Catalyst for Corrosion
  Prevention and Scale Prevention and Removal of 
  Cooling Water Pipes (Application)

· Multifunctional water treatment system (I-Water)
   (Application)

Product & Technology

· Government municipal facil it ies, industrial
fac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commerc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 Water supply piping, industrial boiler / cooling
tower / heat exchanger / cooling water piping, 
circulation water line

· Various pipes such as cast iron pipe, steel pipe, 
copper pipe, stainless pipe, plastic (PVC, etc.) 
pipe

Performance

· Samsung Semiconductor - Cooling Circulation
System Line (CVD) / Industrial Water & Drinking 
Water Line

· KEPCO Industry Development - Cooling water
line for power generation equipment

· LIG Nex1 - drinking water supply line

· Daelim University - Drinking water supply line

·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water supply line

· DAVID HOTEL, China - Drinking water and water
supply line

· China Power / Water Treatment Company - 
Cooling and Drinking Water Line

· Iran NIGC / IOOC - Petrochemical Cooling Water
Line

1. 정상 흐름시 제품 사용  

2. 보수 / 점검시 사용

아연의 이온결정화 및 촉매에 의한 수처리 기능
Ion crystallization of zinc and water treatment by catalyst

Poly Pig / CCTV에 의한 세척 및 진단기능
Cleaning and diagnosis function by Poly Pig / CCTV

1. Product use in normal flow

2. Used for maintenance
/ inspection수처리 기능

Water treatment
function

세척/진단기능

Cleaning / 
Diagnostic function

통합기능의 수처리 장치

Integrated function 
water treat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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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3

(유)포겔상코리아 | Vogelsang Korea

President 조용성 | Sidney Cho

Add (1202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12번길 32-65

     (12021) 32-65 Kyeongbokdaero, 512 beon-gil,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TEL 031-529-3282  FAX 031-529-3283  Web www.vogelsang.co.kr  E-mail info@vogelsang.co.kr

포겔상코리아는 독일 Hugo Vogelsang Maschinenbau GmbH

가 100% 출자한 한국 현지 법인입니다. 독일 본사는 약 85년

전 농업/축산관련 제조업으로 시작해 지난 30여년간 환경관련     

시스템의 개발에 집중했으며, 전세계 직원이 약 700명 정도 되

는 전형적인 독일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중 하나인 

강소 기업입니다. 최상의 고객서비스와 가격대비 완벽한 품질의 

제품 제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겔상코리아는 최상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주요 제품은 하수처리장, 공장의 폐수처리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수한 액체를 이송하기 위한 정량펌프인 로터리        

로브 펌프와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에서 액체에 들어

있는 이물질을 파쇄 분리해서 펌프를 보호 할 수 있는 습식 

파쇄기 RotaCut, 하수처리장 뿐 아니라 음식물의 파쇄에도 적합

한 파쇄기인 X-Ripper,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가스의 생산을

18%까지 증대시키고 최종적으로 슬러지 감량화를 가능케 하

는 BioCrack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국내 주요 하수처리장 및 상업용 건물

To serve industry through pumps and maceration 
technology and to provide outstanding service with 
innovation, enterprise and an honest commitment 
to our customers
– Rotary Lobe Pumps and Macerators for 
   everything that flows.

Product & Technology

Rotary lobe pump, XRipper, RotaCut, BioCrack,
PreMix, EnergyJet and QuickMix.

Performance

Major waste water treatment and Commercial
buildi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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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4

에이티이(주) | ATE Corporation

President 정헌회 | Hun-Hoi, Jung

Add (07532)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211호

       (07532) #1211, 551-24, Yangcheon-ro, Gangseo-gu, Seoul, Korea 

TEL 02-855-4070   Web http://www.atecorp.co.kr  E-mail info@atecorp.co.kr

ATE Corporation은 "물 (Aqua)에서 에너지 (Energy)까지" 라

는 사업영역에서 보듯이 하/폐수처리분야에서 바이오가스 처리

시스템 분야까지 다양한 환경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폐

수의 고도처리는 물론 바이오가스의 에너지화를 위한 정제시스

템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2009) 인증

˙특허 10-1253954호: 무포기 방식의 고효율 오존산화공정

   을 이용한 수처리시스템

˙특허 10-1288298호: 잉여슬러지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월

   류수 처리장치

˙특허 10-1335096호: 상향류식 연속 여과기를 구비한 질소

   인 제거 및 재이용수 처리 시스템

˙특허 10-1342202호: 백타입 가스저장탱크

˙특허 10-1413908호: 건식탈황장치

˙특허 10-1469410호: 이온교환섬유를 이용한 악취제거시스템

˙특허 10-1500286호: 황비료로 활용가능한 친환경 탈황메

   디아 및, 이 탈황메디아를 이용한 황화합물 제거방법

˙특허 10-1566643호 : 악취제거장치

˙특허 10-1574926호 : 탈황장치

˙특허 10-1584942호 : 재생유닛을 구비한 건식탈황장치

˙특허 10-1660186호 : 무동력 용존산소 증폭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가스저장조 (Gas Holder) : 더블멤브레인 가스홀더는 바이오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공기압에 의

하여 지지되는 항구적인 구조물로써, 폐수처리 소화플랜트,

농산물의 소화/바이오가스용 시설, 매립지, 열병합 플랜트 등

에 설치

˙하이브리드 탈황시스템 (DeSulf-H) : 탈황제를 충진한 탈황탑에 

   바이오가스 및 공기를 통과시켜 유화수소(H2S)를 흡착 산화

   시키는 공정, 바이오가스의 정제가 필요한 시설에 설치

˙오존맥스 (OzoneMax) : 최종 방류수 중에 함유되어있는 난

  분해성 유기물질 및 색도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위한 용도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가스저장조 (Gas Holder) '15~16 기준

구분 용량(㎥) 설치일자

롯데 인디아북부신설공장  50 2015

대전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1,920 x 2sets 2015

전주시 슬러지 감량화 사업 260 2015

전주시 음식물 자원화 사업 660 2015

논산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사업 1,350 2015

안동 공공하수처리시설 2,495 2016

구분 모델명 용량(㎥/hr) 설치일자

롯데 인디아 북부
신설 공장

Hybrid 탈황/
DeSulf-H

15 2015

창원
하수처리장

Hybrid 탈황/
DeSulf-H

520 2015

화도
하수처리장

Hybrid 탈황/
DeSulf-H

15 2015

진주
하수처리장

Hybrid 탈황/
DeSulf-H

415 2016

안산 신재생바이오
가스 발전

Hybrid 탈황/
DeSulf-H

1,667 2016

삼천포
하수처리장

Hybrid 탈황/
DeSulf-H

150 2016

충주 롯데
주류 2공장

Hybrid 탈황/
DeSulf-H

395 2016

울산 온산
하수처리장

Hybrid 탈황/
DeSulf-H

480 2016

˙탈황시스템 (Desulphurization system) '15~16 기준

ATE Corporation, as an environmentally company, 
is leading on business area from sewage wastewater
processing parts to biogas processing system ones 
as our motto ‘Aqua to Energy’. ATE possesses not
only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as but also refinement system for energization
using biogas. 

Business area

·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 Service
Environmental equipment preven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business, trade etc

Product & Technology

· Gas Holder
Gas Holder is a long lifetime system(structure) 
which is specializing in storing Biogas by air 
pressure. 

· Desulphurization System
This system is a process of H2S’ adsorption & 
removal one using Desulfurization tower, which 
is charging desulfurization chemical through the 
media  

· OzoneMax
Use for Removal of Non-Degradable  Organic 
Material, Chromatility and Odor contained of the 
Final Effluent

Performance
· Gas Holder (2015~2016)

(2015~2016)· Desulphurization system

Division Specifications (㎥) Operation

Lotte new plant in northern India 50 2015

Daejeon Food waste leachate Biogas facilities 1,920 x 2sets 2015

Jeonju Sludge Reduction Project 260 2015

Jeonju food waste recycling Project 660 2015

Nonsan Livestock manure recycling Project 1,350 2015

Andong sewage treatment facility 2,495 2016

Division Specifications (㎥/hr) Operation

Lotte new plant in northern India 15 2015

Changwon Sewage Treatment Plant 520 2015

Hwado Sewage Treatment Plant 10 2015

Jinju Sewage Treatment Plant 415 2016

JinRo Distillers co., LTD 1,667 2016

Samcheonpo Sewage Treatment Plant 150 2016

Lotte Brewery Chungju factory 395 2016

Wonsan Food Waste Treatment Plant 480 2016

가스저장조 탈황설비 오존맥스



162  163

P
ipe

 W
ater Tank, C

oating,
P

rotection B
ox 

Valve, A
ctuator, P

um
p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M
easurem

ent,
A

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
uthority, 

P
ublic Institution

O
verseas Exhibition H

all &
 

O
ther booth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5

한광물산

한광물산 | Hankwang corporation

President 박은남 | Eun-Nam Park

Add (360-0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26 예다움 4층 

      (360-050) 4floor Yedaum 26, Sangdang-ro26beon-gil, Sangdangju-si, Chungchengbuk-do, Korea

TEL 043-273-3355/010-9409-7128    E-mail wawo2000@korea.kr

본 사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 추구를 기업이념

으로 삼고 있으며 빗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에서 강우시마다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의 오염을 심화시키는 현상

을 방지하고 도로의 요철발생의 주범인 맨홀뚜껑의 높이조절

을 통하여 실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인증 및 특허

2014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수상

˙ 우수와 토사의 배출이 가능한 우수토실 [금상]

˙ 높이 및 경사조절이 가능한 맨홀뚜껑 [동상]

특허 및 실용신안

˙ 우수와 토사의 배출이 가능한 우수토실

    [특허 제 10-1348418호]

˙ 부력을 이용한 관로 자동개폐장치 및 그 제어방법

    [특허 제 10-1146131호]

˙ 높이 및 경사조절이 가능한 맨홀뚜껑

    [특허 제 10-1377009호]

˙ 쐐기를 이용한 산업용 맨홀의 철개

    [실용실안 제 20-0450274호]

˙ 높이조절이 가능한 가능한 제수변용 맨홀의 철개

    [실용실안 제 20-0450118호]

주요 제품 및 기술

강우시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하수처리용량의 3배정도 빗

물이 유입되며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

입수로 인하여 하수가 방류되어 이로 인한 하천오염이 가중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수km에서 수십km에 달하는 차집관로내의 하수가 하천

으로 유출되며 또한 비가 그친후에는 차집관로 및 하수처리장

에 빗물만 남게되어 2차 미생물처리시 효율 저하로 어려움도

겪고 있다

빗물 유입시 토사도 함께 유입되어 이로 인한 처리비용도 가중

되고 있으며 우수토실에서 빗물유입을 방지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빗물유입을 차단하게 되면 하수처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하천오염도 방지하게 되는데 본 제품은 하

수처리잘으로의 빗물과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여 하수처리비용

의 절감은 물론 환경보호라는 두가지 명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으로 자부하고 있다

도로에는 상,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의 맨홀뚜껑이 산

재되어 있으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도로의 높이조절에 대응하

여 도로면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의 해소를 위

한 높이는 물론 도로경사까지 조절 대응이 가능한 맨홀뚜껑도

본 사의 주력 제품이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조달청, 청주시

Our company has the corporate philosophy to
pursue new change and care for the nature and
environment. We support convenience in lifestyle
by preventing pollution in rivers by blocking the
sewage from sewage treatment plants flowing
into the rivers during rain, and control the height
of manhole covers which are the main cause of
bumpy roads.

Certificate & Patent

Prime Minister an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Pair 2014
· Overflow chamber for emission of rainwater and

soil(gold prize)
· Manhole cover adjusting height and slope

(bronze prize)

Patents and Utility model.
· Overflow chamber for emission of rainwater and

soil[Patent number 10-1348418]
· Using buoyancy for automatic closing pide

door devices and method of control[Patent
number10-1146131]

· Manhole cover adjusting height and slope
[Patent number 10-1377009]

· Iron Lid of Industrial Manhole by using a Wedge
[Utility model number 20-0450274]

· Iron Lid of Manhole for Water Valve which can
Adjusting Height[Utility model number 20-
0450118]

Product & Technology

During rain, approximately three t imes the
capacity of waste water processing of rainwater
flows into the interceptor from storm overflow and
in sewage treatment plants, due to the inflow of

water that exceeds the waste water processing
capacity, sewage is discharged, aggravating river
pollution.

During this, waste water from several km to
several dozens of km of interceptors leaks into
rivers, and after the rain stops, only rainwater
remains in the interceptors and sewage treatment
plants, causing diff iculty due to diminished
eff iciency of the secondary microorganism
treatment.

During inflow of rainwater, soil flows along with it,
increasing processing costs. If rainwater inflow
could be prevented during storm overflow, all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locking the inflow of rainwater from storm
overflow into an interceptor can reduce the waste
water processing cost and prevent river pollution.
This product can guarantee the prevention of
rainwater inflow and soil into sewage treatment
plants to reduce the waste water processing cost
and protect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re are manhole covers for water and
sewage, gas lines, network and electricity all over
the road surface, it is currently hard to adapt to
the height control of the road for a flush fit with
the road surface. To resolve this, the company
introduced the manhole cover as one of its major
products that can respond to change in height as
well as inclination of the road.

Performance

Public Procurement Service, ch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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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M-Healthcare Co., Ltd. commercialized IoT 
healthcare, wireless remote metering system 
for water and biosensor in korea, and growing 
up as a first mover in the total operating system 
for remote metering system by using the LoRa 
communication. Also, we have been developing 
total healthcare platform service base on the IoT 
big data and ionizer for improving indoor air quality.

Certificate & Patent

We have two patents about recognition of digit on 
the analogue water meter and operating system 
for wireless remote metering system.

1.Remote meter device and method using that  
  wireless remote meter based on imaging of  
  analogue digits meter.
2.Remote meter device using that wireless remote 
  meter based on imaging of analogue digits meter.

Product & Technology 
1. Outdoor RF terminal : battery life is 8 years (base  
    on 4times a day)

2. Fluid oscillation electronic water meter : battery 
    life is 10 years (3.6V Lithum battery), 16 years  
    (with 2 batteries)
3. Gateway : Distance coverage is about 500M
4. Garami (Data management software) 
    : intergrated management of data from 
      mechanical & electronical water meters.
5. Advanced optical AMR device (NRA-320) 
    : smart wireless metering device by using 
      patented technology of recognition of analogue 
      digits.
6. Potable signal converter (TS-100) : Potable 
    converter for transferring the reading data into 
    smart phone application program (GARAMI).

Performance
1. Pilot project in Sancheong-gun
2. Pilot project in Haman-gun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6

㈜아이엠헬스케어 | IM Healthcare Co., Ltd.

President 이상대 | Lee Sang Dae

Add (16954) 경기도 용인시 시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2907호

     (16954) #2907 A Bldg., 13 Heungdeock 1, Giheung, Yongin, Gyeong gi, Koera

TEL 010-3260-1118  FAX 031-8065-4030  Web http://www.im-healthcare.com  

E-mail yura@im-healthcare.com

회 사 소 개
㈜아이엠헬스케어는 IoT 헬스케어,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바이오

센서를 전문으로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 센서네트워크 사업에

서 LoRa망을 활용한 전자식/기계식 수도 미터의 통합 운영시스

템을 제조,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선도 업체입니다. 아울러, 실내 

공기질을 케어할 수 있는 이오나이저 사업과 IoT기반 Big data

를 활용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당사는 기존의 아날로그 수도미터의 숫자를 인식하고 원격 검

침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계량기의 촬상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원격 검침기, 이를 이용

   한 원격검침 장치 및 방법.

2. 계량기의 촬상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원격 검침기 및 이를 이

   용한 원격 검침 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1. 옥외지시부 : 일 4회 검침 시 8년 이상 사용 가능한 내구성의 

  옥외지 시부.

2. 전자식 수도미터 (유체진동식) : 원격검침이 가능한 유체진동

   식 전자수도미터. 베터리 수명 10년, 베터리 확장형 16년.

3. 집중기 (게이트웨이) : 무선통신거리 반경 약 500m의 범위 지

   역 커버 가능.

4. GARAMI (통합 검침관리 소프트웨어) : 원격검침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검침원에 의한 스마트폰 검침데이터 또는 집

  중기를 통한 무인검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

5. 무선 촬상식 검침단말기 (NRA-320) : 기존 아날로그 수도미

   터의 숫자를 인식 (국내특허등록) 하여 무선 검침이 가능한 

   단말기.

6. 휴대용 신호 변환기 (TS-100) : 검침단말기에서 검침 데이터

   를 스마트폰 앱 (GARAMI)로 변환하여 전송해주는 휴대용 변

   환기.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1. 산청군 시범사업

2. 함안군 시범사업.

옥외지시부 전자식수도미터 (유체진동식) 집중기 (게이트웨이)

무선 촬상식 검침단말기 (NRA-320) 스마트폰용 검침 앱 휴대용 신호변환기 (TS-100)

수용가용 물 모니터링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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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소 전문 제조업체 Jacarbon

청정 환경을 추구하며 항상 연구하는 자연과학산업㈜은 약 30

여 년간 각종 활성탄소, 수처리용 메디아, 여과제 등을 전문으

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폐 활성탄소 재생을 국내 최초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원자재의 수급에서부터

제품생산, 납품시공,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당사는

대기 정화용 활성탄소와 먹는 물을 위한 정수용 활성탄소를 조

달청을 통해 국내 각 기관 및 정수처리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국내유수 기업들의 공해방지 설비에 활성탄소

를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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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적 기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과학산업㈜성실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기업,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이노비즈 인증업체-중기청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활성탄소 직접생산증명 기업체

İSO 9001, 14001인증업체

˙CE 인증-열분해 설비

˙부품·소재 전문기업확인-산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

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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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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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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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oduce  va r i ous  p roduc ts  and  take
responsib i l i ty  for  the whole process f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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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ior i ty in qual 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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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thermal Watermeter Box for outdoor
· Anti-frozen by using Geothermal Heat
· Material of Cover: Cast nodular iron

· Static load (Max): 5ton

Performance

·  We have supp l ied our  act iva 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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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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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bserve these problems using robot equipped 
with CCTV.

Damaged sewage pipe repair, removing internal 
obstacles etc, 

We be trying to maintain clean water and safe 
maintenance control.

In the future, we will strive to bulid new technologies 
and develop advanced equipment and improve 
our enviroment, and will be the first company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public health.

Thank you.

Certificate & Patent

Environment New technology certified No.508
· Tude insertionrate reverse length cheukjjeonghar
  suitneun water supply and drainage bigulchak full
  complement method

TSL Construction method and Patent
· The entire conservatism of the sewage pipe
  (Patent 10-1632286)

CSU Construction method and Patent
· Using participle nozzle the scale rmoval device of 
  sewage pipe. (Patent 10-0951435)

Product & Technology

TSL Construction method
1. Speed, perambulator : A digital display the tube
   speed length
2. Automatic pressure feeder : Prevent a tube 

damage from the great deal of pressure and 
enlargement. Only the pressure supplied is 
supplied via the automatic pressure feeder. And 
automatically shuts off excessive pressure.

CSU Construction method
1. Rotation multistage nozzle scale removal device
 · A semicircle rotation wing skill is prevent of 

impulse. And easy to move. In pursuance of the 
curved sewage pipe.

  · Two work types are available on single device. 
It gets resolved the inconvenient. In pursuance 
of one's repetitive task.

Performance

· Combined system of sewage construction for BTL 
· A local government and public office

(유)탑환경건설은 노후된 상.하수도 관내부에 CCTV장비를 장착

한 로봇(ROBOT)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파손된 관 보수, 내부 장

애물 제거 등 상.하수도 전반에 걸쳐 좀 더 깨끗한 물과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탑환경건설은 신기술 개발과 첨단 장비를 구축하

여 발전된 모습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

하는 국민건강의 일등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환경신기술인증 제508호 

˙튜브삽입속도와 반전 길이를 측정할수 있는 상.하수도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TSL공법 특허 

˙비굴착 상하수도 전체 보수장치 및 공법
   (특허 제10-1632286호)

CSU공법 특허 

˙분사노즐을 이용한 상하수도 비굴착 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및 공법 (특허 제10-0951435호)

주요 제품 및 기술
TSL공법

1. 속도,거리측정계

   튜브 삽입속도와 거리를 디지털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

2. 자동압력 공급장치

   자동압력 공급장치를 장착하여 설정된 압력만 공급되고 초과

된 압력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안정된 압력

을 자동으로 유지하므로 튜브 내 과다한 압력으로 튜브파손

과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

CSU공법

1. 회전다단노즐 스케일 제거장치

 ˙굴곡진 관로 (90°곡관 및 45°곡관)를 이동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반원형의 회전날개로 이루어져 회전체가 

관로와 충동을 방지하고 이동이 용이한 기술

  ˙두가지의 작업을 하나의 장치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

하며 잔존하는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작업

을 수행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완벽한 스케일제거로 라이

너 접착력 향상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전국BTL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

˙각 지역단치단체 및 관공서
˙다층 레이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보수너비 조절  /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제426호 OPL 공법)

Water treatment system, Maintenance D-1-8

(유)탑환경건설 | Limited company Top Environmental Construction

President 김정현 | Kim jung hyun

Add (61270)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63 (동림동)

      (61270) Gwangju Metropolitan City Buk-gu Dongullo63 (Dongnim dong) 

TEL 062-376-5599, 9911  FAX 062-376-0094  E-mail tap80893@yahoo.co.kr

전체보수 공정사진 CCTV 차량장비 관내 세정 작업CCTV 촬영장비 흡입준설차

부분보수 공정사진

부분보수 공정사진

전체보수 공정사진

보수전 보수전보수후 보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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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계측 / 계량 / 분석

(주)씨엠엔텍

(주)썬텍엔지니어링

(주)한국빅텍

주식회사 서용엔지니어링

호리바코리아

삼성계기공업

(주)대한계기정밀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대원인더스트리얼(주)

(주)한영계기

(주)휴마스

경성제닉스(주)

(주)리테크

자인테크놀로지(주)

(주)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주)대덕하이테크

(주)가암테크

대윤계기산업(주)

청수계기

신우산업(주)

디에스워터

한국유체기술(주)

(주)다올이엔지

(주)테크원씨엔에스

에이엠에스

기술과환경주식회사

(주)유비콤

신동아전자

(주)청호정밀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CMENTECH.CO.,LTD

SUNTECH ENGINEERING

HANGUK BIG TECHNOLOGY

SEOYONG ENGINEERING Co., Ltd.

HORIBA KOREA

SAMSUNG MEASURING CO.

DAE HAN INDUSTRY CO.,LTD.

Hanil Network Engineering

DAEWON INDUSTRIAL CO.,LTD

HAN YOUNG INSTRUMENT CO.,LTD.

HUMAS CO.,LTD.

KYUNGSUNG JENIX CO.,LTD

LETECH Co., Ltd.

Jain Technology Co., Ltd.

SWAN ANALYTICAL KOREA

Daedeok Hi-Tech

GAAMTECH

DAEYOON SCALE INDUSTRY CO.,LTD

CHUNG SOO METER

SHINWOO Industrial Co., Ltd.

DS WATER

Korea Fluid Technology Co., Ltd.

Da all.Eng.Co.,Ltd.

TECHONECNS Co.,Ltd

ams AG

Technology & Environment Corp.

Youbicom

SHIN DONG-A Electronics

Chungho Precis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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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6-1

㈜씨엠엔텍 | CMENTECH CO.,LTD

President 김태곤 | TAE KON  KIM

Add (170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1030 대우프론티어밸리 1차 103호 | (17015) 1-103,Daewoo Frontier

      Valley, 1030, Jung-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446-916, Korea

TEL 82-31-702-4910    Web www.cmentech.co.kr    E-mail 7390kjh@hanmail.net

From ancient times people have made efforts to 
secure water.
Now the need to secure water is more and more 
urgent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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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ISO certification, water meter certification, 
KORAS international laboratory certificate, 
the European safety standard certification CE, 
excellent product award, GQ mark acquisition, 
and establishment of enterprise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 2006: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procurement 
  of excellent product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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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 ication, excellent 
product award, Automatic control panels and 
instrumentation control system, and Certification 
as a proven domestic manufacturer

· 2012: Flow calibration lab, the metropolitan
faci l i ty completion, water meter and heat 
calorimeter production and repair registration 
(Yongin City Hall) KC (Hygiene Safety Standards)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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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meter for accurate flow 
measurement and eff icient management of 
sewag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water treatment 
(artificial) channels, as well as small rivers.

CM Entech Co., Ltd. is a resource management 
company specializing in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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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ape of the flow tube and the beam spread 
angle of the sensor can be measured in 3D by a 
probe attached to the end of a robot arm.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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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 ity and high 
durability with precise measurement chambers 
that deliver precise measurements even under 
extreme conditions.

Product &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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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lusⓅ (구역, 만관용) Ener-Ray (초음파 열량계)

오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인류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전 지구의 핵심이슈인 물은 먹는 물에서부터 산업용 하수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라별로 산업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오염
과 고갈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관리 대
상들도 모두 센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
하게 관리하고 진단하고 보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환경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씨엠엔텍은 초음파 측정기술을 원천으로 하
여 유량과 유속,압력 그리고 수위 측정센서를 개발하여 국내 최
초로 선보여 왔습니다. 습식다회선초음파유량계, 고정밀음파수
위계와 개수로유량계들은 세계적으로도 제품화에 있어 가장 앞
선 기술들입니다. 씨엠엔텍은 국내에 구역계량용 유량계를 가장 
많이 공급해 왔으며 세계적인 품질관리 및 고객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장
에 가장 적합한 측정 핵심기술을 제공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직과 신뢰의 기
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획득 마크
İSO 9001인증, ISO14001환경인증

˙국제교정기관 (유체유동분야)인증 - KOLAS

˙우수제품 인증 (GQ 인증)    ˙벤쳐기업 인증

˙수도미터 형식 인증           ̇ 열량계 형식 인증

˙이노비즈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유럽 안전규격 인증 (CE인증)

˙유량계 전구경 전품목 위생안전인증

˙유량계 직접생산자 증명

˙프로세서제어반 직접생산자 증명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

˙대구경 조달청 MAS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특허 (0562266, 0519479, 0519481, 0719814, 10-0793088,
          10-0791953 外 38건)

제품 및 공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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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입력 : 수위, 온도, 압력계측 (구역, 비만관, 열량)

˙자동영점보정 및 완벽한 간접교정방법 실현

˙방수 : 유량측정관, 압력계 (IP68등급획득)

˙Modbus를 통한 유량계 모든 부분 디버깅 실현

   (모든 동작부품, 전원, 데이터, 출력상태 감시 / 제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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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이상도 가능

SL-1000Series (수문관측: 수위 / 저수용량)

˙측정범위 : 최대 150m까지 가능

˙설치형태 : 수직, 경사, 굴절형등

˙정밀도 : ±5mm, (±2mm)

˙출력형태 : RS232통신 (측정DATA), Current, Relay, Alarm

˙용도 : 저수지 (~150m), 하천 (~30m), 개수로 (~5m), 정수장 등

˙특징 : logger기능, 최고 / 최저수위 알림, 원거리감시 기능

Ener-Ray (초음파 열량계)

˙측정범위 : ± 0.02 ~ ± 20 m/s

˙설치환경 : 0 ~120℃, 16bar이내

˙출력형태 : Pulse

˙연결방법 : 4,6 - wire 결선방식

˙지시방법 : 분리형

주요제품 및 기술
C-Water NAVI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연계성 확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구축

˙시스템 안정성 확보 (GS인증, 결측 및 오측에 대한 데이터 보정)

˙기능단위의 모듈화로 선택적 도입 (운영관리 간소화)

˙정부3.0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지원 (GIS기반 시설물 관리 안전진단)

˙관망감시 (계측상태 및 시설감시, 트랜드 감시) 

˙관망관리 (패턴, 수질, 유/누수율관리, 손실량, 수압 및 
   추세분석, 수요량 예측)

˙운영시뮬레이션
   (수학적 해석방법 이용 계획하는 상수관망을 미리 검증. 
    문제점 예측하고 대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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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텍엔지니어링 | SUNTECH ENGINEERING

President 손창식 | Chang-Sik Son

Add (617-8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803호(감전동) 

      (617-800) Byuksan Digital Valley 803, 303 Daedong-ro, Sasang-gu, Busan, Korea

TEL 051-329-7088    Web www.suntech-eng.co.kr    E-mail sdh@suntech-eng.co.kr

㈜썬텍엔지니어링은 설립이래 '고객만족기술, 고객감동서비스'

의 슬로건으로 안전하고 진보된 기술로 급변하고 다양한 물환경

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사업

분야인 원격·통합감시제어시스템과 수질계측기 등 환경계측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물 관련 산업에서도 첨단기술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썬텍엔지니어링은 신의와 창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

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람과 환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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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계측제어

   장치 PCMS-1000)외 1건 취득

˙2008.04~현재 특허 (제0659494호)외 6건, 실용신안(제

  0431070호) 1건, 디자인특허 (제30-2013-0023235호)외 4

   건, 상표 (제40-0953800호)외 1건, 국제특허 (1 273 664) 1건 보유

˙2013 .01~현재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DWMSCM-2013-1호)외 5건 취득

˙2015.10~한국수자원공사 성과공유제 채택

˙2016.02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2016.03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우수기술 수상

˙2016.07 부산,울산,경남지역 조달우수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2016.07 음수기 수질정보제공 시스템 (제10-2015-0103790호)등록

˙2016.09 환경부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수행

주요 제품 및 기술
1. 다항목 수질 계측기 Aqua2000-5n

˙수질 5항목 (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수온) 동시 측정

   하는 All-in-one 시스템

˙고정밀, 고내구성, 무시약식 센서 / ̇ 컴펙트한 크기 'B4'사이즈

˙초소량 측정 시료 : 분당 약 200mL /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

˙스마트 미터링 기술 / ˙첨단 IT 플랫폼 소프트웨어

˙최적의 유체공학 시료유동 측정구조

   [적용분야] 

˙상수도시설 : 정수장(지), 가압장, 배수지, 관망(블록) 등

   수돗물 급수시설 :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아파트, 

   공공  시설음수대, 학교 등

   정수생산시설 : 먹는 샘물, 식음료용수, 제약용수, 

   기타 산업용수 시설 등

 2. 다채널 탁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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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한글, 도움말, 윈도우형 메뉴, 간편 조작)

   [적용분야]

  정수장 여과지 및 공정별 탁도 측정, 막여과 시설, 산업용수

   생산시설 등 

3. 잔류염소계 Aqua2000-FCL

˙유리염소(Free Chlorine)/잔류염소값, 수온값 동시 출력/온도

보상/pH 자동보상(옵션)/공장출하교정(Pre-calibrated)/Plug 

&Play 센서/고강도 테플론 멤브레인(교체형)/원격 측정, 교

정, 설정 및 진단/일체형 잔류염소 측정장치/다양한 출력제공

(4~20mA, RS232/485)

4. 정수용탁도계 Aqua2000-LT

˙USEPA 180.1 측정방식 / 탁도값, 수온값 동시 출력 / Plug &

play 센서 / 버블제거장치내장 (Bubble trap) / 최소량의 샘플사  

용 / 해상도 0.001 NTU / 램프교체주기 2년 / 설치공간의 최소

화 / 다양한 출력제공 (4~20mA, RS232/485)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부산 상수도 블록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부산광역시)

˙수돗물음용아파트 수질자동측정장치(다항목) 설치(사천시)

˙배수지 수질다항목측정기 설치(울산상수도본부)

˙아산정수장 수질계측시스템 설치(남해군)

˙부산 상수도 수질자동측정장치 20개소 납품설치(부산광역시)

˙고성군 배수지 12개소 수질다항목 측정기 설치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마을상수도 수질다항목 측정기 설치(경북 예천군)

˙거제시 수질자동측정장치 19개소 설치(거제시)

˙전국 정수장 및 배수지 약 400여개소 설치

Suntech Engineer ing has ach ieved much 
through challenging and constant R&D since 
i ts establ ishment.  Especia l ly,  our product 
of Multiparameter Water Quality Measuring 
instrument of Aqua2000 is novel equipment which 
is developed using the most appropriate and 
optimized technologies in the tap water quality 
monitoring. Aqua2000 is absolutely necessary to 
supply safe drinking water to the people.

Certificate & Patent

· 2016.02 Excellent Technique Award for Process 
Control & Monitoring System  fro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016.03 Korea Water Technologies Competition
Award for Aqua2000-4T

· 2106.07 Meeting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Busan-Ulsan-Gyeongnam Area

· 2016.07 Patent register for ‘System for providing
water quality information of drinking water 
fountain’ (No. 10-2015-0103790) 

· 2016.09 Eco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Product & Technology

1.Multi-parameter water quality analyzer Aqua2000-5n
· All-in-one system which Measures 5 parameters 

of water quality (Turbidity, Residual Chlorine, pH, 
Electric Conductivity and Wtaer Temperature) at the 
same time

· High Precision, high durability and less-regent sensor 
· Compact size (B4 Size) 
· Minimize water waster by using the minimum

amount of sample water (200mL/min)
· Competitive Maintenance Price 
· Smart Metering Technology 
· State-of-the-art technology IT platform software
· Optimized hydraulic engineering: sample flow

measuring structure 
[Applications] 
Water Supply Facilities: filtration plant, booster 
station, water supply reservoir (block) 
Tap water works: small drinking water system, 
apartment, public drinking fountain 
Water manufacturing facilities: drinkable spring 
water, food and beverage, pharmaceutical water, 
industrial water
2. Multi-channel Turbidity Aqua2000-4T
· Measures turbidity of four different types of  
  sample water at the same time and transmit data 

· Use a small amount of sample water (200mL/min)
· Half price of installation: Dramatic reduction in

product and installation costs 
(including replacement  cost, Approx. $2,500)

· High accuracy of ±0.001NTU

· Fast response at 90% within 15 seconds 

· Save installation space/ Compact size
· Ease of use for customer (multi-lingual menu, help
  screen, wide toch screen, convenient operation)
[Application]
Filtration basin in water treatment plant & process 
turbidity measurement, membrane filtration facilities,
industrial water production facilities
3. Residual Chlorine meter Aqua2000-FCL 
· Free Chlorine 
· Same time output- Chlorine and temperature 
· PH auto compensation, temperature compensation
· Pre-calibration  / · Plug & Play sensor 
· High intensity teflon (alternant) 
· Integral chlorine measurement equipment
· Remote control, calibration, setting and diagnosis 
· Various output (4~20mA, RS232/485)
4. Turbidimeter Aqua2000-LT
· EPA 180.1, 90˚ scattered light method 
· Same time output- Turbidity and temperature 
· Plug & Play sensor 
· Double bubble trapper embedded 
· Use minimum of sample water 
· Resolution 0.001NTU 
· Lamp replacement period- 2 years 
· Save installation space 
· Various output (4~20mA, RS232/485)

Aqua2000-FCL

Aqua2000-5n (내부) Aqua2000-5n (외부)

Aqua2000-LT

Aqua2000-4T (내부) Aqua2000-4T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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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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물의 수요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시

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도 이미 유엔에 의하여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점차 이러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

성이 점점 부각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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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9001:2000

˙KSA 9000:2001

˙특허등록 6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HBT-Water MAP V1.0)

주요 제품 및 기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사업

˙블록화 사업 및 유수율 제고 사업

˙GIS 구축 사업

˙누수탐사 장비 및 시스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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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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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누수진단시스템 누수진단종합시스템 전자식 누수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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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ormat ion System) 
business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 f  unde rg round  fac i l i t i e s ,  p rov id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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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izat ion p lan and incorporated the 

information when building the underground 

facil it ies information through more effective 

management and budget planning for the early 

completion of it.

Also, sales & after-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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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registered Patents
· Software Quality Certificate (HBT-Water MAP V1.0)

Main Product & Technology
· Water pipeline Technical Diagnosis
· DMA Business & NRW lmprovement
· GIS establishing & management Service
· Leak Surveying Equipment &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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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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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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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엔지니어링 | SEOYONG ENGINEERING CO., LTD.

㈜서용아쿠아솔루션 | SEOYONG AQUA SOLUTION CO., LTD.

President 박철한 | Chul-Han Park

Add (169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U-TOWER 1713호 | (16950) Rm1713 U-Tower

120, Heungdeo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031-627-2080  

FAX 031-627-2090  Web seoyong.co.kr/syaqua.co.kr  E-mail seoyong@seoyong.co.kr

선진 관망관리의 최고 기술과 다양한 장비 보유!

국내 유일한 유지관리 종합조직 보유!

서용엔지니어링은 상수도 관망관리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와

다양한 진단 장비로 관로 및 밸브를 진단하고, 관망 해석을 통

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맞춤형 관망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관망

관리 전문업체 입니다.

유한자원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여

전문업체 최초로 해외 "NRW 저감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끊임

없는 개척 정신을 통하여 세계 최초의 IT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저변 확대를 통

하여 경쟁력 있는 참다운 국익을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미래의 

기업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기업 설립의 이념이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전자유량계 관련 특허
   (KOLAS, 위생안전기준 인증, 형식승인, 유량계 영점보정기능)

˙상수도관 내부 촬영용 카메라 장치 특허 등록

˙밸브진단시스템 특허 등록

˙관로매설위치모니터링시스템 특허

˙누수지점 탐사장비 특허 등록

İ-LMS 전파인증

 

주요 제품 및 기술

전자유량계: EF-501 (분리형), EF-501 (일체형)

˙세계 최초의 USB포트 채택 (연결 시 데이터 자동 다운)

˙원격단말장치 (RTU) 내장 및 Modbus 지원

˙유수율 (유량, 압력) 분석 프로그램 제공

˙측정범위: ±0.03~12.00 m/s (저유속 측정가능)

˙문제상황에 대한 알람(2CH)기능, 정역방향표시 램프

˙수압 또는 온도 (옵션) 동시표시 및 저장

지능형 누수감시 시스템(i-LMS)

국내 최초 원격 누수 모니터링

˙근무지, 가정, 휴일에도 운영 관로에 대한 상시 누수감시

˙신속한 누수 적출과 누수 수리로 지반침하 등 2차사고 피해   
   예방

˙저비용, 고효율의 원격진단 장비를 통한 탐지비용 절감

˙CDMA 방식의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365일 원격 누수감시

관망관리 주요 실적

˙부산, 인천, 광주광역시 & 전국 20여개 시·군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용역 실시

˙전국 특·광역시·군 부단수관내시경, 밸브진단 및 청소 용  
   역 실시

˙노후관 (내식성관)을 단수 없이 동영상 촬영 및 진단하여 의사
   결정 자료 제시

˙노후 밸브 진단 및 밸브실 청소하여 밸브의 최적화 유지로
   누수사고를 대비

Possess the best technology and
various equipment of advanced
water pipe network! The one and only
maintenance control synthesized
organization!

Seoyong is a specialized company in water pipe
network. We diagnose duct and valve with various
diagnosing equipment along with our know-how
that we have built through many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get by interpreting water pipe
network and synthesized analysis we establish
customized plans. For the limited resources we
train best technicians and with them we made
Seoyoung the first specialized company to make
inroads into foreign “NRW reduction business”.
With the pioneer spirit we developed the world’s
first“ intelligent remote-control water leak monitering 
system” by amalgamating the IT Technology.
Our corporate philosophy is to realize our future 
company image by expanding technical base and 

making competitive nation interest.

Certificate & Patent

˙electromagnetic flow meter related  patent
   (KOLAS,hygiene safety standard certified, formal  
   approval, flow meter zero-point correction fuction)

˙registered endoscopic camera for water pipe
   patent(patent no.10-1345629)

˙registered patent of valve diagnosing
   system(patent no.10-1183256)

˙Monitering system for laying positions of water
   pipes patent

˙Registered leaking point exploration equipment
   patent (특허 제 10-1458876)

İ-LMS certificating with radiowave
   KCC-CRM-FOG-TX200S
   KCC-CMM-TCS-BSM-860R

Product & Technology
Introduction of Electromagnetic Flowmeter
e-Flux EF-501

˙Water and Sewage

˙Wastewater management

˙Process & Facility Control

˙food fluid, slurry and coolant, etc.

Intelligent Leak Mointoring System(i-LMS)
Korea’s first remote leak monitoring

˙Leak monitoring of operating the pipeline in Office

˙Prompt leak incident response → Prevent
     another damage

˙Detecting cost savings through all times leak
     monitoring

˙Linking smartphone → Prompt site’s response

Performance

˙Imposing endoscopic camera for constancy
   of water pipe, diagnosing valve and cleaning
   service at all over the country

˙With videos and photos we can Diagnose and
   provide information of warn out pipes without
   outage

˙Get prepared by keeping the optimal state by
   diagnosing warn out valve and cleaning the vlave.

EF SERIES

(EF-501)

(EF-500)

Intelligent Leak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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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RIBA Group of worldwide companies provides an extensive array of instruments and systems 
for applications ranging from automotive R&D, proces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in-vitro 
medicaldiagnostic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metrology, to a broad range of scientific R&D and 
QC measurements. Proven quality and trustworthy performance have established widespread confidence 
in the HORIBA Brand.

A total solution for applications from service water
                                to process and wastewater monitoring

Measurement, Analysise E-4-1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 | HORIBA KOREA LTD.

President 히로유키 우라베 | HIROYUKI URABE

Add (420-73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388 202-501(약대동, 테크노) | (420-733)(Yakdae-

dong, 202-501, bucheon Techno-Park, 192)388, Songnae-dae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2-753-7911    Web www.horiba.com    E-mail horiba7911@daum.net

HORIBA그룹은 세계각국에서, 자동차 등 내연기관 관련분야의

연구 개발, 프로세스와 환경의 계측, 의료진단, 반도체 제조공

정에서의 분석 및 측정을 비롯해, 이과학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이나 품질측정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측정ㆍ분석기기 및 시스

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ORIBA제품은 고품질과 고성능으로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념
사훈 : "재미있고 즐겁게"

인생의 가장 활동적인 시기를 보내는 회사생활에 자부심과 도

전정신을 가지고, 흥미로운 일에 몰두 하면서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지낸다.

사업
HORIBA의 사업분야는 자동차 등 내연기관 관련분야의 연구

개발, 이과학, 환경, 반도체, 의료-건강, 인간-생명 공학의 여

러분야에 폭넓게 전개하고, 파생제품ㆍ주변제품의 사업화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사회생활의 편리성 향상 및 지

구환경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또한, 그 사업활

동은 모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환경의 개선ㆍ보

호를 위한 자주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보전 시스템을 구

축ㆍ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룹에서도 가장 우수한 환경보전 시스템의 취득을 장려한다.

세계 각국에 전그룹사 각자가 강점을 살려, 개발ㆍ생산ㆍ판

매ㆍ서비스의 각 기능을 분담하여, 전세계 고객에게 부가가치

가 높은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쓴다. 또한, 고객의 다

양한 요구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하는 사업의 선택

에 유의함과 동시에, 한정된 사업자산을 효율적ㆍ집중적으로

투입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ㆍ제품분야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리더가 되도록 한다.

고객 대응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

하여, 기초기술ㆍ제품화 기술의 모든면에서 최고의 기술을 추

구한다. 또한, 전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같은 품질과 서비스

의 제공을 보증함과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최고가 아

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유

지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그룹사에 가장 우수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취득을 의무화한다.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납기로 제공하기 위해서 Ultra-Quick Supplier임을 선언한

다. 이것은 생산 뿐만이 아니고, 개발ㆍ판매ㆍ서비스ㆍ관리 등

모든 활동분야에서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자에 대한 책임
매기별마다 세금공제 후 당기 이익의 일정비율을 주주에게 배

당하는 배당성향주의를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이

해관계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경영상황을 보고함은 물론, 사

업ㆍ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도록하여 경영의 투명성 유지를 보증한다. 전그룹사는

통일된 경리기준ㆍ시스템이 도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영관리 시스템이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그룹사의 경영진

은 이익확보/배당실시,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및 관리 시스템

의 확립, 인재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구성원
호리바 전그룹사가 벤처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을 자랑스

럽게 여기고 있다. 그룹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은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개혁의 실현에 노력할 것을 기

대한다. 그룹 구성원에 대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

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한다. 그룹 구성원의 성장환경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

러가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감각을 겸비한 인재이길 바

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국제적 인재육성, 교류 프로그

램과 인사실적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실적평가시에는,

도전 정신을 갖고 실적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보답

하기 위해서, 가점주의를 기본개념으로 한다..

H-1 Series

H-1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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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e E-4-2

삼성계기공업 |  | SAMSUNG MEASURING CO.

President 김진택 | Jin-Taek Kim

Add (15847)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68  

      (15847) 68, Dangjeong-ro, Gunpo-si, Gyeonggi-do, Korea  

TEL 031-459-0674  Fax 031-459-0664  Web www.ssmi.co.kr  E-mail samsung9902@ssmi.co.kr

당사는 수도미터, 유량계, 계측관련기기 생산, 공급 및 계측제

어 시스템사업 전문회사입니다. 첨단기술개발과 설비의 현대

화를 추구하여 특허 획득 및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이래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 제공하여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회사, 고객을 사랑하는 회사로서 적극적

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존과 삼

성계기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İSO 9001, 14001, KS인증, KC인증

˙벤처기업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정 (INNO-BIZ)

˙수도미터 특허 2, 실용신안 2

˙전자유량계 실용신안 1, 디자인등록 2

˙전자유량계 특허 1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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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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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휴대용 장비임.

˙조작과 설치가 편리함.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검사함으로 불신이 해소되고, 기준유

   량계 1대로 3가지 (13mm, 20mm, 25mm) 규격검사가 가능한

   실용적인 장비임.

수도미터 / 온수미터

˙KS, KC 인증 제품

˙친환경 복갑습식 수도미터 (MW 15~50mm): 인체에 무해한

   (위생안전기준) 황동원료를 사용하여 외갑 (Housing)을 제작

   한 수도미터로, 부가기능으로 역류 방지 및 동파방지 기능도

   부가할수 있음.

˙디지털 수도미터 / 온수미터 : 유선 (SERIAL통신) 및 무선

   통신용 회로가 내장된 일체형 디지털 계량기로 기존 기계식

   기어 부분이 없어서 유량 흐름에 부하가 없으며, 정밀도

   향상과 고장 원인이 없어짐.

전자식 수도미터

˙형식승인제품 (50, 80, 100, 150, 200 mm)

˙다중변환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유량측정이 정확함.

˙실시간 제어프로그램으로 동작중에서도 Key 조작가능 (Real

   Time O/S)

˙4~20㎃, Pulse, RS232C, RS485통신, Modbus 출력기능

˙Data Logging기능 내장

밸브의 유량·속도제어가 가능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SmartFlow RTU-SF5

˙상·하수도, 환경, 재난 방재 시설 및 물 관리 자동화 등

에서 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유량 측정 모듈을 내장 

하여 밸브의 개도 제어 및 유량 제어 성능을 극대화 함.

˙밸브 제어 및 유량 측정 중에 오류를 인식하면 상태 전송

및 상태에 적합한 처리를 하기때문에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 함.

˙유랑 측정 모듈이 내장되어 까다로운 디지털 통신 프로

   토콜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함.

˙밸브의 개폐시에 가변 속도 제어를 하여 수충격을 최소

   화 하고, PID 제어를 통한 안정성 향상.

             국제공인교정기관(유량) - ㈜그린플로우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교정된 기준유량계를 교정실에 완

  비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보다 정밀한 교정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서울시 : 계측기 및 유량계

˙한국수자원공사 : 유량계

˙여주군 상하수도 사업소 : 계장제어

˙화성시 상하수도 사업소 : 구역 유량계

˙군포시 상하수도 사업소 : 구역 유량계

˙정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 계장제어

전자유량계 (SSM100/SSM300/SSM310/검출부) 

초음파 다회선 유량계 (MUFM-1000/MUFM-1100/MUFM-2000/MUFM-3000)

파샬프롬 유량계 (SSP100/SSP200) 

수도미터 (역류 방지용/동파 방지용) 

전자식 수도미터 밸브의 유량·속도제어가 가능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성능인증 및 우수제품임)

국제공인교정기관(유량)
- ㈜그린플로우

기준 유량계

디지털 수도미터 / 온수미터

초음파 외벽부착식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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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4-3

㈜대한계기정밀 | DAEHAN INDUSTRY.CO.,LTD

President 김종복 | Jong-Bok Kim

Add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신기로 81-35

       81-35, Sangmasingi-ro,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031-983-5721     Fax 031-983-5723     Web www.dhmeter.com     E-mail dh@dhmeter.com

저희 ㈜대한계기정밀은 주물,사출제작 및 가공 등 직접생산 시

스템을 갖추고 있는 수도미터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세대별 

및 일체형 감압밸브를 생산하고있는 전문적인 수도계량기 제작

업체입니다. 최상의 품질우선. 품질경영 고객만족의 품질경영

믿음을주는 일류기업을 실현코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약

100여종의 형식인증 획득을 비롯 다수의 특허 (역류방지용수도

미터.체크타입:국내최초)및 실용신안을 획득하였고 또한 KS

표시 인증업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산업사회속에

서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며 수도미터기의 전문업체로서 계량

계측산업 발전의 받침이되는 회사가되는것을 목표로 최고의

품질과 고객만족의 품질경영 및 고객의 믿음을 받는 기업이 되

고자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KS표시제품인증서 : 한국표준협회

˙KC 위생안전기전 : 한국상하수도협회

˙품질인증 (Q-마크)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환경표지인증서 : 친환경상품진흥원

˙특허등록제품 : 특허청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

   -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에어백식)

˙디자인등록제품 : 특허청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미터 동파방지용 역류방지

We, Daehan Industry, would like to add words
of gratitude to our proud subcontractors and
customers helped and leaded us to get over
numerous hardships and see big progression.
Founded under  the name of  Gwangyong
Precision, by way of the name change to Seil
Industrial Instruments, we have built up various
experiences of casting, processing, and producing
faucets(KS-certified), water gauge cover and
parts. With those proud experiences. Upon the
corporate registration, Daehan Industry finally set
off in December 2005 to produce and sell water
gauge. We hereby promise, with the company
philosophy of “Quality Management, Quality First”,
to do our utmost for customer trust and company
development to stand on top of the field.

History

다이얼 수도용앵글 일체형 감압밸브 직동식

주요 공사 및 실적

˙한국 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

˙안성시 상수도사업소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외 다수

Certificate & Patent

Product & Technology
Manipulation preventive cap for freeze
preventive water meter (Airbag function)

Angle integral, pressure reducing valve direct-acting
type for water supply(Noise preven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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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 HANIL NETWORK ENGINEERING

President 김상기 | Sang-Gi Kim

Ad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1301호(상대원동, 스타타워) | 1301Ho(Star tower) 37, 

Sagimakgol-ro 62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13211, Rep. of KOREA

TEL 031-602-6593~4  Fax 031-602-6595 Web www.leakdoctor.co.kr E-mail leakdoctor@leakdoctor.co.kr

1991년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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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최적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16. 

˙2015. 

˙2014. 

˙2011. 

˙2008. 

˙2007. 

˙2003. 

˙2003. 

˙2002. 

˙2001. 

˙1991. 

보유 실용실안 및 특허

˙2016. 

˙2012. 

˙2011. 

˙2007. 

˙2005. 

˙2000.            

주요 제품 및 기술
유수율제고 사업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외)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조사,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설계,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 사업용역을 실시

상수도관망진단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관망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누수를 최소화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상수도관망(최적) 유지관리

상수도관망분야 전문인력에 의한 아웃소싱
상수도시설물 및 블록별 수량, 수압, 수질의 관리로 최상의
급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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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압측정 가능

˙단순청음봉 (JC-1010, 국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누수
   탐사 장비

˙비교유량측정장치 (HFC-2000P, 국산): 수도미터 비교유량
   측정장치로 기계식 유량계 data logging이 가능하며 수압측정이 
   가능한 복합식 계측장비

˙전자식자기록수압계 (HP-log): 간단한 설치로 수압을 측
   정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수압을 확인 및 저장

˙급수패턴조사장치 (HF-Counter): 기계식 수도 계량기에 대한 
   데이터 로깅 장비

˙전자식누수탐지기 (AquaPhon, 독일):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지면에서 청음하여 누수의 여부를 판별

˙관로탐지기 (UT9000, 독일): 기존의 상수도관로탐사용장비에
   비해 깊은 심도의 금속관 탐지가 가능

˙매몰 제수밸브 탐지기 (M130, 독일):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제수별 철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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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p ro v e m e n t  a n d  c l e a n  w a t e r  s u p p 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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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and utility models
· 2016. Simple water pipe network method using 
  water pressure measurement data between 
  disconnected blocks
· 2012 A Equipment Investigation Apparatus of
  Manhole
· 2011 Smart-ball for detecting a leakage position
   in water pipes embedded in underground
 · 2007 Comparative flow rate measurement
   system for mechanical water meter
·  2005 The management system for water
   supply facilities
· 2000 Simple waterpressure gauge
   and more.

Our Technology and Services
· Improving Accounted-for water rate
· Pipe network map modification.
· Water leak detection surveys
· Block system construction design.
· Technical diagnosis for pipe network
· Maintenance planning of pipe network.
· Solving the problem that is found by technical
  diagnosis.

·  Improving the current status of pipe network.
·  Optimal management of pipe l ine net of
   waterworks
· Delegation of management about overall task
   of pipe network. (Outsourcing)
·  I t  includes fol lows; f low/pressure/qual i ty
  management, tele monitoring&control, pump
  station unmanned control, automatic valve
   control, decision support system.

Our Products
· Simple water-pressure gauge (HP-1, Korea)
 Gauge attaches to faucet which measure
  water pressure easily
· Self recording water-pressure gauge(HSP-1,
  Korea) Gauge attaches to hydrant which
   measure water pressure itself
· Comparative flow rate measurement
  equipment (HFC-2000P, Korea) Gauge attaches
  to mechanical f lowmeter which measure
  Comparative flow rate and it also measure
   water pressure
·  Water pipe inspection camera (CCTV) for
   nonsuspension water (HNSC-1, Korea)

·  Simple listening stick (JC-1010, Korea)
· Digital multipoint correlation leak detection
   equipment (SePem01, Germany)
·  Digital water leak deteciton equipment
   (Aquaphon, Germany)
·  Pipe locator (UT9000, Germany)
·  Deep cover Metal detector (M130, Germany)
·  Electronic pressure recorder : Measure the 
   pressure with simple installation and save and 
   check the pressure hourly through the use of 
   display (HP-log, Korea)
·  Water pattern detector : logging equipment 
   about mechanical water meter (HF-Counter, 
   Korea)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물절약전문업 등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

일반측량업 등록

기술혁신기업(INNO-BIZ) 획득

ISO 9001 갱신

공공측량업 등록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회사설립

수압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상수관망의 블록간 단절여부 

추정방법

상하수도관맨홀 시설물 검사장치

상수도관 무단수 관내시 및 누수감지용 스마트볼

기계식 수도미터 계량기용 비교유량측정 시스템

상수도 시설관리 시스템

간이수압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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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인더스트리얼㈜ | DAEWON INDUSTRIAL CO.,LTD.

President 허근태 | Geun-Tae, Huh

Add (18577) 경기 화성 팔탄면 온천로 206-33

      206-33 Oncheon-ro,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18577 Rep. of Korea

TEL 031-454-4111    FAX 031-457-7108    Web www.dwplug.com    E-mail dw@dwplug.co.kr

대원의 모든 제품은 현장친화적인 성능개선을 하고 있으며, 제

품의 다각화를 위하여 보다 더 넓게 제품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Oil, Gas, 등의 고압에 관련된 관종의 시험기기 도 특허 개

발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현장의 

조건이란 상당히 악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원의 제

품은 모든 조건 속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사의 need에 맞춘 주문형 제품도 생산하고 있

습니다. 보다 더 나은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İSO9001: 2010 제품인증

˙기술혁신 INNO-BIZ 기업인증

˙관검사용 밀폐시험기기: 특허 1종, 실용 3종외 8종

˙하수관접합용패킹 의장등록 11종

˙고무접속구: 2002-9895 실용신안 2종

˙차집관거용 물우회용 기기 특허출원중

˙매립형 고무링 디자인 의장등록

˙콘크리트 맨홀블록용 고무링 디자인등록

주요 제품 및 기술

˙Handle Type Compact Hydraulic Test Plug (핸들식 소형 고

수압기기) (특허 10-1455088) : 소형타입으로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높은(압력)고수압 테스트(상, 하수도관)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기능 수밀기기 Multi Type Pipe Plug 

   - 밀폐형 : 다기능 밀폐(차단)용 파이프 플러그는 한 가지SIZE

   로 여러관 (80mm~2000mm까지)을 물막이 수밀시험용으

로 사용하며, 모든 관의 물 차단용 및 공사시점에 흘러나오는 

토사, 슬러지 등 을 완벽히 차단시킬 수 있으면 맨홀이 작고 

관경이 큰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입니다.

   - 공기방출형 : 다기능 공기방출(물 주입, 우회)용 파이프 플러

그는 한 가지 SISE로 여러관 (1200mm까지)을 수밀시험 용도

로 사용 할 수 있으며 , 물을 우회 또는 차단도 가능하여 특히 

맨홀은 작고 관이 큰 경우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여 현장의 관

로공사 및 수밀시험용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

입니다.

   - By-pass형 : 다기능 물우회용기기는 많은 양의 물을 차단

하여 우회시킬 수 있도록 가운데 파이프의 구멍이 크게 만들

어져 있습니다. 또한 물의 양이 적을 시 파이프의 캡을 사용하

여 물을 우회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다기능 관거보수용 기기 Multi Rubber Packer Assembly : 

하수관 비굴착식 보수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본체는 알루미

늄과 스틸의 복합재질로 구성이 되어있고 본체는 고무재질로 

안쪽은 나일론 코드지를 사용하고 고무의 팽창이 일정하게 되

도록 하였으며 연성,연질의 고무가 작업시 완벽한 보수공사가 

됨과 동시에 물을 By-Pass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정부분을 

꺾어서 맨홀과 보수를 해야 할 관의 유격을 줄여서 투입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독일 MULLER 와 고정 수출

˙호주 INTER FLOW 수출계약

˙일본 S.G.C 고정수출

핸들식 소형 고수압기기(Handle Type Compact Hydraulic Test Plug)

바이패스형 다기능기기
(Multi By-Pass Type Plug)

다기능 관거 보수형 기기 (Pipe Repair Equipment for Multiple Uses)밀폐형 다기능기기 (Multi Cylinder type Plug)

공기방출형 다기능 기기
(Multi Air Release Type Plug)

Certificate & Patent

· Venture Business
· ISO9002-2010
· Utility Modle Patent: 21kinds
· New Design for Practical use: 2kinds

Product & Technology

Handle Type Compact Hydraulic 
System

This innovative system uses simple and compact 
type tool to perform high (pressure) hydraulic 
test (water and sewage); it is more safe and 
convenient.

Multi Cylinder type Plug

Multi Cylinder Type Plug has different sizes 
usable from 80mm to 2000mm for a waterpro of 
watertightness test. It can block any earth and 
sand incoming from construction sites and be 
used for water blocking of all pipes. Also, it is 
convenient to use in a large-scale work with a 
samll manhole and a large pipe radius.

Multi Air Release Type Plug

Multi Air Release Type Plug (water injection 
and detouring) has different sizes usable(up to 
1200mm) for a watertightness test. It can detour 
or block water. Especially it can be easily installed 
when a manhole is small while a pipe redius is big. 
Also, it is convenient to use for pipelining on the 
site and for a watertightness test.

Pipe Repair Equipment for Multiple 
Uses / Multi Rubber Packer Assembly

Trenchless repair method is used for sewer 
pipes; the main body is composed of composite 
materials of aluminum and steel to lighten the body 
and both ends of rubber are covered by nylon 
coat paper for constant expansion of the rubber. 
The ductile and soft rubber helps perfect repair 
and enhances by-pass of water, and some parts 
are bent to decrease the gap between manholes 
and pipes fo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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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계기 | HAN YOUNG INSTRUMENT CO.,LTD.

President 강순이 | Sun-Yi Kang

Add (32716)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금성공단로 49

     (32716) 49, Geumseonggongdan-ro, Geumseong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TEL 041-751-1051  FAX 041-751-1050  Web www.hanyoungkorea.com  E-mail hanyoung1050@hanmail.net

㈜한영계기는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전문생산업체로 끊

임없는 개발과 투자로 스테인리스 수도미터를 개발하여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미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온력이 향

상되고 지하 건수에 의한 보온재 상승으로 인한 보온재 및 뚜

껑의 유실을 방지하는 수도계량기보호통을 개발하여 특허인증

을 받아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전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개발하고 하자보

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부동전 신제품을 개발하

여 민원 처리가 쉽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역점

을 두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계속 노

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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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한지방용보호통, 밭기반전용

 보호통, 생활용수 전용 보호통, 감압밸브부착보호통, 대형 고

 감도 보호통

부동전

제수변 철개 및 제수변 보호통

특수라이닝코팅

제품 및 공법 소개

친환경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하여 중금속 위해물질인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수도법 위생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계수부 이물질 유입방지 수도미터 개발

˙계량기 내부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수도미터임. 상부내갑 보스부와 익차 조립

체 사이의 밀착 면적을 증가시켜 물속에 포함된 이물질이 계

수량 장치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함.

- 계수량 장치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적은 유량에서도

정확한 계측이 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임.

- 계수부 이물질 유입으로 고장 및 불회에 의한 민원 최소화.

수도계량기 보호통 제조 공법

˙보호통 성형이 부로아 공법에의한 제작품으로 보호통 내부

에 홈을 형성하여 보온재 상승커버를 고정시켜 지하 건수에

의한 보온재 상승을 방지하여

˙보온재 및 뚜껑의 유실을 방지하고 동파방지 보온재 제작으

로 보호통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 하여 보온력을 향상시켜 수

도미터 동파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통 몸체와 다리 발판 조

립 시 피스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됨.

수도계량기 지열 보호통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수도계

량기의 동파 방지이다. 수도계량기가 얼게되는 원인은 극심

한 추위와 물 사용 횟수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수도계량기 지열 보호통은 첫째 땅속 동결심도 밑의 지열을

이용하고 둘째로 보온을 위해 뚜껑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지

면 위 외부 냉기를 차단하여 보호통 내부에 지열 공기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방지한다.

부동전

˙부동전의 배관조립부와 내부 배관부가 분리되도록 제작.

˙부동전 하자 발생시 부동전 설치부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땅을 파야 부동전의 교체가 가능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품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내부 배관부

만 교체 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하자보수가 쉽도록 보완된

제품임.

수도계량기 지열 보호통 부동전 (부동전/몸체와 배관부)

친환경 스테인리스 수도미터 (역류방지수도미터/일반수도미터/대형 고감도수도미터)

계수부 이물질 유입방지 수도미터 개발 수도계량기보호통 제조 공법 (동파방지보호통/동파방지보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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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스 | Humas Co.,Ltd

President 전영관 | Young-Gwan Jeon

Add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26-77 | 26-77 Gajeongbuk-Ro Yuseong-Gu, Daejon 34113, Korea

TEL 042-864-2462    Fax 042-864-2463    Web www.humas.co.kr    E-mail humas3@humas.co.kr

㈜휴마스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신소

재 및 환경기술 관련 연구기관 출신 연구원들과 KAIST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적인 기술 집약형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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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스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에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특허

˙한국기술제품인증(기술표준원)

˙국산신기술제품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수제품 인증(조달청)

˙CE인증(HS-R200, HS-1000, HS-2300, HS-3300)

˙MC인증(HS-1000, HS-2300) 中형식승인

˙SUCCESS DESIGN 인증(디자인증흥원)

İSO9001(AJA)

˙A+우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TOC 습식산화 온라인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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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장균/대장균 정성 분석키트(Colitest)

˙수질분석키트(COD(Cr), COD(Mn), TN, TP, NH3-N, 

   NO2-N, NO3-N, PO4-P, 중금속 등.)

˙현장용 침적형 온라인 탁도센서(TURBY-2100P)

˙염소 연속자동 측정기(CL-4000)

˙TN/TP Online meter

˙인산염인 연속자동 측정기(PHOSPO 4000)

˙TOC 자동측정기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전국 시, 군 지자체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수질계측기 납품 및 기

업체, 연구소 및 엔지니어링 환경플랜트 관련 수질분석기 납품

Humas Co., Ltd is an environmental technology
intensive venture with expert groups equipped
with core technologies.
Humas is organized with researchers from
Deaduck Research complex where is the best
science area of Korea, and professors from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s has laid the foundation for
providing a total service in analyzing water by
developing Water Analyzer and Test kit, which
have the highest quality in the world.
Humas has producted many kinds of water
analyzers such as portable analyzer, desk-top
analyzer, spectrophotometer, water test kits and
on-line water analyzer. Humas will do its almost
to provide better technology and effective sales
for giving investors and companies maximum
profits.
Besides, the company wil l  devote itself to
promot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become the world’s best environmental
company with great technologies.

Certificate & Patent
· CE K1196 / E05 RWTUV
· CE KZ-03-E-02300 RWTUV
· CE K1197 / E05 RWTUV
· CE K1024 / L05 RWTUV

· CE K1042/L08 RWTUV
· CE K1043/E08 RWTUV
· CE K1454/E06 RWTUV
· CE K1453/L06 RWTUV
· CE K1904/E09 RWTUV
· MC 2005-C219 CHINA
· MC2005-C220 CHINA
· ISO 9001AK13QM1137 AKR

Product & Technology
· Portable water analyzer (Model: HS-1000PLUS)
· Water analyzer for lab (Model: HS-2300PLUS)
· Water analyzer & Spectrophotometer
  (Model:HS-3300)
· Portable turbidity (Model: Turby-1000)
· Total coliforms/E.coli (Model: Colitest)
· Water test kit (COD(Cr), COD(Mn), TN, TP, NH3-N,
  NO2-N, NO3-N, PO4-P, Heavy metal etc..)
· On-line turbidity  (Model: Turby-2100)
· On-line chlorine analyzer  (CL-4000)
· TN/TP Online meter
· Automatic Phosphoric Analyzer  (PHOSPO 4000)
· Automatic TOC analyzer

Performance
· Export to Japan      (Distributor: 2 company)
· Export to Malaysia    (Distributor: 1 company)
· Export to Philippines  (Distributor: 1 company)

TNP 4000 먹는물 탁도 시약TOC 4035 WT 수질분석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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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3-2

경성제닉스㈜ | KyungSung JENIX Co.,LTD

President 김중규 | Jung-Gyu, Kim

Add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18-46

518-46, Samcheonbyeongma-ro,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66-6555~7    Web www.ksjenix.com    E-mail ksjenix@ksjenix.com

경성제닉스(주)는 수년간 경험된 기술과 전문인 노하우를 바탕

으로 독자적인 스마트 디지털 수도미터를 개발함으로써 그 우수

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친환경 수

도미터를 공급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KS 인증:한국표준협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기술 혁신 INNO-BIZ 기업

˙품질인증 (Q-Mark)

˙환경표지 인증

˙K-WATER 수도기자재 공급자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 수도미터 소형 15~50mm 대형 80~200mm, 
      유니언 파이프, 수도미터 보호통

˙수도미터 등 24종 형식승인

˙수도미터 기어박스 실용실안 특허인증

˙도수방지장치 실용신안특허인증

   정적자기장 기술 기준 품질승인 인증 및 특허인증

˙보호통 뚜껑을 이용한 디지털 수도미터 특허인증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특허인증

˙그 외 특허 7건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미터 

˙수도미터 (습식)-역류, 동파방지 스테인레스

˙수도미터 (건식)-역류, 동파방지

˙스마트 디지털 수도미터

˙스마트 디지털 온수미터

˙외부 지시부 자동 검침기

˙대형 수도미터 및 대형 스마트 수도미터

˙적산열량계 / 난방유량계

˙수도미터 보호통

고용량 / 고정밀 수도미터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Q1/Q2=1.6, 압력손실 0.063MPa)

   에 따른 최대유량 2.5 ㎥/h

   15mm 가정용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 설계기술 및 제조 원천

   기술 확보

스마트 디지털 수도미터

˙국내외 AMR/AMI,PDA,자동원격/통합검침 (PLC)검침 시스템과 

   호환

˙자력에 의한 조작 불가능

˙완전방수 (IP68)

상수도 자동검침기

˙완전방수 (IP68)

무선 원격 자동검침/전력선 (PLC통합) 원격검침 시스템 완벽 호환

코팅 수도계량기 보호통

˙여러개의 주름마디로 되어있어 다양한 각도 연결가능

˙주름마디 각도를 여러 번 바꾸더라도 코팅 유지

˙타 코팅보다 인장강도, 신장율, 내구성, 내충격성, 내화학성이

   월등히 높다

˙코팅에 용제가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다

KyungSung JENIX Co., Introduction

KyungSung JENIX Co., ski l ls and years of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water meter
technology, based on professional know-how
was the production of 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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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that
pushes people to think.”
We are with you and your company.
Thank you.

스마트 디지털 수도미터

스테인레스 수도미터 수도미터

동파방지 수도미터 대형 수도미터

조작방지 수도미터 역류방지 수도미터

적산 열량계 코팅 수도미터 보호통상수도 자동검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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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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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2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0년 03월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10년 12월 특허등록

   (전기처리와 초음파반응기 하, 폐수처리 장치 외 1건)

˙2011년 05월 특허등록

   (멀티 초음파 농도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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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특허등록

   (균등자계분포 유량계 외 6건)

˙2014년 10월 미래창조부장관상 대상

˙2015년 2월  중소기업청_표창장 

˙2015년 10월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주파수대역이 다른 초음파센서 적응형 초음파 수위계)

˙2015년 11월 특허등록

   (균등자계분포 유량계 외 2건)

˙2016년 9월 LT-200 조달우수제품 획득

˙2016년 12월 LF-200 K-water 성과공유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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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GT-13-00094호

˙성능인증 제품, 제 13-284호

전자 유량계 [LF-200]

˙전자기 유도 방식 (±0.1~13m/s, RD±0.25%)

˙품질개선 성과공유제 채택 (한국수자원공사)

초음파 농도계 [ WATER-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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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지 계면 컬러디스플레이 구현

개수로형 유량계 [ LT-1000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0~15,000㎥/hr)

수질 분석기 [ PH-100, ORP-100, DO-100, MLSS-100 ]

˙수소이온, 금속산화환원전위차, 용존산소, 활성슬러지농도

㈜리테크 | LETECH Co., Ltd.

President 권진희 | Kweon Jin Hee 

Add (3902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97

      (39023) 97, Gunwigongdan-gil, Gunwi-eup, Gunwi-gu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TEL 054-383-7181    FAX 054-383-7188    Web www.letech21.co.kr    E-mail letech@letech21.co.kr

전자유량계 초음파계면계 레이더수위계

초음파 수위계 결로방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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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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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1 
    patent )

˙2011. MAY. Patent registration
   (Fluid-crossing multi-beam ultrasonic attenuation 
    Densitometer)

˙2013. JUL. Obtained certificate of green 
   certification

˙2013. JUN. Patent registration
   (Densitometer for easy maintenance)

˙2013. DEC. Obtai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Utrasonic Density Meter)

˙2014. FEB. Patent registration
  (The Multi-Frequency band of Ultrasonic Level 
   Meter and 6 patents)

˙2014. OCT. Future Creation Award Minister_
   Grand Prize

˙2015. FEB.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_ Award Certificate

˙2015. OCT. Obtai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Ultrasonic level meter)

˙2015. NOV. Patent registration
  (Multi Sampling of The Electromagnetic Flow 
   Meter and 2 patents)

˙2016. SEP. LT-200 Certificate of Excellent 
   product

˙2016. DEC. LF-200 K-water Benefit Sharing 
   Pass

Main Product & Technology
Ultrasonic Level Meter [LT-100, LT-200, LT-300, 
LT-500]

˙Ultrasonic pulse reflection method (6.5m, 15m, 
   24m, 40m, 60m)

˙condensation-prevention type water gauge 
   sensor

˙Green certification, NO. GT-13-00094

˙Obtai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No. 13--284

Electromagnetic Flow Meter [LF-200]

˙Electromagnetic induction method(±0.1~13m/s, 
   RD±0.25%)

˙Quality Improvement Benefit-Sharing Accepted 
   (K-WATER)

Ultrasonic Density Meter [WATER-4000]

˙Ultrasonic attenuation method (0~30%)

˙Conditional Purchase Product Development for 
   K-Water

˙Obtai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NO. 13-227

Radar Level Meter [RADAR-200]

˙Microwave pulse reflection method(10m, 35m, 
   70m)

Ultrasonic Sludge Depth Meter [LT-2000]

˙Ultrasonic pulse reflection method(10m)

˙Sludge Depth Color Display

Open channel flowmeter [LT-1000]

˙Ultrasonic pulse reflection method(0~15,000㎥/hr)

Water Quality Analysis Instrument 
[PH-100, ORP-100, DO-100, MLSS-100]

˙PH, ORP, DO, MLSS

Measurement for Water Treatment 

Ultrasonic Density Meter

분리형 일체형

Performance
Measuring Instrument Public corporation, Local 
government an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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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2-2

자인테크놀로지㈜ | Jain Technology Co., Ltd.

President 신민철 | Min-Chul Shin

Add (0837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710(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08376) 710, 55, Digital-ro 33-gil, Guro-gu, Seoul, SEOUL 08376 Republic of Korea

TEL 02-856-4114    Fax 02-856-9503    Web www.jain.co.kr    E-mail wj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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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및 성능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인증 및 특허
성능인증/녹색기술인증/성과공유제/유럽 CE 인증/국제공인교

정기관/ISO 9001/ISO 14001/INNO-BIZ 기업/벤처기업 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기업부설연구소/특허등록 12종/실용신안등

록 8종

주요 제품 및 기술

1. 외벽부착식(CLAMP-ON) 초음파 유량계: XONIC-100L

˙파이프 절단이 없는 외벽부착식으로 설치시나 A/S시에도

   단수할 필요가 없다.

˙수계변동,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유량계의 이전설치가

   간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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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대에 기존의 기계식/전자식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적은 유량도 측정하므로 구역 및 블록유량계로 최적이다.

˙AR(Anti-Round)모드 초음파 빔을 사용하므로 다량의 공기방

  울이나 고형물질을 포함한 액체측정이 가능하며, 인버터 등

   과 같은 노이즈 발생원이 있는 현장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

   능하다.

2. XONIC-5L : 초음파 수도미터(상업용 수도계량기)

3. XONIC-100P : 휴대형(Portable) 초음파 유량계

4. WISOP : 태양에너지 블록유량계 시스템

5. XONIC-10FT : 미세유량용(약품투입용) 초음파 유량계

6. XONIC-100MC : 개수로 초음파 유량계

7. Xonic-10G : 초음파 가스유량계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수도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포천시, 가평시, 남양주시,

                구리시, 수자원공사

˙강원도 : 한국농어촌공사, 평창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충청도 : 제천시, 태안군, 당진군, 대전시, 천안시, 수자원공사

˙전라도 : 한빛원자력본부, 나주시, 진안군, 광양시, 순천시

˙경상도 : 한울원자력본부, 포항시, 창원시, 부산시, 밀양시, 

                수자원공사

˙제주도  :  수자원본부, 남제주화력, 서귀포시

Company Profile
· 2016 / Developing Clamp-on GAS Flow-meter 
  (To be completed by 2017)
  (Sponsored by Korean Ministry of Industry)
· 2015 / GAS Flow-meter (Insertion-type)
· 2014 / Solar-powered Flow-meter
· 2010 / Water Billing-meter
  (Sponsored by Korea/Seoul-Municipality)
· 2009 / Certified CE & ISO-14001
· 2006 / Ultra-sonic Clamp-on Flow-meter
  (Sponsored by Korean Ministry of Industry)
· 1991 / Established in Seoul/Korea by Experts of 
  Ultra-sonic Flow-meter

Certificate & Patent
· CE / ISO-9001 / ISO-14001 / KOLAS(ISO-17025)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NEP (NewExcellent Product)
· Green Technology Product Certificate 
  Excellent Product Certificate
· Prime-Minister Award 
  Ministry of Commerce Award

Product & Technology
· JAIN Technology Co. is an Expert company for 
  Ultra-sonic Flow-meter in Application of Water/ 
   Liquid & Gas Industry.

· Based on the Technology of Single-path, Dual-
  path & Four-path, XONIC Series can measure the 
  time-difference of Pico-Seconds and Accuracy
  1.0 Percent of Actual Flow.

· Series XONIC-100 has very strong performance
  of Clamp-on & Transit-time.

· Series XONIC-10 is a compact model for Water/
  Liquid & Gas Application.

Products & Service
· Ultra-sonic Water-meter (For Billing)
· Ultra-sonic Flow-meter (For Liquid)
· Ultra-sonic Flow-meter 
  (For Wireless Monitoring Water-block Powered by
  Solar-PV)
· Ultra-sonic Flow-meter (Portable)
· Ultra-sonic GAS Flow-meter (For Insertion)
· Ultra-sonic Flow-meter (For Open-channel)
· Ultra-sonic Flow-meter (For Very small Flow-tube)
· Ultra-sonic Flow-meter Calibration Service

Reference
· Asia: Taiwan, China, Malaysia & Thailand
· Middle-East: Dubai, Kuwait & Iran
· America: USA, Mexico & Argentina
· Others: Italy, Spain, Romania & South Africa

외벽부착식 초음파유량계

개수로 초음파 유량계 01

태양에너지 블록유량시스템 수도미터휴대형 초음파유량계 초음파 가스유량계

개수로 초음파 유량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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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2-3

㈜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 SWAN Analytical KOREA Co., Ltd

President 백현실 | Hyun-Sil Baik

Add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학의로 268, 안양메가밸리 512호 | (14056) #512, Anyang

Megavalley 268 Hagui-Ro, Kwanyang-Dong, Dongan-Gu, Anyang-City, Kyounggi-Province, KOREA

TEL 031-420-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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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비 내 수질분석장비를 공급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

하고 나아가 품질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Swan Analytical KOREA Co., Ltd는 선진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력과 적극

적인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

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wan

Analytical KOREA Co., Ltd는 지식경영을 바탕으로 혁신의 틀

을 확립하고, 창의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며, 유리경영으로 고

객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수한 인재

들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수질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

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인증 및 특허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탁도 연속측정기(AMI Turbiwell) 형식승인

˙수소이온농도 연속측정기 (AMI pH-Redox) 형식승인

˙무시약식 잔류염소 연속측정기(AMI Trides) 형식승인

˙시약식 잔류염소 연속측정기 (AMI Codes-II) 형식승인

Parameters

˙Ammonium ˙Chlorine/Ozone/ClO2

˙Conductivity/Resistivity/Pharma

˙Hydrazine/Carbohydrazide ˙Nitrate 

˙Oxygen(dissolved)

˙pH ˙Phosphate ˙Redox (ORP) ˙Silica

˙Sodium ˙Turbidity ˙TOC

Monitor AMI Turbiwell(비접촉식 고 정밀 탁도계)

폐수 및 수 처리 시설, 깨끗한 물, 음용수 등에서 탁도의 연속적

인 측정을 위한 ISO 7027(EN 27027, DIN 38404)에 기반 한

고 정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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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 AMI pH-Redox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음용수 및 폐수에서 수소이온농도 및 산화환원 전위차의  자동

연속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시료 종류에 따른 다양한 센서 적용 

˙시료유량 및 온도 실시간 감시 가능 

˙자동온도보상 기능 

˙교정방식: 2 points 표준액 교정 

 측정범위 / 최소검출한계:   

˙pH : 1~13 [pH] / 0.01 [pH] 

˙Redox : -500~±1500 [mV] / 1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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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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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또한 부식 억제제나, cyanuric acid 및 antiscalants 같은
   첨가제를 포함하는 물에 적용가능

˙측정 : Free chlorine, chlorine dioxide, bromine and
           iodine, monochloramine or ozone.

˙시약통, 시약주입 시스템, 반응기, 유량조절기, Photometer,
   측정과 전기제어를 포함하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

˙온도 보상에 따른 통합적인 pH 측정.

˙측정 범위: Ozone: 0.000 to 1.000 mg/l

   HOCL, free chlorine, monochloramine: 0.00 to 1.00mg/l
                1.00  to  3 .m00g/l 
                3.00  to  5.m00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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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 Technology

Parameters
· Ammonium  · Chlorine/Ozone/ClO2
· Conductivity/Resistivity/Pharma
· Hydrazine/Carbohydrazide  · Nitrate
· Oxygen (dissolved)  · pH  · P hosphate
· Redox (ORP)  · Silica  · S odium
· Turbidity  ·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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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 AMI pH-Redox
Monitor for continuous measurement of pH or 
redox (ORP) in potable water and effluents. 
· 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ions 
· Various combined or separated sensors with   
  reference electrodes available. 
· Measuring ranges:  pH : 1 to 13 pH 
  ORP : -500 to +1500 mV
· Two current outputs (0/4 - 20 mA) for measured
  signals (3rd output optional). 

Monitor AMI Trides(Amperometry)
Microprocessor contro l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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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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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hlorine dioxide, iodine, bromine: 0.00 to 3.00 mg/l

Analyzer AMI Codes-II(DPD)
Colorimetric process analyzer (DPD-method)
fo r  measu rement  and  dos ing  con t ro l  o f
disinfectants such as free chlorine, hypochlorus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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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iwell            pH-Redox

Trides                 Code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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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2-4

최선의 제품, 최단의 A/S,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

고의 유량 전문기업, 주식회사 대덕하이테크입니다. 주식회사

대덕하이테크는 유체 유동분야 국가교정기관으로서, 1994년

회사 설립 이후 오직 유량분야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7년

독일의 SIEMENS사와 기술협약을 맺고 꾸준히 기술이전을 도

모하여왔으며, 그 결과 초음파유량계, 전자기유량계, 전자식 수

도미터를 독자적으로 조립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

의 유량계 검교정 설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의 유

량계 회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새롭게 열린 전자식 수도미터 시장에 부응하고

자 형식승인 (1등급 미터) 및 KC 인증을 취득한 전자식 수도미

터 DMF 2100을 출시하였습니다. 압력 강하로 인한 에너지 손

실이 없고,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여 사무실이나 제어반에서

편리하게 유량값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보다

편리한 활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식회사 대덕하이테크 임직원 일동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유체유동분야 국제교정기관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소상공인

˙위생안전기준 KC 인증서 (KCW-2012-0553) [전자식 유량계]

˙위생안전기준 KC 인증서 (KCW-2013-0316)

   [냉수용 수도미터]

˙수도용 적합 인증서 (제KWWA-CP-2014-159호)

   [전자식 유량계]

˙수도용 적합 인증서 (제KWWA-CP-2014-160호) [초음파

유량계]

˙특허 제 10-0302342호 액체 유량계 검사장치용 집수탱크

˙특허 제 10-0907875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 및 이를 이용

한 검사방법

˙특허 제 10-0902344호 가스미터기 검사장치용 클램핑 장치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2004

˙전자식 수도미터 형식승인서 (50 ~ 350 mm)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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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수신파형, S/N Ratio, Correlation 정도 등)기능

전자식 유량계

전자식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Vortex유량계, 개수로유량계

압력계, 차압계, 온도계, LEVEL

유량계 교정시스템 (액체/기체)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삼성 관계사: 엔지니어링, SD, 코닝정밀소재 등

˙수처리분야: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 가압장, 상하수도사업

소, 물재생센터

˙플랜트 공사 분야: 한국가스공사, 한화, 두산중공업

˙발전소 분야: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지역

난방공사

˙BEMS 분야: 빌딩, 역사

㈜대덕하이테크 | Daedeok Hi-tech CO., Ltd

President 고복성 | Bok-Seong, Go

Add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94-17

      94-17,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305-509, Korea

TEL 042-936-8583    Web www.ddht.co.kr    E-mail ddhi@hanmail.net

초음파유량계_DUF2000 SERIES 전자식유량계 트랜스미터_MAG5000.6000전자식유량계 트랜스미터_DMF2110 전자식유량계_전자기 SENSOR전자식 수도미터_DMF2100 차압·압력·온도 트랜스미터

DaeDeok Hi-Tech is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calibration laboratories –
Mass and related quantities division.

DaeDeok Hi-Tech have worked the 18 years
or so learning about the only one, Flow Meter.
So we could have the best field technical skills,
and now we are supporting cal ibration, A/
S and engineering more than 4500, annually.
Furthermore, through the nat ion’s largest
equipment for the cal ibrat ion test, we are
implementing thorough product verif ication
process.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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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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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BIZ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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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 of Waterworks Material (according
to Water Sypply and Waterworks installaiton
Act)

Product & Technology

˙CUltrasonic Flowmeter

˙Electromagnetic Flowmeter

˙Water Meter

˙Mass Flowmeter, Open Channel Flowmeter,

Vortex

˙Pressure Measurement, Temperature

Measurement, Level Measurement

˙Flowmeter Calibration System (Liquid / Gas)

Performance

· SAMSUNG: Engineering, SDS, Corning Precision
  Materials
· Water Treatment Parst: K-WATER, Distr ict
   Waterworks, Water Recycling Reclamation,   
  Water and Wastewater works office
· Plant Parts: KOGAS, Hanwha,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 Power Plant Parts: Nuclear Generating Station,

Thermoelectric Power Plant, Combine Heat &
Power Plant

· BEMS Parts: Build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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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2-5

㈜가암테크는 산업용 리튬 1차전지 WATTEVER 공급을 통해 다

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배터리전원 관리

솔루션을 접목하여 최적의 소비전류 구현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173MHz 주파수 대역 모듈 개발로 상수도 원격검침 모뎀 OBSQ

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용 원격 및 수기 검침 어플리케

이션과 누수방지 시스템 분야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주요 기반자

원관리 운영분야의 핵심기술을 축적 발전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인증 및 특허
1) 부양식

˙제10-2015-0035088: 저 전력 무선송수신을 기반으로 하

는 원격검침방법 및 원격검침시스템

˙제10-2010-0085978: 배터리용 전자식 퓨즈

˙제10-2015-0024236: 스마트 원격 무선검침시스템

˙제10-2013-0025339: 지하 매설물 관리용 데이터 처리 장치

성능인증 (제15-987호) 전자식 퓨즈 내장 수도 원격 검침 시

전자파인증 (ObsQ WMIU-173)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외 2종

상표등록 (ObsQ) 무선 원격 검침기 외 2종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주요 제품 및 기술

˙산업용 리튬1차전지 WATTEVER/원격 누수 감지 시스템

˙173MHz/900MHz 데이터 전송용 RF Module

˙무선 원격검침 단말기 ObsQ 및 시스템

˙검침터미널 유닛

˙일체형 검침UI - 블루버드용 검침 어플리케이션

˙분리형 검침UI - Windows XP/Android 용 검침 어플리케이션

 및 뷰어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납품실적

˙평택시 - 원격 검침 시스템, 스마트검침기기 / 검침APP.

˙포천시 - 원격 검침 시스템 / 검침 APP.

˙영주시 - 원격 검침 시스템, 스마트검침기기 / 검침 APP.

˙아산시 - 원격 검침 시스템, 스마트검침기기 / 검침 APP.

˙영광군 - 원격 검침 시스템, 스마트검침기기 / 검침 APP.

˙당진시 - 원격 검침 시스템, 스마트검침기기 / 검침 APP.

˙청주시 - 스마트검침기기 / 검침 APP.

˙시범설치운영 (의정부, 연천, 익산, 완주)

㈜가암테크 | GAAMTECH CO. Ltd.

President 김동수 | Dong-Soo Kim 

Add (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IT 밸리 B동 609호

 (158-50) #609, Bldg. Gunpo IT Vally 17, Gosan-ro 148beon-gil, Gunpo-si, Gyeonggi-do, Korea

TEL 031-8068-1666    FAX 031-8068-1669    Web www.gaamtech.co.kr    E-mail gaamtech@hanmail.net

ObsQ is a brand name of GAAM Tech, outstanding 
enterprise for wireless measuring industry. ObsQ 
is synthesised from ‘Observation’ and ‘Quality’ 
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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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ability’ and ‘Durability’ is basis of ObsQ’s 
philosophy

Certificate & Patent

Certificate of Patent

˙REMOTE METER READING METHOD BASED
ON LOW-POWER AND SYSTEM THEREOF

˙Electronic fuse device for battery

˙REMOTE METER SMART READING SYSTEM

˙A data processing device for managing
underground buried objects

Trademark registration ObaQ etc. (KIPO Gov.)

Venture Certification(KIBO Fund)

Product Certification ObsQ WMIU-173(KC)/
Terminal Unit

Product & Technology

Lithium Battery
WATTEVER 
R/F Module for meter reading

˙ObsQ (FSK) MODEM

˙173MHz/900MHz LORA MODEM

˙Terminal Unit for ObsQ
Metering UI

˙All-in-one (WInCE)

˙Bluebird (BIP5300)

˙Separable (Windows XP)

˙Smart Application (Android)

˙based on Androidware

Performance

The Office of Waterworks (Installation)

˙Pyeongtaek-si – AMR system/Smart device/
 measurement APP.

˙Pocheon-si – AMR system/measurement APP.

˙Yeongju-si – AMR system/Smart device/
 measurement APP.

˙Asan-si – AMR system/Smar t device/
 measurement APP.

˙Yeonggwang-gun – AMR system/Smart
 device/measurement APP.

˙Dangjin-si – AMR system/Smart device/
 measurement APP.

˙Cheongju-si – Smart device/measurement
 APP.

˙Test Bed (Uijeongbu-si, Yeoncheon-gun, Iksansi,
 Wanju-gun)

QBSQ 운용프로그램
ObsQ WMIU Terminal Unit 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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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2-7

대윤계기산업(주) | DEAYOON SCALE INDUSTRY CO., LTD.

President 서인호 | Seo, In Ho

Add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207 

      #207, 19, Digital-ro 31-gil, Guro-gu, Seoul

TEL 02-858-6870~1    FAX 02-866-9422    Web www.dymeter.com    E-mail daeyoon@dymeter.com

 "성실한 자세로 근무할 때 좋은 제품이 나온다" 라는 경영 이념

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당사는 1982년 창립된 이래 각종 산

업용 측정기를 제작하고 국가교정기관이 되어 교정업무도 수행

하였으며, 현재에는 가정용 측정기, 수질측정기 등 더 넓은 분야

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 계측기, 가정용 계측기, 환경 (수질) 계측기, 교정업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개발과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에 비해 발전이 더딘 우리나라의 계측기 분야를 발전시켜 사회

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인증 및 특허

˙녹색기술인증 : 현장용 수질측정 센서기술 

                       (pH, MLSS/SS, Turbidity, DO 외)

˙NeP(신제품인증) : 온라인 연속자동 수질분석 시스템 등 3건

˙조달청 우수제품 : 염화물측정기 등 3품목

˙성능인증 : 온라인 연속자동 수질분석 계측시스템 

                 [pH(ORP), MLSS/SS, TURB, DO, CD, RC]

˙특허등록 : 온라인 탁도 측정장치 등 54건 / 실용신안 4건

˙주요 특허 목록 : 온라인 탁도 측정 장치,  온라인 부유물질

농도 측정센서장치, 통합형 수질측정기 및 그 측정방법, 실시

간 pH 연속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 유통형 방식의 잔류염소

량 측정기, 수소이온 선택성 전극막 및 이의 제조 방법, 침적

형 용존산소 측정계의 센서 세정기, 온라인 탁도 측정기, 온라

인 부유물질 측정기, 다항목 멀티 수질측정시스템, 부유물질 

농도계, 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염화이온 측정시스템, 염

도계를 이용한 염도측정시스템, 전기화학식 기체투과형 잔류

염소센서, 멀티센서를 이용한 부유물질 측정시스템, pH측정

장치, 용존산소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용존산소 측정장치, 온라

인 저농도 염화이온 연속 측정 시스템, 센서모듈 커넥터모듈 

및 이를 포함하는 수질측정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온라인 수질분석 계측기

˙수소이온농도 센서

˙산화환원전위차 센서

˙용존산소 센서

˙전기전도도 센서 

˙혼합액부유물질 센서

˙부유물질 센서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발전플랜트설비

˙공업용수 정화관리설비

˙정수장

˙보일러용수 설비

˙하수/오폐수 처리조

We , DaeYoon Scale Industry Co. Ltd. , have 
management idea, 'Sincerity makes quality' and 
do always our best. We've manufactured industrial 
measuring instrument and worked calibration 
service as National Calibrate Authority. Now we 
expand our business to broad field like house 
measuring instrument or water purity measuring 
instrument, etc. and grow up continuously.
  Our business part consists of 4 part, industrial 
measu r i ng  i ns t rument ,  home measur i ng 
instrument, environment(water purity) measuring 
instrument, calibration work. With technical 
laboratory, we make sfforts to develop new 
product and improve quality. Through these 
process, we can develop measuring instrument 
part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country. This 
is the goal of DaeYoon Scale.
We aim to maximize our company value through 
wide exper ience and the management for 
customer satisfaction as a leader in the field.

Certificate & Patent

· Green Certification :  Measurement Of Water 
Quality sensor technology (pH, MLSS/SS, 
Turbidity, DO, Etc.)

· NeP : On-Line Water Quality Analyzer System, Etc.
·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Certificate (Public 
  Procurement Service) : 3 cases including Salinity 
  meter
· EPC : On-line Water Quality Analyzer System
            [pH(ORP), MLSS/SS, TURB, DO, CD, RC]
· Certificate&patent : 54 cases including On-line
   turbidimetry / Utility model 4 cases
· Main patent list : On-line turbidimetry unit, On-

line Measurement sensor system Consistency of 
suspended solids,Medulla meter and method, 
A pH continuous measurement system and 
method with realtime, residual chlorine analyzer 
of ventilation form, Hydrogen ion-selective 
membrane and method for preparing thereof, 

Deposition method sensor soaping machine, 
On-line turbidity meter, On-line floatage quality 
meter, multi-item water quality measuring 
system, Suspended soi lds densitometer, 
Chloride ion-selective electrode mesuring system 
and cleaning device, system for detecting 
salinity using salinometer, electrochemical gas 
permeable membrane type free residual chlorine 
sensor, system for measuring suspended 
solids using multi-sensors, pH measuring 
device, Dissolved oxygen sensor and device 
for measuring dissolved oxygen, system of 
low concentration chloride ion continuous 
measurement  On- l i ne ,  Sensor  modu le , 
Connecter module and Apparatus for measuring 
quality of water.

Product & Technology

· On-Line Water Quality Analyzer
· pH Sensor
· ORP Sensor
· Dissolved Oxygen Sensor
· Conductivity Sensor 
· MLSS Sensor
· SS Sensor
· Turbidity Sensor 
· Chloride Sensor
· Inductive Conductivity Sensor
· On-Line Multi Channel Sensor Controller
· On-Line Chloride Measuring System
· On-Line Low Level Chloride Measuring System
· On-Line Multi-parameter-Water Quality Analyzer

Performance

· Applications : Power plant facilities, Industrial
  effluent purification facilities,

purif ication plant, boiler eff luent faci l i t ies,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Sewage discharge tank,  Chemistry process, 
livestock excreta treatment plant, TMS facilities, 
aquaculture farm

˙탁도 센서

˙염분 센서

˙인덕턴스방식 전도도(농도) 센서

˙온라인 3채널 멀티 수질분석 계측기

˙온라인 염분 분석기

˙온라인 저농도 염분 분석기

˙다항목 멀티 수질측정 시스템

˙하수 방류조

˙화학 프로세스공정

˙축산분뇨처리장

˙TMS 설비

˙양식장

수소이온농도 센서 (하수, 정수용)

탁도 센서
온라인 수질분석 계측기 

3000A Series

용존산소 센서 (하수, 정수용 )

염분 센서
온라인 수질분석 계측기 

3000B Series
온라인 3채널 멀티 수질분석 

계측기
다항목 멀티 수질측정 시스템

용존산소 센서 (양식장용)

전기전도도 센서

잔류염소 센서

부유물질/혼합액부유물질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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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계기 | CHUNG SOO METER

President 한민흠 | Min-Heum Han

Add (548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2길 53

     (54843) 53, Guretdeul 2-gil,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TEL 063-211-7792  Web 063-211-7794  E-mail cs7792@hanmail.net

깨끗함을 만드는 기업으로 수도미터 및 수도계량기보호통 개

발과 투자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미터를 생산하고 있

으며 동파방지용 보온재 개발로 보온력이 향상되어 기존의 수

도계량기보호통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내구력과 성능이 뛰어난 대형 전자식수도미터 생산으로 대

용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아파트 및 구역 유량계 블록화 사업

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접선류 임펠러식 수도미터 15~50mm 형식승인

˙수직윌트만식 수도미터 40~300mm 형식승인

˙바이패스식 수도미터 50~150mm 형식승인

˙전자기식 수도미터 50~300mm 형식승인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부동전 KC(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미터, 수도계량기보호통 환경표지 인증

˙발명특허 수돗물 단수용 잠금장치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미터(습식)

˙역류방지, 동파방지

˙내구성이 강한 Engineering Plastic 사용으로 내구성이 향상

되고 역류 동파방지용 생산으로 역회전방지, 도수예방 및 역

시공을 방지함

대형 수도미터 (수직 윌트만식)

신소재로 개발되어 수 충격 시 소재의 탄력성으로 내구성이 우

수하고 저속 및 고속에 대처능력이 뛰어나며 타 제품에 비해

초기에 설정된 정확도를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됨.

바이패스식 (연결식) 수도미터

주관부 (어미미터)와 부관부 (아들미터)로 구분되어 있어 수압이

약하거나 물 사용량 편차가 심한 곳에 사용함.

전자기식 수도미터

˙다기능 유량 계측시스템 (정, 역방향 유량측정, 수압측정, 유속

측정)

˙탁월한 정밀도 (AC형: ±0.25% 이내, DC형: ±0.5% 이내)

˙폭넓은 유량 측정범위로 최대 및 최소유량 측정 정밀도가 높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토압에 강하고 보온력이 향상되어 수도미터의 보온효과가 뛰어

나고 수돗물 단수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앵글밸브 고장시 별도의

단수 없이 밸브교체가 용이하며 동파방지용 보온재 개발로 보

온력을 향상시켰으며 강원도등 혹한지방은 동결방지 지열보호

통을 설치하여 수도미터 동파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감도 대형보호통은 FRP 제품으로 반영구적이며 양생

기간이 필요 없어 저렴한 공사비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단수 잠금장치

상수도 사용자의 요금 체납시 수도밸브의 간단한 잠금장치로 단

수 조치를할 수 있으며 열쇠 하나로 모든 잠금장치의 개폐가 가

능하고 알미늄 재질로 가볍고 견고하며 단수 조치가 신속하다.

있으며 고감도 대형보호통은 FRP 제품으로 반영구적이며 양생

기간이 필요 없어 저렴한 공사비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수직 윌트만식 수도미터 바이패스(연결식)식 수도미터

전자기식 수도미터 전자기식 수도미터 유량 변환기

수도계량기보호통 동결방지 지열식 수도계량기보호통

대형 고감도 수도계량기보호통 동파방지용 보온재

수돗물 단수 잠금장치접선류 임펠러식 수도미터 단수 잠금장치 (설치예)접선류 임펠러식 수도미터(역류방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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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산업주식회사 | SHINWOO Industrial Co., Ltd.

President 하경숙 | Kyeong-Suk, Ha

Add (54338) 전북 김제시 금구면 콩쥐팥쥐로 710-19

     (54338) 710-19, Kongjwipatjwi-ro, Geumgu-myeon, 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063-548-4123  Web http://sw4123.co.kr  E-mail sw4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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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우산업(주)은 창업 이래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시스템 등

선진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수도미터기와 수도 자재를 개발·공급하여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수도자재 전문기업입니다.

신우산업(주)은 고객여러분께서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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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발명특허 제10-0428490호 하부내갑피봇트축과

기차조절장치를 포함하는 수도계량기

˙상표등록 제0624614호 F.U.W.M 무동파미터기 등록

˙발명특허 제10-0758803호 주물생산된 폐 수도미터기의

외갑체 재활용 장치 및 방법

˙디자인등록 제30-0467825호 수도미터기

˙발명특허 제10-0761213호 수도미터기 보호통용 뚜껑 동시

개폐장치

˙발명특허 제10-0767282호 수도미터기의 도금 지그

˙유사디자인등록 제30-0467826호 수도미터기

˙발명특허 제10-2863124호 수도미터기 내부의 에어배출장치

˙발명특허 제10-0949792호 역류방지 수도미터

주요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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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흐름방지 연결관

˙대형스트레이너, 연결직관

초음파 유량계 대형 고감도 수도계량기보호통미세흐름방지 연결관 동파방지형 보호통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대형수도미터

수도미터 와류방지 스트레이나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초음파 유량계

˙Wide-Beam, Multi-Pulse 방식 / 외벽부착식

˙측정구경: 12mm~9144mm, 측정관두께: 0.5m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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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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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고감도 수도계량기보호통

˙저렴한 공사비로 원가절감 효과

˙F.R.P 제품으로 방수효과가 있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

˙양생기간이 불필요하고 외부 토압에 잘 견디는 구조임

˙3.2t의 무늬철판 재질의 뚜껑은 외부충격에 강함

동파방지형 보호통

˙외부공기 차단으로 동파 예방 효과

˙발포PE폼 보온재로 보호통 내부 배관 및 수도미터를

완전 밀폐하여 보온효과 극대화

˙우수 침투에 의한 보온재 상승 및 뚜껑 이탈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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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워터 | DS WATER

President 장대웅 | Dae-Woong Jang

Add (1825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80번길 49-6 | (18255) 49-6, Juseok-ro 80beon-gil,

Namyang-eup,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31-366-9822~4  

FAX 031-366-9825  Web www.dswater.co.kr  E-mail dswater@nate.com

디에스워터는 1987년에 설립한 수도미터 전문 제조업체로서

수도미터, 유량계, 수량계, 산업용 온수미터/적산열량계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이 우선이라는 경영이념으

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계량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계량 기술 선진화의 주역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수도미터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 디에스워

터는 앞으로도 고객감동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며, 정직한 마음과 함께 최고의 품질, 최선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KS B 5336 (고압용 수량계) KS인증 취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취득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취득

˙수도미터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득

˙스트레이너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득

˙스트레이너 수도용적합인증 취득

˙특허등록: 윌트만식 수도미터의 기차조절장치

˙특허등록: 수류감지 성능이 향상된 축류익차형 수도미터

˙특허등록: 수직윌트만식 수도미터의 익차 회전축 지지구조

˙특허등록: 오일미터의 오발기어 제조방법

˙환경표지 (환경마크) 사용 인증 (총 29종, 인체유해물질저감)

˙수직윌트만식 디지털 수도미터 등 30여종의 수도미터 형식

   승인 취득

 

주요 제품 및 기술

디지털 고감도 대형수도미터 (유선/무선 원격검침용)

˙RF통신 방식으로 유선, 무선 원격검침이 가능

˙PDA검침이 가능하며, 검침값 원격 송신이 가능

˙외부 검침기에 현 지침값 표시

˙30일분 DATA가 지속적으로 저장

˙임펠러와 계량실 간극이 타사 제품보다 넓어 이물질 걸림 현

   상을 해소

스테인리스 고감도 대형수도미터 (환경표지인증)

˙스테인리스 소재로 유해화학 무반응, 무독성인 친환경 제품

˙내구성, 내마모성이 강하여 영구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

   환경 제품

˙적절한 표면처리로 외관이 깨끗하며, 위생적으로 도장이 불필요

˙수평, 수직, 경사면 등 어느 각도에도 설치 가능

˙밀폐 봉인된 구조이며, 지시부가 360도 회전 가능하여 검침

   이 용이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강진군, 경주시, 고양시, 고흥군, 군산시,

김포시, 당진시, 동해시, 문경시, 부천시, 성남시, 순천시, 시흥

시, 안산시, 안양시, 원주시, 인제군, 제주도, 진천군, 창녕군, 창

원시, 청양군, 평창군, 포항시, 한국수자원공사, 하남시, 함안군,

해남군, 화성시, 횡성군 外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스테인리스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디자인등록번호 : 제 30-0869497 호

스테인리스 스트레이너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고감도 대형 수도미터 (디자인등록 제품)

유,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전자식 유량계

디지털식 산업용 수량계

미소유량계 (flow meter)

소방용 순간유량계 주유기 검량계 (기준탱크)

산업용 온수미터

디지털식 폐수용 유량계 디지털식 식품,화학용 수량계 
(로타리피스톤타입)

˙덮개 모양을 사각형에서 마름모로 변경

˙계량기 설치 및 교체시 불편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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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in 2002, Korea Fluid Technology 
Co.,Ltd. produces, suppl ies and provides 
customer services for electromagnetic flowmeters, 
ultrasonic flowmeters, water quality measuring 
instrument, process control panel and automatic 
control panel etc. The company is striving to paly 
out the role as a leader in water treatment field 
based on its accumulated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ical power.

Korea Fluid Technology has been working steadily 
to provide better products and service through 
research institute, nomination as venture business 
and innovation business, acquisition of license for 
IT communication work, conclusion of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 wi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Daegu and nomination as parts and 
materials company etc. Also with its technological 
power verified once again by acquiring license 
from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in 
liquid flowrate field, the company came to double-
check its  stance in relevant fields.

The execut ives and staffs  of  Korea F lu id 
Technology Co.,Ltd. will listen to and accept 
customer’s valued opinions with an open mind, 
and KFT will always dedicate our efforts to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Certificate & Patent

· KC certificate
· Certificate of internationally accredited calibration 

organization
· IT communica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GS certificate
· ISO 9001, ISO 14001
· Measuring mode modifiable flowmeter
· Measured calibration water gauge
· Remotely monitoring system
· Water supply and sewage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Product & Technology

Performance

1. General mode and micro flowrate mede can be
toggled  (Patent No.:10-1184726)

2. Flowmeter optimized for city water supply and 
sewage

3. Saving and transmission of external device 
input (etc pressure)

4. Built-in data logger
5. Use of USB memory stick
6. Saving the history of modification of internal 

setting
7. International Calibration Lab

Measurement, Analysise E-2-11

한국유체기술㈜ | Korea Fluid Technology Co., Ltd

President 서성수 | Seo Seong Soo

Add (41412) 대구시 북구 동변로24길 58-1

      (41412) 200-2, Dongbyeo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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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제어반 등을 제작 공급, 

서비스하고 있으며, 축적된 인적자원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

처리 분야에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02. 한국유체기술(주) 설립

˙2003.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증 획득(액체유량분야)

˙20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수도미터 형식승인 인증 

˙2012. 위생안전기준 인증 (KC)

˙2014. 초저유속 미소유량 측정가능한 전자식 유량계 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

˙2015.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유량계 판매 점유율 1위 달성

˙2016. 전자유량계, 원격감시시스템 성능인증 획득

인증 및 특허

˙(성능인증 제 13-297호)시간대를 구분 설정하여 0.1m/s이하의 

저유속 측정이 가능한 전자유량계

˙(성능인증 제 13-309호)날씨 및 실시간 낙뢰 정보 기반의 다

중경로 통신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시스템

˙(위생안전기준 KCW-2012-0471) 전자식 유량계

˙(수도용 적합인증 제 KWWA-CP-2014-226호) 전자식 유량계

(̇수도용 적합인증 제 KWWA-CP-2016-005호) 초음파 유량계

(̇특허 제10-1184726호)시간대를 구분설정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

˙(특허 제10-1507966호)시간대별 유량의 자동 측정 변경과

멀티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식 수도미터

˙(특허 제10-1317451호)다중경로통신장치를 이용한 상,하수도 

계측제어 시스템

˙(특허 제10-1331874호)다중경로통신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

 시스템

주요 제품 및 기술
1. 전자식 유량계

- 시간대 구분설정으로 저유속구간 유량측정 가능

- 도시형 상하수도에 최적화된 유량계

2. 초음파 유량계

- 배관 외부에 검출기를 부착 (Clamp-on Type) 

- 압력손실이 전혀 없고, 소구경에서 최대 6000mm까지

측정 가능

3. 원격감시시스템

- 실시간 날씨 데이터 수집으로 낙뢰 경보기 없이도 낙뢰

예측이 가능

- 낙뢰 예상 시 미리 전원선, 통신선 등의 전선을 물리적으로

차단 

-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 및 이중화 구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 구미하수처리장 등 5개소 

총 인 처 리 시 설  설 치 공 사  계 측 제 어  관 급 자 재 구 매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달서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유량계 제작구입 설치 

˙경상북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유량

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교체공사 관급자재 유량계 구입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관리단 - 광주시지방상수도 블록정

보시스템 전자유량계 조달 구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남원중블럭 유량계 설치공사 

유량계 구입

˙충청남도 청양군 -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

업 유량계 구매 및 설치

˙경기도 오산시 -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기공사 유량계구입

* Performance Graph

Transducer

Connection JIS, ANSI, NIN(etc.)

Fluid temperature PTFE -10~160°C, Hard Rubber -10~180°C

Material
Lining : Hard/Soft Rubber, PTFE, PEA (Option)
housing : Carbon Steel, STS 304, STS 316 (Option)
electrode : STS 316L, Hastel loy B/C, Titanium, Tantalum (Option)

Protection grade IP 68
Measuring scope 0.01~10㎧ (Trace flowrate mode : 0.01~1㎧, General flowrate mode : 0.1~10㎧

Function With time segments set, trace flowrate mode and general flowrate mode can be toggled.

Transducer

Instruction Graphic LCD Display (Procedure, accumulation, flow speed, clock, alarm)

Installation method Compact type / remote type (Option)
Accuracy ±0.3%
Output DC 4~20㎃, Pulse, RS-485, Hart, USB Memory Stick
Operating temperature -20~60°C
Protection grade IP 67
Material Aluminium die-casting

Function

- Logs data (Logging interval can be set to 1, 15, 30 and 60 minutes, Instant value remains
saved for 3 months and cumulative value for 12 months, where cumulative value is saved
once a day at 00:00:00.)

- Displays and saves external device input analog signals
- Saves internal setting modification history
- Empty pipe detection, noise removal alg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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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신뢰”를 사훈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

로 2012년 5월 설립된 수질 측정기 중심의 환경플랜트 제조/

설치/유지관리 전문업체입니다.

정수/하폐수, 막플랜트, 수질TMS, 산업체 등 다양한 수처리 공

정에서 감시 및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질측정기 및 수질

분석 장비 공급과 제어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

감시장비, 중금속측정기, 수질측정기 (탁도, 잔류염소, pH, ORP,

전도도, DO), 입자계수기 등의 폭넓은 수질측정기를 생산 및

보유하여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특히 해외 기술에 의존도가 높은 수질계측기 시장에 국내 기술

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

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산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구현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탁도, 잔류염소, pH, 용존산소, 전도도 등의 수질측정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변환기뿐만 아니라 측정의 본질인 센서까지 국

내 기술로 개발하여 100% 국산화에 성공, 다양한 현장에 활발

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00%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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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6  온라인 pH측정기 형식승인획득

 (제 WTMS-pH-2013-1호)

˙2013. 11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2015. 03   잔류염소 측정기 형식승인획득

  (제 DWMS-CM-2015-1호)

˙2015. 08   잔류염소 측정기 형식승인획득

  (제 DWMS-CM-2015-3호)

˙2016. 05   특허청 "CUBE-2000" 디자인등록

중소기업청 공정개선사업 (탁도계) 기술개발과제

계약체결

기타수질분석기 (41113319)직접생산자확인서 취득

주요 제품 및 기술
탁도, 잔류염소, DO, pH, 전도도, ORP, 입자계수기, 조류측정기

수질 TMS, 수도꼭지 모니터링, 생물감시장치, 중금속, TOC,

유량계, 수위계, 영양염류 (NO2, NO3, PO4, NH4), BOD, COD

수질분석기 (구리, 니켈, 시안, 암모니아 등)

주요 공사 및 납품 실적

˙SWC(Smart Water City) Drain System 10 site : 탁도, 잔류

염소

˙막플랜트 : 탁도계 100 set, 입자계수기, 잔류염소, pH meter

˙지자체 정수장 배수지 및 여과지 30 site : 탁도, 잔류염소, pH

˙4대강 사업 관련 : 페놀측정기

˙하폐수처리장 : DO, pH, 전도도, MLSS, SS 측정기기

Measurement, Analysise 2-12

㈜다올이엔지 | Da all.Eng. CO.,Ltd

President 신태용 | Tae-Yong Shin 

Add (0837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1차 1304호

      (08377) #1304, Woorim E-Biz center1, 28 Digitalro33gil, Guro-gu, Seoul, Korea

TEL 02-859-8491    Web http://www.daalleng.kr    E-mail jeonbu@daalleng.kr

CUBE-2000 Serise 다항목 수질자동측정기CUBE-1000 Serise 자동입자계수측정기TOC자동측정기     수질측정 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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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 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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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rmation for venture

   capital company

˙2012. 12 Acquired the confirmation for th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by governmental
   organization)

˙2012. 12 Acquired the confirmation for

   selfmanufacturing of process control panel(by
   governmental organization)

˙2013. 06 Acquired the model certification for

   on-line pH meter (WTMS-pH-2013-1)

˙2013. 11 Establish Research Institute

˙2015. 08 Acquired the model certification for

   Chlorine meter (DWMS-CM-2015-3)

˙2016. 05 Korea KIPO "CUBE - 2000" Registration a design 

   - Korea SMBA "Process improvement" Technical    
     development task
   - etc Water Analyzer (41113319) Direct Manufacturing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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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hold
Da ALL. Eng. to high expectations in measurement
and instrument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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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원씨엔에스 | TECHONECNS Co., Ltd.

President 권남우 | Nam-Woo, Kwon

Add (082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615-3 STX-W타워 1404호, 1403호

      1404, STX W-TOWER, 615-3, Guro2-Dong, Guro-Gu, Seoul, Korea

TEL 02-2684-1821    Web www.i-techone.co.kr    E-mail techonecns@naver.com

(주)테크원씨엔에스는 2005년 11월에 설립된 가스측정기기

및 계측장비 전문업체로서 연소가스분석기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 산업용 보일러, 버너사, 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스측정 및 누수탐지기, 연소가스분석기 전문 업체로

높은 정밀도와 난이도를 가진 고품질 계측장비를 통하여 고객

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업계 최고

수준의 첨단장비를 엄선 발굴하여 국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거래선

˙세계 최대 가스측정기 제조업체 미국 하니웰사의 총판

˙가스 및 누수탐사장비업체 독일 세버린사 한국총판

˙연소가스분석기, 산업용내시경 독일 뵐러사 한국총판

주요 제품 및 기술

˙연소가스분석기

˙단일 / 복합가스측정기

˙독성가스측정기

˙CO 경보기

˙차량용 레이저 검지기, 휴대형 레이저 검지기

˙가스성분분석기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

˙배관탐사장비

˙독일 세버린사의 첨단 누수탐사장비 (청음식, 가스식, 상관식)

˙누수탐사용 데이터로거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주)대열보일러, (주)부스타, 한국미우라공업(주), (주)수국, 귀뚜라

미,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경남에너지, 대성에

너지,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주), 관공서, 소방서 외 

산업체 다수

LNG, LPG 및
가연성 가스 측정

CO 경보기 단일가스 측정기 단일가스 측정기 단일가스 측정기

EZ-Sense XC-70 Minimax-RXT Minimax-XP GasAlert Extreme

복합가스 측정기 복합가스 측정기 복합가스 측정기복합가스 측정기 복합가스 측정기

Minimax-X4 MICRO-CLIP XL Cluattro Max-XT2 Micro-5

세코폰 AC 06 (상관식 + 청음식) 세코 300 (상관식 대구경관로)

A 550 휴대용 연소가스 분석기

VE 300 내시경 카메라 VIS 350 내시경 카메라 (360도 회전)

A 50 (청음식) A 200 (청음식 최신모델)

※미국 하니웰사 - 가스측정기

※독일 세버린사 - 누수탐사장비

* 측정항목

   O2,CO2,CO,NO,NO2,SO2,온도,압력

* 펠티어 쿨러 장착으로 장시간 사용 가능

* 한글지원 컬러 터치스크린

한글지원

한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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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에스 | ams AG 

President 이종덕 | Alexander Everke

Add (463 - 400) 에이엠에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투썬월드빌딩 6층 

      ams AG Tobelbader Strasse 30 8141 Premstaetten Austria

TEL 02-3490-3409    FAX 02-3490-3485    Web www.ams.com    E-mail yj.kim@ams.com

ams는 고객사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난제들을 혁신적인 솔루

션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성능 아날로그 반도체를 개발 및 제조

하고 있습니다. ams는 고도의 정밀성, 정확도, 다이내믹 레인

지, 감도 및 초저전력 소모가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제

품 개발에 특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ams의 제품은 컨슈머, 산

업, 의료, 이동 통신 및 자동차 분야의 고객들을 위한 센서, 센서 

인터페이스, 전력 관리 IC, 무선 IC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

다. ams 본사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인근의 Premstaetten에 위치

해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미국 텍사스 플라노 (최고의 광학센서 

센터)에는 핵심 연구개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곳 외에도, 

ams는 전 세계에 19개의 디자인 센터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00 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ams는 

전 세계 모든 주요 지역에서 직접 영업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세계적인 유통 파트너인 DigiKey, Future Electronic, Mouser 

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채널 파트너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습

니다. ams는 스위스 증권 거래소인 SIX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종목코드: AMS)

인증 및 특허

˙자동차용 인증

˙TS16949 인증 

İSO13485 인증 

İSO 9001 인증 

˙환경 인증 : ISO14001 및 EMAS

˙에너지관리 인증 : ISO50001

주요 제품 및 기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200mm (8" ) 웨이퍼 제조 공장보유

˙고급 CMOS, HVCMOS 및 SiGe 공정 보유

˙광학 센서 / 오디오 센서

˙환경 센서 / 이미징 센서

˙CMOS 이미징 센서 / 위치 센서

˙특수 센서 / 무선 커넥티비티

˙전력 관리 / 주문형 반도체 (ASICs)- 산업용, 의료용, 자동차용

˙파운드리 서비스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TSMC 와 전략적 기술 제휴

İBM 과 전략적 기술 제휴

˙그룹 매출: €623.1m (2014년: €464.4m)

˙순익: €148.7m (2014년: €97.5m)

˙현금 유동성: €152.9m (2014년: €126m)

a m s  d e v e l o p s  a n d  m a n u f a c t u r e s  h i g h 
performance analog semiconductors that solve 
its customers’ most challenging problems with 
innovative solutions. ams’ products are aimed 
at applications which require extreme precision, 
accuracy,dynamic range, sensitivity, and ultra-low 
power consumption. ams’ product range includes 
sensors, sensor interface,power management ICs 
and wireless Ics for customers in the consumer, 
industrial, medical, mobile communications and 
automotive markets. ams’ headquarters are in 
Premstaetten near Graz, Austria. Key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are based in 19 design 
centers worldwide. Employing around 2,200 
people in over 20 countries, ams operates direct 
sales offices in all major regional odf the world. 
It has a network of channel partners around the 
globe, including its worldwide distribution partners 
DigiKey, Future Electronics and Mouser. ams is 
listed on the SIX Swiss stock exchange(ticker 
symbol: AMS). More information about ams can 
be found at www.ams.com

Certificate & Patent

· Fully automotive qualified
· TS16949 certificate
· ISO13485 certificate
· ISO9001 certificate
· Environmental certificate: ISO14001
· Energy management certificate: ISO 50001

Product & Technology

· 200MM (8”) wafer fabrication plant in Graz, Austria
· Advanced CMOS, HVCOM and SiGe processes
· Optical Sensors / Audio Sensors
· Environment Sensors / CMOS Imaging Sensors
· Position Sensors / Specialty Sensors
· Wireless Connectivity / Power Management
· ASICs – Industrial, medical and automotive
· Foundry Service

Performance

· Strategic technology partnership with TSMC
· Strategic technology partnership with IBM
· Group revenue: €623.1m (2014: €464.4m)
· Net Income: €148.7m (2014: €97.5m)
· Cash Flow: €152.9m (2014: €126m)

(Ultrasonic Flow Converter IC)

에이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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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1-2

설립연도 : 2010년 01월

자본금 : 2억

종업원수 : 4명

연간매출액 : 억

기술과환경㈜는 인간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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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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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

˙2012년 6월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중기청

˙2012년 10월 환경부 형식승인 3개 획득 (DO,pH,SS, 국산최초)

˙2014년 08월 환경부 형식승인 5개 획득 (DO,pH,SS, 국산최초)

주요 제품 및 기술
초음파 유량계 <외벽부착식/삽입식>

˙다항목수질측정기 M-1000, M-100
   (수온, 전도도, DO, pH, 탁도)

˙먹는물전용 다항목수질 측정기 M-2000, M-200
   (수온, 전도도, pH, 탁도, 잔류염소)

˙다항목수질측정기 M-3000

   (수온, 전도도, Optic DO, pH,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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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M-100-T

˙한국건설기술연구소 M-1000

˙영월 군청 M-100

˙정림산업 M-1000

˙환경공단(영남지사)M-1000

˙하동화력발전소 M-3000

˙하동화력발전소 M-3000 M-100-O

˙부산대 C-1000

˙ EMS M-100

˙LH 공사

˙JK Tec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100-O

˙환경공단 M-4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2000

˙환경공단 비점오염 모니터링

기술과환경㈜ | Technology & Environment Corp.

President 김영성 | Young-Seong Kim

Add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309호

      (07271) 309, World Meridian Biz Center, 53, Yangsan-ro, Youngdeungpo-gu, Seoul Korea

TEL 02-896-2235   FAX 02-892-2235  Web www.watersensor.co.kr  E-mail ykkim@watersensor.co.kr

기술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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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alysis E-1-3

주식회사 유비콤 | Youbicom. Co., Ltd

President 조태원 | Tae-Won Cho

Add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 B522호, B526호, C542호

     (28116) B522, B526, C542, Youbicom, Institute of Convergence Techn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5, Yangcheong 4-gil, Ochang-eup, Cheongwon-gu, Cheongju, Chungbuk, Rep. of Korea

TEL 043-270-8001   Web www.youbicom.com    E-mail youbicom10@youbicom.com

주식회사 유비콤은 대학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하고 녹색
ICT연구센터(구 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가 핵심기
술을 이전하여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입니다.

인증 및 특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2011151)

˙특허

- 무선네트워크의 저전력 송신방법 및 장치 
   (제 10-0866363호)

- 무선원격검침기의 회전수 센싱회로 (제 10-0686375호)

- 지그비 단말기의 구동방법 (제 10-0803104호)

- 지그비 알에프모듈을 이용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및 그
 검침방법 (제 10-0612069호)

˙GS인증, K마크, CE인증, ISO 9001 보유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국내

    - 양구, 오산, 의정부 3,000전 이상 설치 및 운영 중
 - 괴산, 철원, 화천 등 40여 개 지자체 및 사업장에 설치 및 운영 중

˙해외

    - 핀란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설치 및 운영 중

주요 제품 및 기술

UbiAmi [유비아미]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여 데이터 관리, 분석뿐만 아

니라 과금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특징

   검침원에 친화적인 솔루션 제공

   - 옥외검침, PDA 검침, GPS를 이용한 드라이브 검침 가능

  유비콤 데이터 센터 기반 업계 최고 수준의 호스팅 서비스

  - 매일 전 지역 통신 상태 모니터링으로 99% 이상의 통신 
    성공률 유지

  통신비 부담이 없어 경제적인 운용 / 관리 시스템

  - 기간 통신망이 아닌 자가망 구성으로 설치 후 수용가별 통신 
     비용 발생하지 않음

  수도에 특화된 통합 운용 시스템

  - 사용량(급증/급감), 침수/누수, 역류, 보호통 내부 온도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

  장애물에 강한 원격 검침용 424MHz 통신망 이용

   - 전송거리가 길고 (LOS 1.5km), 장애물에 따른 전파 왜곡에
      강함

전송기 (Terminal) 중계기 (Repeater) 집중기 (Concentrator)옥외지시부 (IHD)
다양한 검침모드

Youbicom was established with funding from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d core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Green ICT Research Center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ur mission is to commercialize
technology developed at the university directly
and max imize  pro f i t s .  We are  lay ing  the
foundation to become a major player in the
environment of the future.

Certificate & Patent

·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 UbiAmi (2011151)
· Good Software Certificate : Ubi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System
· Patent

- Method of transmitting for low power in wireless
   network and apparatus thereof (No.10-0866363)
- Circuit for sensing the rotation number of

wheel in the wireless automatic reading
meter (No.10-0686375)

-  A method for driving a ZigBee terminal
(No.10-0803104)

- Wireless meter reading system using ZigBee
RF module and method thereof
(No.10-0612069)

· K-Mark : Terminal for water meter, Automatic
wireless meter reading system

· CE Certificate : Terminal, IHD (In Home Display),
Repeater, Concentrator

· ISO 9001 : Research, Development, Manufacture
  and Service of Remote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such as Terminal, Repeater, Concentrator  

and IHD(In Home Display) and Energy Management 
System, such as Smart Sensor, RF Sensor, RE Remote 
Controller, Smart Switch, Smart Plug, Router, Coordinator 
(JK-15684)

Product & Technology

Youbicom’s UbiAmi Advanced Me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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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lows monitor ing of meter value
for each household. Usage trends can be
analyzed by region. Fixed metering, PDA
meter ing and IHD oper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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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able metering can always be carried out.

Performance

UbiAmi is currently being used in around 40 locations 

including Yanggu, Osan, Uijoengbu and Hwacheon. It 

has also received recognition as an excellent metering 

system in overseas markets like Finland, Malaysia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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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전자㈜ | SHIN DONG-A Electronics co.,Ltd

President 신창순 | Chang-Soon Shin

Add (1833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56

     (18332) 1156 Juseok-Ro Boong-dam Eup, Hwaseong City Kyeonggi-Do, Korea

TEL 031-298-8852    FAX 031-297-0557    

Web www.sdonga.co.kr   E-mail dkshin0531@sdonga.co.kr

신동아전자는 1987년에 설립되어 지난 28년간 전자 및 통신 제

품의 제조 전문 회사로서 삼성전자, 삼성SDI, 팬택, 경동나비엔,

세라젬등 국내 유수 기업과의 파트너 쉽을 통해 쌓은 전자 및 

통신 제품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유체진동전자식 수도미터를 개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동아전자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그리고

인재육성을 바탕으로 일류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증 및 특허

ISO9001, ISO14001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

보유 특허

˙유체진동방식 유량측정장치의 측정보정 장치 및 그 방법
   (특허: 10-1090952)

˙유체 진동방식 적산 열량계의 유체 측정부 불순물 제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유체진동방식 적산 열량계 (특허: 10-1333126)

˙유체진동을 이용한 유량계 (특허: 10-1289823)

˙유량측정모듈, 유량측정모듈을 구비하는 유량측정장치 및 
   유량측정방법 (특허: 10-1346166, 10-1343593)

˙자화수 생성장치(특허: 10-1570705)

주요 제품 및 기술

유체진동 전자식 수도미터

˙구동부가 없어 부품의 마모가 발생하지 않아 장시간 유량
   측정 정확도 및 수명을 보장

˙높은 유량측정 정확도 (R200/전이유량비 1.6)를 가지고 있어
   미세한 유량까지 검침이 가능

˙물 접촉부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며,
   황동재질의 제품 보다 열전도도가 낮아 영하의 온도에서 높
   은 내한성을 갖습니다.

˙다양한 통신환경을 지원 (RS232C, RS485, TTL, DCPLC)

초음파 적산열량계

˙초음파 방식과 온도센서를 바탕으로 열량을 계산하는 디지
   털 방식의 적산열량계 입니다.

˙디지털 방식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하며, 구
  동부가 없는 구조로 불순물에 의한 부품 마모가 없어 장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절전 프로세서와 리튬전지를 사용하여 최소 8년이상의 수
   명을보장합니다.

˙다양한 통신 기능을 지원하여 유/무선 검침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주요 수상 내역

˙품질 부분 싱글 ppm 인증 - 2006년

˙싱글 ppm 국무총리 수상 - 2007년

˙환경경영부분 환경부 장관 대상 수상 - 2008년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9년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0년

˙동반성장 부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2012년

Shin-Dong A electronics was founded in 1987. We 
are an electronics development and production 
company headquartered in Hwaseong, South 
korea and overseas factory in China, India.

Based on Our experience and Know-How, We 
have developed a Fluidic Oscillation Water Meter & 
Ultrasonic Heat Meter from 2013.

Now, We have finished the product development 
phase, and became a launch in korea and other 
country.

We’ll do our best to make best effective product 
and develop technology.

Certificate & Patent

· ISO9001/14001 certification

· Patent 10-1090952 (A compensation method for 
  measurement of a fluidic oscillation type flow meter)

· Patent 10-1289823
  (A flow meter using a fluidic oscillator type)

· Patent 10-1346166, 10-1343593
  (Module for measuring flow rate)

· Patent 10-1333126 (Elimination Method
  impurities on fluid gauge in fluidic Oscillation)

· Patent 10-1570705
  (Apparatus for manufacturing magnetized water)

Product & Technology

Fluidic Oscillation Flow Meter
· Fluidic Oscillation Flow meter doesn’t have Moving 
  parts, so enable flow measurement accuracy for a 
  long period

· Measurement accuracy (R200)can be meter reading
  until micro flow.

· Fluidic Oscillation Water meter Use the Eco- Friendly
  Plastic, it is harmless to human

· No moving parts, no wear, long-term stable operation

· Lower thermal conductivity than Brass, it has a
  cold resistance in freezing temperature

· Can be installed at any angle, the measurement
  accuracy is not affected

· Support a variety of Commuication Environment

Ultrasonic Heat Meter
· Digital integrated calorimeter based on the Ultrasonic
  system and Temperature Sensor

· Because it is a digital Type, User can not operate illegal
· Ultrasonic heat meter doesn’t have moving parts,
  so it doesn’t wear

· Battery ensures minimum 8 years of life

· Can be installed at any angle, the measurement
accuracy is not affected

· Support a variety of Commuication Environment

Performance

· Acquired the Single PPM Certification_2006

· Single PPM class corporation_2007 Prime
  Minister citation

· Environment Management by Awarded
  Excellence_2008 MINISTRY OF ENVIRONMENT

· $30,000,000 Tower honoring of export_2009
  Trade Associations

· $50,000,000 Tower honoring of export_2010
  Trade Associations. ThFrance, USA, Australia,
  etc.

전자식수도미터 전제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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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정밀 | Chungho Precision Co.,Ltd.

President 조철현 | Cho, Chulhyun

Add (310-4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1길 193-13 

      (310-45) 193-13 Mojeon 1-gil, Seonggeo Eup, Cheonan-Si, Chung-nam, South Korea

TEL 041-415-1770    FAX 041-415-1761    Web www.chprc.co.kr    E-mail chunghoprc@gmail.com

저희 ㈜청호정밀은 충남 천안시 성거읍에 소재한 업체로써 "정

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생산" 을 경영이념으로 고객

에게 믿음을 주는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계 및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청호정밀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영입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 주주, 파트너사 모

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İSO9001

˙KC인증

˙환경인증

˙CE인증

˙특허등록 (수도계량기 / 원격검침단말기)

˙디자인등록 (계량기내갑부속 / 하부몸체 / 동파방지부재)

주요 제품 및 기술
친환경 수도미터 전문 제조기업

1) 수도계량기

˙복갑습식 (일반/역류) 계량기

˙동파예방 계량기

˙스테인리스 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청호정밀의 수도계량기는 우수한 정밀도와 내구성을 자랑합

니다. 예민한 감도로 계량범위가 풍부하며, 최대유량 증가 및 유

수율을 향상시킨 최상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것입니다.

ChunghoPRC, located in the city of Cheonan, 
Korea, has a management philosophy that ‘all 
members of the company work with one spirit in 
providing the best product quality and higher level 
of customer service based on honesty and trust.’ 
In order to generate and maintain higher level of 
technical advance and provide our differentiated 
customer service, we invest in our employees 
to study the latest technologies in water-meter 
industry worldwide and apply them to upgrade our 
product quality, or to develop technically enhanced 
products.

Certificate & Patent

· ISO9001
· KC (Korea Certification)
· Green Certificate
· CE Certification 
· Letter of a Patent
  (Watermeter / Telemetering device)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Anti-Freeze Parts Series / Lower Body / Reducing
  Gear holder)

Product & Technology
“Eco-friendly water meter supplier”

1) WATER METER
   · Multi-jet Wet / Dry Dial Meter
   · Backflow Water Meter
   · Freeze Preventive Water Meter
   · Multi-Jet Digital Water Meter
   · Single-jet Dry / Single-jet Digital Water Meter

2) Water Meter Parts
   · Pressure Reducing Valve
   · Water Meter Box
   · Freeze Preventive Protection Cover
   · Anti-Free Water Hydrant

CHUNGHO’s reliability and durability in operation 
of water meter are our key components in making 
our products competitive in the market. In order for 
us to be profession in water meter industry and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our valuable customers, 
we keep monitor the current market and study the 
innovative technology.  

Product Description
Chungho is driven by continuous technical 
improvement and management innovation.

1. One Stop For All 
From importing raw materials to selling them 
to end-users, we have established whole 
product ion process, including extrusion 
machine and Assembly facilities and water test 
equipment.

2. Technical Advance in Anti - Freeze Water Parts
Making an ice-proofing water meter is one of 
our main focuses and we have been studying 
to enhance our products to be workable even 
in cold weathers, and we successfully made a 
couple of reliable products for the market to be 
used.

3. Eco-friendly and Long-term Products
We use stainless water meter body that 
contains no harmful substances affecting the 
water quality. So, end users can utilize them for 
long-term period of the time with trust.

조립기계 및
조립생산라인

완비

내갑 부속품
사출금형보유

계량기 외갑
주물금형 보유

수도계량기
검수시설 완비

전과정 자체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2) 계량기 부속품

˙감압밸브

˙계량기보호통

˙동파보호커버

˙동파방지부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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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시험 / 연구사업단

에코스마트상수도
시스템개발사업단 Ⅱ(고려대학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GBEST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orea Testing Laboratory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orea Testing Certification 

K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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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단 | GBEST

President 최승일 | Suing-il, Choi

Add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번지 고려대학교 R&D센터(녹지) 239호 | (136-701) R&D Center,

      Green Campus Building,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3290-3976 / 044-860-1922 / 010-9596-7629    FAX 02-928-7430    

Web http://ecogbestcenter.org    E-mail twpo@nate.com

  본 사업단은 환경부에서 발주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

하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일류수준 환

경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단 PhaseⅡ의 연구기

간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57개월)이며, 정부지원금 

약 510억원, 민간부담금 약 18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총괄 유치기관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사업단장은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입니다.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ET/IT/NT 융

합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체들이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상

수도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 관련 토탈 솔루션 기술을 확보

하고, 해외 물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

업단 운영을 통하여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효과적인 물 인프라 관리 기술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첨단지능형 막여과 기술

˙해외 진출형 나노막 (NF)/저압역삼투막 (LPRO)기반 고도정수

   처리 장비개발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막 기반 융·복합 기술

정수처리 플랜트 기술

˙저에너지  분산모듈형 정수장치 및 원격제어 솔루션 개발

˙오염물질 저감 맞춤형 정수시설 및 지능형 운영 장비 개발

˙기후 변화 대응 고효율 응집/침전 및 응집/부상 시스템 개발

˙유틸리티 기반 상수도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능형 상수관망

˙상수관망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및 운영 모의 시뮬레이터 개발

˙정보통신(ICT)/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상수관망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상수관망 진단 및 유지관리 장비 개발

세계시장 지향형 상수도 기계장치

˙상수도 지하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치 개발

˙고강도 상수관 및 누수감지장치 개발

˙맞춤형 저에너지 활성탄 재생 (Re-activation) 장치 개발

˙관망해석을 위한 다기능(유량, 온도, 압력) 지능형 계측시스템

   개발 

˙수출집중형 소규모 정수장치 패키지 개발 및 실증화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국내 TEST-BED 시공 및 적용 예정 기술

1. 부산TB(회동수원지 파일럿플랜트)

˙막여과 및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 고도화 기술

˙맞춤형 정수시설 및 지능형 운영장비

˙유틸리티 기반 상수도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및 모니터링

   기술 등

2. 서울TB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막 기반 융복함 기술

˙막 손상/노후막 진단 기술 및 장치

˙고효율 일체형 응집/침전 시스템, 고속응집/부상시스템

˙유틸리티 기반 상수도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및 모니터링 기술

 GBEST is a part of outstanding Global-Top R&D 
project ordered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MoE), 
and has a goal for a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 
and an export industrializa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best environmental technology.

 The project group for the eco-smart waterworks 
system development has a goal to procure a 
total solution technology in relation to the overal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aterwork project 
by domestic companies from the water source 
to the customers based on ET/IT/NT integrated 
technology and to advance to the oversea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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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 Technology

Membrane water treatment system
· Development of Nanofiltration (NF) / Low Pressure

Reverse Osmosis (LPRO) Based Advanced Water 
Treatment Equipment for Overseas Expansion

· Membrane based convergence technology for 
advanced maintenance

More efficient advanced water treatment
· Development of energy saving distributed module 

type water purification system with remote control
· Development of customized water treatment 

system for contaminant reduction and intelligent 
operating equipment

· The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coagulation/
sedimentation and coagulation/floatation system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  Uti l i ty-based technologies for energy and
performance efficiency in water supply

Intelligent water distribution network
·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Operat ion

Management Solution and a Virtual Operation 
Simulator for Water Supply Networks

·  Development of Smart 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based on ICT/IoT

·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diagnosis and 
maintenance in water distribution system

Instrument &equipment for water 
infrastructures
· Development of equipments for improving the 

safety of underground waterworks facilities
· HIgh-Strength PVC pipe system and Leak-

Detector Development
· Development of Customized low energy Activated

Carbon re-activation technology
· Intelligent multi-parameter(flow, temperature, 

pressure) metering system for pipe network
· Development of Small-scale Water Treatment 

Package for Global Market

Performance

Expected Domestic Test-Bed and its 
Technologies applied

1. Busan TB
· Advanced Technology of membrane and 

intelligent water supply system
· Customized water treatment system and

intelligent operating equipment
· Utility-based technologies for energy and

performance efficiency in water supply 

2. Seoul TB
· Membrane based convergence technology for
advanced maintenance

· Device and diagnosis technology for developing
membrane damage/aging

·  High efficiency monolithic coagulation /  
  sedimentation system and rapid coagulation/
  flotation system 

·  Utility-based technologies for energy and
performance efficiency in water supply

GBEST

<기술개발 예상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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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변종립 | JONGRIP BYUN 

Add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13810) 98 Gyoyukwon-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2-2164-0011(과천본원), 02-2092-3817(과천시험실), 052-220-3128(울산시험실)

FAX 02-2634-1008    Web www.ktr.or.kr    E-mail yjb79@ktr.or.kr

KTR(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a testing, 
certification and technical consulting organization, 
specialized in all areas of industries including 
chemical & environmental, parts & materials,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automobiles & 
shipbuilding, electrical & electronics, medical 
devices and health care & convergence industries.

KTR (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is 
accredi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s sanitary 
safety inspection institute, from May 26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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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n opt imum par tner  support ing 
enterprise’s overseas expansion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over 130 organizations from 30 
countries in the world.

Main Business

An organization specialized in key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steel and nuclear
power plants

˙Carrying out international ship classification for

DNV, ABS, BV and KR

˙Evaluating performance Anti-corrosion, PSPC,

BWMS_G9 analysis of IMO

Chemical ∙ Environmental

˙REACH, K-REACH Consulting

˙Precise chemicals: Analyzing internationally

regulated materials

˙Cosmetic: Quality testing, Analyses of harmful

materials

˙Environmental safety: Analyzing water, Soil,

Asbestos and Atmosphere

Reliability
Endurance evaluation of chemical parts and
materials/cause analysis of failure

Energy·Convergence
Testing,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performance 
to procure competitiveness of climate change and 
new regeneration energy.

Technical consulting
Techn i ca l  consu l t i ng  i nc l ud i ng  p rocess
improvement and patent technology evaluation.

Contact us

˙Test reception and requirement - Customer

service center: +82-02-2164-0011

˙Gwacheon laboratory: +82-02-2092-3817

˙Ulsan laboratory: +82-052-220-3128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은 1969년에 설립되어 화학환

경, 부품소재, 토목건축, 자동차조선, 전기전자, 의료기기, 헬스케

어, 융합산업 등 산업 전 분야 시험인증 및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R은「수도법」제14조 제16항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

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4항에 따라 환경부

로부터 2011년 5월 26일부터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수도용 자재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KTR은 전 세계 30여개국 130여개 기관과의 업무제휴로 기업

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주요 사업
조선, 철강, 원전 등 기간산업 분야의 전문시험평가기관

˙국제선급기관지정(DNV, LR, ABS 등), 부식 및 방식 성능평가

˙BWMS, PSPC IMO형식승인 및 관련 평가

화학·환경 분야 시험인증

˙화평법, 화관법 대응 컨설팅

˙정밀화학 : 국제 환경규제물질 분석, 화학물질 조성분석

˙화장품 : 품질검사, 성분분석, 유해물질 분석

˙환경안전 : 수질, 토양, 폐기물, 석면, 대기분석

신뢰성

화학소재 및 금속 등의 부품, 소재의 내구성 평가 및 고장 원인 

분석

에너지˙융합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평가, 

인증 수행

기술 컨설팅

특허 기술성 평가 및 공정개선 등의 전문적인 기술컨설팅 제공

수도용자재 시험인증사업 안내
KTR은 수도용 자재의 시험인증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접수 및 시험문의

˙고객서비스본부 02-2164-0011 

˙과천청사 02-2092-3817 / 울산청사 052-220-3128 

업무 포트폴리오
Business Portfolio



236  237

P
ipe

 W
ater Tank, C

oating,
P

rotection B
ox 

Valve, A
ctuator, P

um
p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M
easurem

ent,
A

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
uthority, 

P
ublic Institution

O
verseas Exhibition H

all &
 

O
ther booth

Research Institute F-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orea Testing Laboratory

President 이원복 | Yon Bok Lee

Add (52-58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52-582) 10, Chungui-ro, Jinju-si, Gyeongsangnam-do, Rep. of Korea

TEL 031-500-0471    Web http//www.ktl.re.kr    E-mail leejt@ktl.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 (FIC)로 

설립된 이래 지난 45여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향상을 위하

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 획득지원에 주력하면서 전

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안전성검사와 전자파시험을 통해 전자제

품의 유해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설비에 대한 기술감리, 계측기의 교정, 환경기술평

가, 의료기기검사 등 다양한 시험평가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기

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KTL은 3G휴대폰을 비롯하여 LED조명기기, RFID, 신재생

에너지평가,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제품 등의 시험인증을 선도하

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 :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주요 내용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

(http://www.kctap.or.kr 참조)

위생안전기준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주요 내용 : 일반항목 13종, 유해금속 11종, 유해유기화합물

20종에 대한 허용 한계치 규정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관련 법령 : 수도법 제14조 제7항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 번호 : 제 4 호

˙지정 일자 : 2012년 5월 25일

위생안전기준 검사업무 담당부서

˙시스템융합본부 재료기술센터

˙담당자 : 이준태 책임연구원 (031-500-0471, leejt@ktl.re.kr)

조민희 연구원 (031-500-0467, cm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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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 ication service to facil 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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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pmen t  by  enhanc 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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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 진주 본원 기관전경사진(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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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1-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President 김경식 | Kim, kyung sik

Add (153-8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153-803) 199, Gasandigital1-ro, Geumchon-gu, Seoul, Korea

TEL 02-2102-2592    FAX 02-855-1802    Web http://www.kcl.re.kr    E-mail 170wsm@kcl.re.kr

지난 2010년 7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

구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CL은 반세기 가까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재

료, 생활용품, 에너지, 환경, 안전,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서 시험·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등 높은 기술

력이 요구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동, 중국, 몽골등

의 국가와의 인증 협력 추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CL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단순 시험·분석

부터 고도 기술 분야까지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해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및 특허

˙한국산업규격 (KS) 지정심사기관 (기술표준원) (1998.07.24)

˙KOLAS 시험, 검사, 교정기관 (한국인정기구) (2007.07.03)

˙KOLAS 교육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한국인정기구)   

   (1998.05.2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국립환경과학원)(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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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008.07.08)

˙토양오염조사전문기관 (한강유역환경청) (2011.12.29)

주요 제품 및 기술

˙수도용 기자재 분야 : 수도용 파이프, 밸브, 펌프, 수도꼭지, 

   표층용재료에 대한   환경위생성 시험

˙먹는물/수질 분야 : 지하수, 제품수, 수돗물, 하천수, 호소수,

  폐수, 학교정수기,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업용수, 저수조

   수질시험

˙정수기성능/의료용물질생성기 분야 : 정수기성능검사, 유효

   정수량검사, 소재용   출시험, 필터재질검사

˙토양/폐기물분야 :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밀조사, 지정

   폐기물조사

˙수처리제분야 : 활성탄 및 수처리제 (PAC) 성능평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분야 : 합성세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Eco-friendly분야 : 실내환경, 공산품안전, 보건 및 위생, 관련

   분야 교육 및 컨설팅

주요 공사 및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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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ed by the merger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terials (KICM) and Korea 
environment & Merchandise Testing Institute 
(KEMTI) on 8th July 2010,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KCL) is the best testing and 
certification organization in Korea tha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the safety of consumers.

KCL i s  p rov id ing  tes t ing  and inspect ion 
services for construction materials, consumer 
products, energy and environment, safety, bio & 
nanotechnology, medical devices, etc., which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past half a century. 
Moreover, KCL is enhancing high technical 
skill businesses, such as establishing test and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through analysis in the 
areas of listed above, while accelerating foreign 
market entry by mutual recognition projects of 
test certificates with the Middle East, China and 
Mongolia.

KCL will strengthen its capability in order to 
provide one-stop services from basic testing and 
analysis to advanced testing technology, and will 
be reborn as a global leader in the testing and 
certification industry through customer-satisfying 

management. 

Certificate & 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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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if ier performance test, Waste analysis, 
Drinking water test, soil contamination test 
institute (Nation-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Product &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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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 i f ier  Performance/Medicinal 
Substance-producing Equipment Testing/
Inspection : All water purifiers manufactured, 
imported and sold     domestically

· Soaps and detergents : Analyzing harmful 
components in artificial turf filler and the chemical 
components of soaps and detergents

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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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산옥외폭로시험장 Outdoor Exposure Testing Site (Se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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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국가대표 시험인증기관"

 KTC는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시험ㆍ인증, 국민안전, 기업

지원, 해외인증, 연구개발, 지역특화 등 모든 산업영역에서 기업

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대표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입니다.

 우리산업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한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 창

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KTC는 해외

인증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전략을 지원하

는 글로벌 No.1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

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시험서비스 처리시간 

단축과 공신력 확보를 통하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으

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태동에 본격 대비하여 고객여려

분과 함께 미래의 꿈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주요업무 소개

˙화학분야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시험ㆍ검사 /

수질분석시험 / 환경규제물질분석 / 실내공기질 환경분석 / 

자동차용품 품질 및 성능시험 / 환경규제물질분석 / 공산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검사

˙계량분야 : 법정계량기 18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 수행 / 

계량기 신뢰성 시험 / 계량기 성능시험 / 계측기기 교정 / 

법정계량분야 국제협력업무

˙기계분야 : 기계요소 / 부품소재 / 배관자재 / PM평가 / 

   유체기계 및 냉동공조기기 평가

˙신재생에너지분야 : 태양광모듈 / 배터리 / 

   태양광인버터 시험평가

˙연구개발 : 연구개발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시험인증 사업
시험범위 

  - 관류, 밸브류, 유량계 (수도미터 포함), 펌프 등 일반수도용 제품

  - 급수설비 및 말단급수설비 (수도꼭지)

- 표층용 재료 (용제 포함 및 용제 미포함)

- 절수부속, 수도용 보호통 등 기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밸브 및 펌프류의 적합성인증평가 

접수 및 시험문의

고객지원센터 : 031-428-3775, 3724

화학분석센터 : 031-428-3814

Korea Test ing Cert i f icat ion(KTC) has been 
dedicated to enhancing safety and quality of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having up-to-
date technology accumulated so far along with the 
cutting-edge facilities equipped with high capability 
and properties, ever since its inception in 1970 as 
a National Official Professional Testing Research 
Institute.

The 21C ask us to remind saying "Future come 
into a person´s possession who prepare for it". 
In line with market liberalization, KTC has been 
building close relations with overseas certification 
agencies.

It has also obtained accreditation as a Certification 
Body Testing Laboratory (CBTL) and National 
Certification Body (NCB) from IECEE in the field of 
LlTE, HOUS, TRON, OFF and EMC. We appreciate 
your continuous support and encourage you to 
contact us if we can be of service.

We are always close by you at your service as 
handymen to assist you for the sake of clients 
and for the safety improvement of electrical 
products and its environment, and ask your 
encouragements and interests.

Status of acquiring
Certification / Technology

Main tests

· Safety certification : Pressure cookers for home use, 
 water play equipment, children’s play equipment
· Voluntary safety compliance verification : Anti-freeze,
   household chemicals, adhesives, automobile brake fluid,   
   tricycles for children, bicycles, toys, batteries, hot packs, etc.

· Supplier conformity confirmation: Flexible polyvinyl chloride 
  hoses, children’s accessories, motor boats, walking canes,  
   leather products, textile products for home use, etc
· Safe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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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Research Institute F-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orea Testing Certification 

President 송유종 | Yoojong Song

Add (435-862)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15번길 74 

      (435-862) 74, 115 beon-gil LS-ro, Gunpo-city, Gyeonggi-do

TEL 031-428-3800    FAX 031-455-7365    Web www.ktc.re.kr    E-mail jshan@ktc.re.kr

Loc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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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1986년에 창립한 이후, 먹는물 (수돗물,

지하수, 먹는샘물)을 비롯한 수도용 기자재 용출검사, 수처리

제 품질검사, 수질, 토양, 폐기물, 석면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

친 시험분석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민간환경분야의 최고가 되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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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서 국제적 KOLAS인증 기관으로 손색없는 수준과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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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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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Institute F-1-5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 KEWI(Korea Enviroment & Water Works Institute)

President 김정근 | Jung-Geun Kim 

Add (150-106)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150-106) 29, Yangpyeong-ro 28sa-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Web http://www.kewi.re.kr    E-mail kewi@kew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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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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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of acquiring

Certification/ Technology

Water quality analysis

˙Drinking Water (tap water, groundwater, bottled

water)

˙Sewage and wastewater, leachate

˙Lakes and marshes, rivers

İndustr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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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s and marshes, rivers

Environmental products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s and

system components

˙Acidic t reatment chemic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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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drinking 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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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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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정부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7 대한민국물산업기술대전 우수기술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The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Water Authority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Waterworks Headquarters Ulsan Metropolitan City

Winner of 2017 Korea Water Technologies Competition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water

Korea Water Cluster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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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10-1

세계가 인정한 안전식품! 미네랄이 살아있는 건강식품!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1908년 9월 국내 최초로 뚝도정수장을 준공, 서울 시민에게 수돗
물을 공급한 지 올해로 109년이 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
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음용수로 확고히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년 10월 국내 최초로 ISO22000 (식품안
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지속적이고 위생적으로 안전
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였으
며, 아울러 노후 수도관 97.7% 교체를 완료하였고,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수준 이상의 170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에 더
하여 '15년 6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서울시 전역에 고도
정수된 수돗물을 100% 공급하는 등 천만 서울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세
계 수질전문 검사기관인 NSF로부터 수질 안전성을 인증 받은 바 
있으며, '09년 UN으로부터 수질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인
정받아 'UN공공행정 대상' 수상, '10년 세계물협회의 '글로벌 물산
업혁신상' 수상, '10년 지식경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제비지니스상' 수상, '16년 11월 제9회 SBS 물환경 대상' 수달상'
수상 등 아리수의 품질과 혁신적 경영성과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
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상수
도의 해외 진출을 부단히 노력한 결과 페루 찬찬마요시 및 베트남 
도시에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우수한 
상수도 기술의 해외전파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외진
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가뭄 및 지진 등 
재난지역에 아리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쓰촨
성 지진 피해지역, 동일본 지진 피해지역 등에 대해서도 아리수를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에게 인정받는 안전한 먹거리 아리수 구
현과 세계로 진출하는 아리수'를 비전으로 완벽한 상수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적된 우수한 기술의 해외 전파를 통해 미래를 향한 상
수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생산시설 : 정수장 6개소, 취수장 4개소

˙생산능력 : 고도정수 357만㎥/일 (총445만㎥/일)

˙생산량 : 일평균318만㎥/일, 최대350만㎥

급수시설

˙상수도관 : 13,649㎞  ˙배수지 : 101개소, 242만㎥

˙가압장 : 207개소 ˙급수전 : 2,156천전

주요 추진사업 소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 '07년부터 시작하여' 16년까지 305,560
    가구에 1,109억원 지원, '17년에는 40,000가구에 196억원 지원계획

˙노후 상수도관 정비 ⇒ '16년까지 13,339㎞ 정비완료
   (전체13,649㎞의97.7%),' 17년에는 89㎞를 정비하여  '20년까지
   100% 정비완료 계획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 ⇒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
  결급수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16년까지 103개 단지 전

  환완료,' 17년에는 110개 단지를 전환할 계획임

˙배수지 신설·확충 추진 ⇒'30년까지 신설 6개소 (25,800㎥),
    확충 5개소 (31,400㎥)를 추진할 계획임

꼼꼼한 수질관리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아리수
İSO22000 국제인증 지속 유지관리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위해요소 관리포인트(CCP) 강화 정비 및 HACCP 조기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체계화할 계획임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 ⇒ '16년부터 33개 지점 
   (상수원28,취수원5)에 대한 수질검사 (상수원29, 취수원147)를 실 
   시, 생물경보시스템 활용 실시간 오염물질 다중감시 및 취수원
   실시간 자동수질감시 (페놀등8항목)를 실시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냄새 저감 추진 ⇒ 서울시 전역 균등
  한 잔류염소 농도 (0.1~0.3mg/L) 유지, 장거리 배수지 '염소
   분산투입시설' 운영으로 잔류염소 균등화

˙찾아가는 수질검사,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16년 26만
  가구 실시,' 17년에는 30만 가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
   항목은 5개 항목 (탁도,철,구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임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아리수 신뢰향상

˙친환경 녹색 정수장 조성 ⇒ 수변공원 (생태연못,계류등), 
   녹지 (수목 및 초화 식재 등) 조성, '16년에 구의정수장에 조
   성완료, ' 17년에는 영등포 및 뚝도정수장에 조성할 계획임

˙아리수 음수대 설치 ⇒ '06년부터 학교 아리수 음수대 
   18,903대, 공원·둘레길 야외 음수대, 국·공립 유치원 
  캐릭터 음수대를 설치했으며,' 17년에는 학교 아리수 음수
   대 1,950대, 공원·둘레길 음수대 30대, 국·공립 유치원
  캐릭터 음수대 100대를 설치할 계획임

˙시민불편 최소화,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 ⇒ 주요 불편민원
   (옥내누수진단,누수요금감면,급수불편해소등)의 선제적 처리
   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른 불편민원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서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 구축

˙체계 최고의 유수율 관리 ⇒ '16년 유수율 95.5%, '17년 95.8%
  를 목표로 추진하고 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22년까지 97%
 달성할 계획 (도쿄95.9%,파리91.4%)

˙수도사업 해외 진출 추진 ⇒ 페루 찬찬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베트남 도시 식수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17년에도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 등 민·관협력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The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ident 박원순 | Won-Soon Park 

Add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120-030) 51, Seosomin-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02-3146-1211    Web arisu.seoul.go.kr    E-mail 24843@seoul.go.kr

Safe food acknowledged by the world! Healthy food 
alive with mineral! Arisu, the tap water  of Seoul
‘Arisu’, the tap water of Seoul, which has 109 years 
this year since supplying the tap water to citizens of 
Seoul after completion Ttukdo Purification Plant first in 
Korea in September 1908, is firmly taking its position 
as drinking water boasting its excellent quality in world 
top-class level. In particular, Seoul city perfectly has 
built a system to continuously and hygienically produce/
supply safe tap water by acquiring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certificate first 
in Korea in October 2016, and is supplying healthy and 
safe tap water to citizens of Seoul by replacing old water 
mains in 97.7%, and supplying 100% of highly purified 
tap water after thorough water quality management 
in 170 items with above level of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ation and completing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y in June 2015. ‘Arisu’, the tap 
water of Seoul, is acknowledged with its world class level 
in home and abroad for the quality of Arisu and innovative 
management results, such as receiving certification of 
water quality from NSF, a professional world water quality 
inspection institute, and awarded with ‘Grand Prize of 
UN Public Administration’ for reliability in water quality 
management service from UN in 2009, ‘International 
Business Prize’ with quality increase of public service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in 2010, and ‘SUDAL 
Prize’, grand prize of the 9th SBS Water Environment 
Award‘ in November 2016. Also Seoul city achieved the 
result to promote tap water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in Chanchanmayo city in Peru and cities in Vietnam as a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for tap water‘s advancement 
to overseas, and is continuously expanding its efforts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its excellent tap water 
technology to overseas as well as increas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times to come Seoul city plans 
to do our best in building a perfect tap water infra with a 
vision of Arisu realizing a safe eatery acknowledged and 
sympathized by citizens and advancing to the world, and 
securing tap water competitiveness toward future through 
dissemination of our accumulated excellent technology to 
overseas.

Production facility
˙Production facility : 6 purification centers, 4 intake plants

˙Capacity: Advanced water treatment 3.57 million ㎥
                /day (Total of 4.45 million ㎥/day)

˙Output : Daily average 3.18 million ㎥/day, 
                  maximum 3.5 million ㎥/day

Water Supply Facility
˙Tap water pipe: 13,649㎞˙Water reservoir: 101, 2.42 million ㎥

˙Pressure plant: 207        ̇ Faucet: 2,156,000

Introduction of Major Promotion Projects
Compose a water supply environment for safe drinking

˙Support replacement of old internal water supply pipe 
  ⇒ Plans to support 110.9 billion won to 305,560
    households until 2016, and 19.6 billion won to 40,000  
    households in 2017, starting from 2007

˙Refurbish old tap water pipe ⇒ Plans to finish
  13,339㎞ until 2016 (97.7% of entire 13,649㎞), 
   and 100% until 2020 after refurbishing 89㎞ in 2017.

˙Promote direct water supply to high-rise apartment
   ⇒ As a project to improve from tank-supply type to
   pressurized direct water supply type, it plans to convert 
   103 complexes until 2016, and 110 in 2017.

˙Newly construct/expand water reservoir ⇒ Plans to newly 
   construct 6 (25,800㎥), expand 5 (31,400㎥) until 2030.

Arisu with meticulous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abundant mineral
˙Continuous maintenance of ISO22000 International 
  certificate ⇒ Plans to systematize personnel 

training for Strengthening and refurbishing of risky 
factors management point (CCP) i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arly settlement of HACCP.

˙Preemp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from raw
   water to faucets ⇒ Execute water examination (Water 

source 28, intake source 147) for 33 points (Water 
source 28, intake source 5) from 2017, execute real-
time contaminants multiple surveillance and intake 
source real-time automatic water surveillance (8 
items, like phenol) using bio-monitoring system.
Ṙeduce disinfection smell in faucets ⇒ Maintain 
even residual chlorine concentration (0.1~0.3mg/
L) in entire Seoul area, equalize residual chlorine with 
operation of long distance water reservoir ‘chlorine 
dispersion input facilities’.
V̇isiting water examination , Arisu quality checking

  system ⇒ Execute 260,000 households in 2016, 
5 examination items (turbidity, iron, copper, residual 
chlorine, hydrogen, ion concentration) with plan to 
execute 300,000 households in 2017.

Increase Arisu reliability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citizens
* Compose eco-friendly green purification plant ⇒ Plans

to compose waterside parks (eco pond, mooring), 
green place (trees and flowers planting), complete 
composition of Gueui purification plant in 2016, and 
Ttukdo and Yeongdeungpo purification plants in 2017.
Ėstablish Arisu drinking fountain ⇒ Established 18,903
Arisu drinking fountains at schools, parks, dulle-gil 
outdoor drinking fountains, national/public kindergarten 
character drinking fountains from 2016, and in 2017 
plans to establish 1,950 Arisu drinking fountains at 
schools, 30 at parks, dulle-gil drinking fountains, and 
100 character drinking fountains at national/public 
kindergartens.
Ṁinimize inconvenience of citizens, promote Arisu total 

  service ⇒ Preemptively deal with major inconvenience 
civil appeals (Indoor leakage diagnosis, leakage fees 
reduction, resolving water supply inconvenience), and 
continuously promote the service that generally solves 
other additional inconvenience civil appeals.

Buil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Ẇorld best water flow rate management ⇒ Promote

    targeting 95.5% in 2016, and 95.8% in 2017, and plan 
    to achieve 97% (Tokyo 95.9%, Paris 91.4%).

Ṗromote advancement of tap water project to overseas   
    ⇒ Promoted drinking water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in cities in Vietnam, Chanchanmayo city in Peru, and 
plans to continuously promote Brunei PMB islands infra 
development consulting project.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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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water of Busan tap water, Busan-type 
water welfare along with citizens, is realized by 
Busan Waterworks.
Waterworks in Busan Metropolitan City is the first 
waterworks in Korea. A water catchment (natural filtering 
device),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wateworks in Busan, was installed in the Bosu Stream 
in 1895 and started to supply water to 70 common taps 
through Daecheong-dong water distribution reservoir. 
Geographically located downstream of Nakdong River, 
94% of upstream water supply relied on surface water 
from Nakdong River. Therefore, the quality of natural water 
is worse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Due to this reason, 
we established an advanced water-purification facility for 
processing ozone and filtering active carbon particles to 
supply clean and safe tap water, and is realizing Busan-
type “pure time‘ of water welfare.

Certificates and status of acquisition
˙2003 & 2005 Virus and Protozoon Test Institution
˙2004 International Certificate Test Institution
˙2007 Proxy Agent for Accuracy Inspection of

Environment Measurement Devices
˙2009 Norovirus Investigating Organization
˙2009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rection

Institution (Measurement Device Test Center)
˙2011: Excellent Test Organization for Quality 
   Management 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Quality Research Center)
˙2015: Acquired Bottled ‘Pure Water 365’ NSF (U.S.
    International Hygiene Foundation) Quality Certificate
˙2016: Selected best grade in local public company
    management assessment
    Awarded Presidential Institution Prize for the merit of
    developing local public company
    Awarded Grand Prize in Korea‘s Top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Acquir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KOSHA 18001)

Basic Goals and Direction of Proceedings
Basic goals
Realize pure time of citizens water welfare
Direction of proceedings
Management innovation, technology innovation, win-win 
cooperation
˙Settle a culture for citizens in person to experience
    drinking tap water
˙Compose safe and efficient supply environment
˙Establish organization paradigm
˙Prepare tap water future growth engine

Current status of water supply

Pride of Busan Waterworks
The first waterworks in Korea
A natural filtering device was installed in Bosu Stream, the 
foundation of the waterworks, in Busan in 1895, and started 
to supply water in 70 common taps through water distribution 
reservoir in Daecheong-dong.
Advanced Water-Purification Plant
In order to process taste, smell or sub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be processed with normal water-purifying devices, the 
facility of processing ozone and active carbon particles was 
established by producing and supplying highly purified water. 
The Hwamyeong water-purifying, was constructed in February 
1989 as the first advanced water-purifying facility in Korea.
Pure Water 365: Bottled Tap Water
In order to PR safety and excellence of ‘Pure 365’, highly 
purified tap water has been bottled since 1999, supplying 
it to various events held by public organizations and social 
groups for free. First Measurement Device Test Center 
(KOLAS) in Korea. It is best water quality research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equipped with over 400 types 
of advanced water quality analysis devices, in Korea. 
It improves the reputation of the waterworks research 
institution, both in home and abroad, including how it‘s 
recognition as a drinkable water quality test institution in 
1998; national certified test institution in 2004; virus and 
protozoan test institution in 2003 and 2005; proxy agent 
for accuracy inspection of environment measurement 
devices in 2007; Norovirus investigation institution in 
2009 and the excellent test organization for the quality 
management 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 
drinkable water.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s Best Water Quality Research Institution
As the best water quality research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 Korea since establishment in 1991, The 
Water Quality Research Institute is equipped with over 
400 types of advanced water quality analysis devices 
securing safety of tap water for citizens in Busan as well 
as operation water-quality related researches. 
Starting as a designated drinkable water quality test 
institution in 1998, we were also 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 certified test institution in 2004, virus/
protozoan test institution in 2003 and 2005; proxy agent 
for accuracy inspection of environment measurement 
devices in 2007 and Norovirus investigation institution 
in 2009. We are raising not only our international public 
confidence but also standing as an waterworks research 
institution, being acknowledged as an excellent test 
institution for drinkable water degree management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lso has 
built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by opening 
’Trace Substance Analysis Center’ in 2012, and ‘Water 
Distribution/Supply Water Research Center’ in 2013.  
Korea‘s Biggest Seawater Desalination Facility
The seawater desalination facility was constructed in the 
reserve osmosis concentration method for producing tap 
water by using seawater around Daebyeon-ri, Gijang-gun 
in order to supply fresh natural water and diversify the water 
supply source. It is the biggest size in Korea and in the world 
for a single process and is going to selectively supply water 
around Gijang-gun after producing 45,000㎥ a day.
Realize “Pure Time” for Busan-type Water Welfare
In order to prepare environment for safely drinking of high-
quality tap water and PR excellence and safety of tap 
water, we are opening “pure time” of Busan-type water 
welfare along with citizens, declaring the first year of Busan-
type water welfare, by expanding support of internal old 
pipe replacement, endoscope diagnosis of water main, 
making Busan without water tank, expanded distribution 
of citizens‘ multi-use drinking fountain, and operation of 
citizens evaluation group for citizens-centered sympathy/
communication.

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10-1

부산 상수도의 깨끗한 물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형 물복지, 부산상수도가
만들어갑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는 전국 최초의 상수도로 1895년 부산의 근대적 
상수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에 집수제언 (자연여과장치)
을 구축하여 대청동배수지를 통해 공용전 70개소에 급수를 시작
하였고, 지리적으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수 94%를 
낙동강 표류수 의존으로 타 시도 보다 원수수질이 어려운 여건
에서 전국 최초로 오존처리 및 입상활성탄 여과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부산형 물복지 "순수시대" 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획득 현황

˙2003, 2005 바이러스·원생동물 검사기관

˙2004      국제공인시험기관

˙200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2009      국제공인교정기관 (계량기 검사센터)

˙201 1       환경부 주관 정도관리 우수검사기관 (수질연구소)

˙2015       병입「순수365」NSF (미국국제위생재단) 품질인증 획득

˙201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상의 등급 선정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고객만족 경영부분 대상 수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취득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본목표  시민 물복지 순수시대 구현

추진방향
경영혁신, 기술혁신, 상생협력

˙시민이 체감하는 수돗물 직접음용문화 정착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환경 조성

˙조직 패러다임 정립

˙상수도 미래 성장 동력 마련

급수현황

부산 상수도의 자랑
전국 최초의 상수도
   1895년 부산의 근대적 상수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천에
자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대청동 배수지를 통해 공동 수도
70개소에 급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일반적인 정수처리로 제거하기 곤란한 맛, 냄새 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존과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도로 정수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1989년 2월 완공된 화명정수장의
오존시설은 전국 최초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입니다.

병에 넣은 수돗물“순수365" 공급

『순수365』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공공기관과 사회
단체의 각종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계량기 검사센터 한국인정기구 (KOLAS)로 인정 
 400여 종의 최첨단 수질분석장비를 갖춘 전국 최고의 수질연구·
검사기관으로 1998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2004년 국제공인
시험기관, 2003년과 2005년 바이러스·원생동물 검사기관, 
2007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년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2011년 환경부 주관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우수검사
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상수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전국 최고의 수질 연구기관 보유

 수질연구소는 1991년 발족된, 400여 종의 최첨단 수질분석장비
를 갖춘 전국 최고의 수질 연구·검사기관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1998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을 시작으로, 2004년 국제
공인시험기관, 2003년과 2005년 바이러스·원생동물 검사기관, 
2007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2009년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환경부 주관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 우수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공신력은 물론 
상수도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2012년 「미량물질 
분석센터」, 2013년 「배·급수 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수돗물의 
생산부터 보급까지 더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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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공급 예정이다.

부산형 물복지 "순수시대" 구현
 고품질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수돗물 

우수성 및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 확대와 
수도관 내시경 진단, 물탱크 없는 부산 만들기, 시민다중이용시설 
음수대 확대보급, 시민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시민평가단 운영 
등 부산형 물복지 원년 선포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형 

물복지 "순수시대" 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Busan Water Authority

President 김종철 | kim jong-chul

Ad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955, Jungang-daero, Busanjin-gu, Busan, Korea

TEL 051-669-4312    FAX 051-669-4319    Web http://water.busan.go.kr    E-mail scj4083@korea.kr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1인 1일

급수량(ℓ)

평균생산량(천㎡/일)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3,546,887 3,546,887 100% 307 1,089 1,017 72

Total
Population

Population
Supplied with

Water
Distribution

Rate

Water Supply
per Person
per Day(ℓ)

Average Production
(thousand㎡/day)

Total Water for
Living

Industrial
Water

3,546,887 3,546,887 100% 307 1,089 1,01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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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9월 1일 대구시 상·하

수도국에서 분리하여 상수도의 전문화를 위해 설치된 지방직

영기업으로, 6개 정수장에서 1일 154만톤의 수돗물 생산시설

을 갖추고 251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 수질 정보공개 서비스, 수(水)운영 종합

정보센터 구축,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시설 설치, 매곡·문산

정수장에 오존접촉 및 활성탄여과시설을 갖춘 고도정수처리시

설을 운영하는 등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

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

˙수질관리 강화        ˙음용률 제고

˙시설 개선              ̇ 신기술 개발

일반현황

˙조직 : 3부, 14사업소 
   (1관리소, 1연구소, 5정수사업소, 7지역사업소)

˙인력 : 정원 757명 / 현원 747명

급수 및 시설현황

˙급수인구 2,510천명, 보급률 99.9%, 1인 1일 급수량 310ℓ

˙시설용량 : 1,540천㎥/일 (고도정수처리 910천㎥/일)

주요 시책 소개
1. 수질관리 강화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원수 205→250개, 정수 200→270개

- 신물질 연구팀 (4명) 신설

˙수질감시 체계 강화

- 국가 (5개소) 및 지역  (1개소) 수질감시망 매일운영

- 조류경보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주1회→주2~3회)

- 상류지역 오염원 조사 및 오염 저감계획 수립

2. 음용률 제고

˙노후관 개량('16~'30)

- 대상 : 934㎞, 4,445억원 (상수도관 연장 : 7,887㎞)

- 추진 : 노후관 ('20까지 발생건) → 15년간 연차적 개량

˙수돗물 음용률 향상

-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 찾아가는 One-Stop 수질검사

- 모바일웹을 이용한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

- 옥내급수관 개량, 옥상물탱크 철거비용 지원

- 스마트 행복시티 시범사업 추진, 수돗물 음용률 조사 실시

- 수돗물 바로 마시기 홍보: 시음회, 수도시설 체험투어

3. 시설 개선

˙공급시설 확충

- 물산업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5~'18, 559억원)

- 수성의료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16~'17, 19억원)

- 비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확대: 8개마을, 159세대 (360명)

˙정수시설 정비

- 건물·구조물: 침전지, 여과지 등 32건(개량 33억원)

- 기전시설물: 펌프, 수배전반 등 86건(교체 61억원)

4. 신기술 개발

˙민·관 공동 신기술 개발사업 추진

- 환경신기술 획득: (주)파오와 협약 ('14.9)

 「주관주입을 이용한 오존정수처리공법 」('16.3)

- 막공정 기술 :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협약 ('14.8)

˙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활성화

- 신기술 자재 사용: AB-3P배관, SPOL배관, PPI배관

-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NEP 인증자재 사용

- 테스트베드 제공: 고도 (매곡·문산·공산), 

   표준 (고산·가창·죽곡)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President 김문수 | Mun-Su Kim 

Add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6-3 (이천동 439번지)

 6-3, Myeongdeok-ro 54-gil, Nam-gu, Daegu (439, Icheon-dong)

TEL 053-670-2173   FAX 053-670-2149   Web http://www.dgwater.go.kr   E-mail kyungmik@daegu.go.kr

Stable Supply of Fresh Water
The Waterworks business department in Daegu
Metropolitan City is a local, direct-management
company installed for their expertise in waterworks
and separating waterworks and sewerage in Daegu
on September 1, 1989. They are equipped with the 
facilities to produce 1.54 million tons of tap water a
day in six water-purifying facilities, thus producing the
best quality tap water, using scientific and systematic
water quality management, through a real-time water
qual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Furthermore, they
have established a comprehensive water ope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center, mastered the
installation of membrane filtration at the processing
facility in the Gongsan water purification plant, and
operate their advanced water-purifying facility—
equipped with contacting ozone and active carbon
filtering—at the Maegok and Munsan water-purification
plants, in order to supply fresh and clean tap water to
2.51 million citizens.

Basic Direction
· Reinforce quality management
· Improve drinking rate
· Improve facilities         · Develop new technology

General Situations
· Organization: 3 departments, 14 business teams

(1 management office, 1 research office, 5 water-
purifying business offices, and 7 local business offices)

· Personnel: 757 employees of quota(currently
747 employees)

Current Status of Water Supply and Facilities
· Population with water supply: 2,510 people,

distribution rate 99.9%, 310ℓof water distribution
per person per day

· Facility capacity: 1,540 thousand㎥/day (910 thousand
㎥/day for advanced water-purifying processes)

Introduction of Major Policies
1. Reinforce quality management
· Enlarge items to test water quality

- Natural water: 205→250 items, 200→270 items
- Install new substance research team (4 people)

· Reinforce system of water quality supervision
- Daily operation of water quality network in the

nation (5 offices) and in the regions (1 office)
- Reinforce tidal current alarming system and

monitoring (once a week→2 to 3 times per week)
- Establish plans for investigation of contaminants

in the upper stream and reduce contamination

2. Improve drinking rate
· Improve old pipe ('16 - '30)

- Target: 934km, 444. 5 bil l ion Won(enlarge
the waterworks pipe: 7,887km)

- Proceeding: Old pipe (occurrence up to '20)
→Annual improvement for 15 years

· Improve drinking rate of tap water
- Operate tap water safety confirmation system:

One-stop water quality test
- Provide water quality information in the use of

mobile web
-  Improve indoor  water-supp ly  p ipes and

suppor t  expenses  fo r  tea r ing  down the
rooftop water tank

- Proceed with demonstrative business for a
smart and happy city, and investigate the
drinking rate of tap water

-  Adver t i se  dr inkab le  tap water :  Dr ink ing
events, tours of the waterworks facility, etc.

3. Improve facilities
· Expand supply facility

- Construct industrial water-handling and
  - purifying facility of water industry cluster
    ('15-'18, 55.9 billion Won)
 - Construct waterworks for Suseong medical

district ('16-'17, 1.9 billion Won)
- Enlarge tap water supply in the non-water supplying

area: 8 villages, 159 households(360 people)
· Repair and maintain water-purifying facilities

- Building and structure: 32 cases, including
sedimentation basin and fi ltration basin(33
billion Won for improvement)

- Electricity generating facility: 86 cases,
including pump and incoming panel (61billion 
Won for replacement)

4.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 New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done

jointly by private and public sectors
- Verification of eco-new technology : Agree with
  PAOR CO.,Ltd ('14.9)
「 Ozone Treatment Method using Main Stream
    Diffuser」('16.3)
- Filtering technology : Agreed with Kolon

Industries, Inc.('14.8)
· Activate open innovation
  - Use new technology materials: AB-3P pipe,
    SPOL pipe, PPI pipe
  - Use NEP certified materials for new city and
    house development district
 - Provide test bed: Advanced(Maegok, Munsan, 
   and Gongsan), standard(Gosan, Gachang, and
    Jukgok)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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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대전 수돗물 It’s 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34년 판암정수장 설치와 함

께 근대적인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여, 지금은 송촌·월평·신

탄진·회덕정수장에서 1일 135만톤의 수돗물을 생산·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전 수돗물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210개 항목의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질 안전

성 국제공인 (美, UL) 인증, 전국 정수시설 평가 최우수기관 선

정,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수돗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국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은 수돗물이다.

경영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CLEAN WATER 2017 구현

˙투명한 행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1등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조직 및 인력

˙기구: 2부 10사업소/정원 333명

생산 및 급수시설

˙생산시설 총 용량: 135만㎥/일(정수장 4개소, 취수장 2개소)

˙평균 수돗물 생산량: 55.8만톤/일

˙상수도관 길이: 3,936km

주요 시책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구축

˙매년 약 50㎞이상의 노후관 개량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과학적인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로 유수율 93.67%이상 달성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맑고 깨끗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 및 수질관리 강화

˙인공식물섬·습지 조성, 수중폭기시설 가동으로 조류 사전

예방

˙24시간 수질감시시스템 운영 및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한층 고급화된 수돗물 공급

˙노후된 도수관로 이원화 추진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10.9㎞)

˙수도시설의 안전점검 생활화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시행)

최고품질「It’s 水」경쟁력 강화

˙계룡 ('94)·세종 ('11) 수돗물 공급 확대로 경영개선

˙수돗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간단 e납부 및 자동납부 추진으로 납부율 향상 도모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행복 실현

˙전직원 청렴교육·청렴서약 실천 및 클린해피콜 운영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

˙수돗물 현장설명회 및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Dae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President 정관성 | Gwan-Seong, Jeong 

Add (35278)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갈마동)

 (35278) 80, Singalma-ro 141beon-gil, Seogu, Daejeon

TEL 042-715-6114     FAX 042-715-6921     Web www.waterworks.daejeon.kr

대청댐 신탄진정수장

It’s Water: Reliable Tap Water in Daejeon

The Waterworks bus iness depar tment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stalled a Panam
water-purifying facility in 1934, started to supply
modernized waterworks, and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o produce and supply 1.35 million tons
a day in the Songchon, Wolpyeong, Sintanjin,
and Hoedeok water-purifying facilities.

Tap water in Daejeon is supplied to homes after
going through strict water quality tests with 210
items, as well as scientific systematic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is well recognized for
its superiority in Korea and abroad. This includes
an international certificate (USA, UL) of water
quality stability, Awarded national brand grand 
prize, a KOLAS certificate, and selection as the
best institution for managing tap water.

Management goals

İmplement Clean Water 2017 with Citizens

˙Become the best public company through
transparent administration and managerial
innovation

Organization and personnel

˙Organization: 2 departments, 10 business
offices, and 333 employees of quota

Water producing and distributing
facility
˙Total capacity of producing facility: 1.35 million

㎥/day(4 water-purifying facilities, 2 water-
processing facilities)

˙Average tap water produced: 0.558 million ton/
day

˙Length of water-supply pipe: 3,936km

Major Policies

Establish a water supply system for stable
supply of tap water

˙Provide safe tap water by improving
approximately 50km of old pipes annually

˙Achieve more than 93.67% of water flow rates
with operation of scientific leakage exploration
and network

˙Support expenses for improvement of old
indoor water-supply pipe (up to 1 million Won)

Acquire stable, fresh, and clean natural water, 
and reinforce water quality

˙Prevent tidal in advance by establishing artificial
plant islands and wetlands and operating a
submersible aerator facility

˙Operate water quality supervising system for
24 hours and perform complete water quality
tests

Produce and supply healthy and clean tap water

˙Adopt advanced water-purifying facility and
supply more advanced tap water

˙Proceed dual old conduct pipe (Jungni water-
processing facility↔Wolpyeong water-purifying

facility, 10.9km)

˙Carry out safety checks on waterworks
facility as a part of life routine (perform regular
inspections and safety diagnoses)

Reinforce competitiveness for the best quality,
It’s Water

˙I mprove management by expanding the tap
water supply in Gyeryong ('94) and Sejong ('11)

˙Advert ise wi th var ious media regard ing
improvement of tap water

˙Enhance payment rates by proceeding with
simple e-payment and automatic payment
processes

Realize citizen happiness with transparent
administration

˙Practice transparent education: Oath for employees
 and operate clean happy calls

˙Proceed with safety confirmations of tap water
systems by visiting residents

˙Operate the field briefing session for tap water
and operation processing team for civil complaints
in regard to water quality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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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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00 ton/day to 
each household, whose water supply rate reaches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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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and supply of clean and safe tap water of high 
quality 

Initiatives
˙Safe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raw·purified water to
    be prepared for changes in environment conditions

˙Advancement of the waterworks facilities to be the
    nation's best

˙Establishment of stable tap water supply service

İmprovement of the credibility of tap water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promote citizens living 
    convenience
 
General Information

Facility Status

Abundant water supply
Due to the total 68.82 million ton of effective storage 
capacity of dams for water (17.71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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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00㎡ 
since 2003..

Inspection of raw water quality of upstream of Dam
To prevent pollution of water source and to secure raw 
water with good quality, river water from the upstream 
of Dam is assessed with 24 items every month and 
79 items every quarter at different water source points 
and depths within the Dam.

The advanced-treated best tap water
The advanced water purification system completely 
eliminates materials that generate the unpleasant taste 
and smell of tap water after THMFP, chromaticity, 
ammonia nitrogen, phenol, benzene, toluene and 
pesticides to enable citizens to enjoy clean and tasty 
tap water. Hyoiya and Cheonsang water treatment 
plants are treating 270,000 tons and 280,000 tons 
of water daily respectively with the advanced water 
purification system.

Ozone (O3) treatment
The underwater trace organic substances (taste, odor, 
trihalomethane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tc.) and inorganic materials (color causing algae, 
manganese, etc.)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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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ct process management 
The advanced inspection system is 24-hour-a-day 
monitoring, recording, and adjusting the whole 
process of purification from the intake of raw water 
to the delivery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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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은 생명수라는 슬로
건 아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수돗물은 회야, 사연, 대곡, 대암 등 4개 
댐의 원수와 일부 낙동강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 하루 34만톤
씩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수질은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
구 기준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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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정책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추진과제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능력 향상

˙환경 여건 변화 대비 원·정수 관리 강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도 시설 선진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서비스 구축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시민 편의시책 추진

일반 현황

시설 현황

풍부한 상수원

풍부한 상수원

유효저수용량 총 6,882만톤 (회야댐 1,771 / 사연댐 1,951 / 대곡댐 

2,780 / 대암댐 379)의 식수댐이 있어 낙동강원수를 사용하지 않

고도 양질의 수돗물을 최소 6개월 동안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청정 

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댐상류 수원보호
회야·대곡댐 상류지역 모든 오·폐수는 정밀한 시스템에 의거 하

수차 집관로를 통하도록하여 근원적으로 수원으로의 유입을 차단

하고 그 외 오염원에 대하여는 인공습지(수초)를 통한 수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댐 주변 및 수중 환경정비, 불법어로행위 단속 

및 유류 유출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제훈련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댐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초(인공습지)를 2003년부터

173,000㎡ 규모로 조성하여 수질 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댐상류 원수 수질검사 
상수원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위하여 댐상류 

하천수는 매월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댐내 지점별,

수심별 7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된 최상의 수돗물

맛이나 냄새 유발물질, 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hential),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페놀, 벤젠, 톨루엔 및 각종 농

약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과학적인 정수

처리 시스템으로, 회야정수장 27만톤/일, 천상정수장 28만톤/일을 

고도정수 처리하고 있다.

오존(O3) 처리

오존의 강력한 산화(살균)력을 이용하여 수중의 미량 유기물질

(맛, 냄새, 트리할로메탄, 내분비 장애물질 등)과 무기물질(색도

유발, 조류, 망간 등)을 완전히 산화시키며, 또한 오존은 후속공

정 생물활성탄 흡착제거에 효율을 증대시키는 공정

엄격한 공정관리
원수유입부터 송수과정까지의 정수처리 전과정을 첨단 감시시

스템으로 24시간 감시·기록·조정하고 있다.

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10-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Waterworks Headquarters Ulsan Metropolitan City

President 김기현 | Gi-Hyeon Kim 

Add (449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당앞로 14-50

 (44926) 14-50, Dangap-ro, Beomseo-eup, Ulju-gun, Ulsan, Korea

TEL 052-229-5540    FAX 052-211-3286    Web http://water.ulsan.go.kr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총인구 급수인구  급수량
(천㎥/일)

보급률
(%)

유수율
(%)

1인 1일
급수량(ℓ)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455,352 1,195,761 445,441 1,173,964 343 98.2 90.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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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352 1,195,761 445,441 1,173,964 343 98.2 90.1 292

Water treatment plant Booster pumping
station Distribution reservoir

No. of
locations Scale No. of

locations Scale No. of
locations Scale Pipeline 

(km)

2 550,000㎥/
day 17 481,000㎥/

day 26 246,000㎥/
day 3,152대곡댐 천상정수장 전경 회야정수장 전경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개소 규모 개소 규모 개소 규모 관로(㎞)

2 550천㎥/일 17 481천㎥/일 26 246천㎥/일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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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목적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물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공공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기술발굴에서 판로확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K-water형 동반성장 지원체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

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WATER KOREA」연계시행으로 지역별 순회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폭넓은 참여유도 및 성과 확산

⇒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여

대회소개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은 K-water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술경진대회로서, 2008년 

On-line 수도기술경진대회로 시작하여 2013년 대한민국 수도

기술대전으로 변경,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으로 새롭게 발전하여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산업기술대전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환경부, 특광역시, 환경

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K-water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기술이 선정되고 있으며, 16년까지 기술응모 811건 중 77

건이 발굴되었고, 선정된 기술은 현장에 적용되어 원가절감 

및 수돗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8-1

주최 : K-water & 한국상하수도협회 (공동주최)

후원 : 환경부,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TEL 042-629-3714     FAX 042-629-3749     Web www.water.or.kr    E-mail hahajini@kwater.or.kr

Objective

˙To perform a leading role as a public organization 
for the policy of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water industry 

˙To make up the innovation system that new 
ideas and new technologies connected to the 
creation of added value by company’s partnership 
system which can support to forster and promote 

new technology

˙To multiply the outcome of the technologies 
competition and induce extensive participation 
of local companies by opening the ceremony at 
various cities with「WATER KOREA」Exhibition
⇒ Contribute to vitalize the economic activity  
    by strengthening the nat ional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creating jobs

Introduction

˙Korea Water-Industry Technologies Competition
is co-hosted by K-water, KWWA and sponsor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It started as On-line 
Water Competitive Exhibition in 2008, revamped 
to Korea Water Technologies Competition in 
2013 and changed to Korea Water-Industry 
Technologies Competition from this year.

˙The best technology is selected by a committee
consist of professional experts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local governmen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WWA and K-water. 
For a decade, among 811 technologies had 
registered, 77 cases were found until 2016. The 
selected technologies from the competition has 
adapted to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and 
contributed to cost dow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ap water.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구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기술 심사 #1 개식선언

우수기술 시상

우수기술 소개

우수기술 특별관리셉션 데스크

기술 심사 #2

우수기술 전시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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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6-1

한국환경공단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President 전병성 | Byung-Seong, Chun 

Add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내

      42 Hwangyeong-ro Seo-gu In-cheon

TEL 032-590-3715    Web http://www.keco.or.kr

Total Environment Services Provider

K eco, an affiliated agency under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is a leading environmental service 
provider managing entire fields of environment to 
make a healthy and clean environment in all areas 
including climate, air, water, soil, waste.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expertise, and
experiences accumulated for more than 30
years, all employees in K eco are striving to
implement each of the businesses including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 Sewerage
& Drainage Advancement Project to prevent
urban flood, Air and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K eco continuously develops new
businesses for improvement of people’s life in
virtue of constant change and innovation, also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K eco makes every effort to offer customer-
centered services as the first priority for public 
satisfaction and confidence and is working to 
create shared value as a member of society 
thereby making shared growth in a creative 
and productive way. K eco will be closer to 
public through transparent and ethical busines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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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waste-to-energy facilities.

˙Investigation on Soil and Underground Water 

Pollution and Soil Environmental Assessment.

˙Controlling wastes, recycling use and 

   environment-friendly waste treatment program.

˙Inspection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chemicals and management of test
and assessment of their harmfulness.

˙Coping with internat 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reduction.

˙R&D and support of policies on pollution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source recirculation.

글로벌 종합환경서비스기관, K eco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기후, 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등 환경 전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환경정책을 선

도하는 종합 환경서비스 기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전문지식, 경험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도시침수 예방사업, 대기 및 수질측정망

운영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

과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 중심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가치 공

유를 위해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하고 윤리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

도록 할것입니다.

미션 및 비전

˙미션 :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비전 :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주요기능 및 역할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운영

˙토양·지하수 환경조사·평가 및 정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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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방향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대비 기관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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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6-2

한국수자원공사 | 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President 이학수 | Hak-Soo, Lee 

Add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4350) 200 Sintanjin-ro, Daedeok-gu, Deajeon

TEL 042-629-2804   FAX 042-629-2859   

Web http://www.kwater.or.kr   E-mail dandy623@kwater.or.kr

Unlimited, K-water
With Healthy Water Supply and Smart Water 
Management, We Are Making a Happier World

  K-water has been a national leade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living standard improvement through 
effici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since its foundation 
in 1967.
 Through the operation of 19 multi-purpose dams and 
integrated regional water supply systems, K-water 
manages half the national water supply facility capacity. 
As well, we operate 22 local water supply systems and 
are participating in the sewerage business.
 Moreover, along with developing eco-friendly water 
front cities, K-water provides total water service that is 
unparalleled in the world as Korea’s representative state-
owned water managing company.
 In addition, as the No. 1 new renewable energy company 
in Korea, K-water provides 25% of the national facility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The world’s largest tidal 
power plant, ‘Sihwa Lake Tidal Power Plant’ and the 
world first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Hapcheon Dam Solar Power Generating System’ are 
renowned examples of K-water’s role in renewable 
energy.

 Today, K-water seeks a new paradigm to transform 
conventional water management practices. To supply 
healthy tap water for the public, trial work in Paju City 
as Korea’s first Smart Water City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in 2014 and a follow-up project has 
commenced.
 K-water will endeavor to take the lead to solve global 
water issues. Through cohesive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al governments, authorities, NGOs and 
residents, we will enable people to enjoy the benefits 
of clean and safe water. We also aim to steer the future 
water management paradigm by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ater management experiences 
accumulated over a half century.
 Merging conventional water supply technology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e will 
establish the best practice of Smart Water Grid by 
including smart water management that provides the final 
consumers with real-time information of water volume 
and quality from fountainheads.
 Increasing investment and research in healthy water 
supply,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daptation 
strategies to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disasters, we will do our 
best to make a happier world with water.

Business Strategies

           Realize the management of entire water cycle

           Creation of new value for sustainable growth

           Practical and innovative management

Business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 Realizes the one-stop water management of dams
     & rivers with the IWRM system Safety management 
      for hydraulic structures
     - Integrated water management center
     - Operation of Weir/stream/Estuary barrage /dam
     - Survey &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information
     - Safety management for facilities
      Healthy Water Supply 

  ̇ Supplies healthy water with the intelligent water
      management system
     - Regional Water Supply & Distribution Networks
     - Municipal & provincial water supply & distribution
       networks
     - Customized industrial water
     - Wastewater works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s 

  ̇ Develops environment-friendly cities along
      waterfronts Waterfront cities
     -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 Eco friendly cities and leisure spaces with water 
        related technologies
      Clean Energy Projects 

  ˙Leads th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new &
      renewable energy with water
      - Hydropower
      - Tidal Power
      - Floating Solar Power
      Overseas Projects 

  ˙Provides the world with total water solutions  
      involving in the whole process of water cycle
      - Bulacan Waterworks Project and Angat HPP
        Project in the Philippines
      - Pakistan Patrind HEPP BOT Project  
      - Georgia Nenskra HPP Project (BOT)    
      - SWMI projects in Iran, Chile, and Algeria 

세상을 흐르게 하는 힘, K-water
   1967년 창립이래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
하는데 힘써 온 K-water는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국가 물안전, 국민 물복지라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
를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수원부터 수도 
꼭지까지 국민들이 믿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최종소비자의 시각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
고 수량 및 수질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친수·수변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을 위한 친수
가치를 창출하고, 물과 하천이라는 공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사업을 통해 글로벌 
물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창립 50년을 맞이하여 K-water는 권역별 통합물관리 
실현, 물산업 플랫폼 구축 및 업무전반의 혁신을 통해 미래 50년 
글로벌 물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경영방침 및 핵심과제
                  물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K-water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권역별 통합물관리 본격화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맞춤형 수돗물 서비스 실현

                 ˙지방상수도 참여 확대 및 광역-지방상수도 단계적 통합 추진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water

                 ˙친수가치 창출로 물로 특화된 수변공간 조성

                 ˙국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선도

                 ˙개방형 물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통일사업 확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K-water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물 전문가 육성

                 ˙핵심기능 중심의 사업 재정립을 통한 재무 건실화 추진

                 ˙공정한 인사 운영 및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

사업소개

    댐 및 보 시설 운영관리사업

 ˙다목적댐 19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2개, 하굿둑 1개, 
    4대강 수계의 보 16개를 건설·운영하여 우리나라 전체 홍수
    조절용량의 약 95% 담당

    광역 및 공업용수도사업

 ˙전국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42개소의 정수장과
     5,247Km의 관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50% 담당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04년 논산을 시작으로 '13년 봉화까지 총 22개의 지방상수도를 수탁 운영,   
     50여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상수도 Total  Solution 제공

     산업용수사업

 ˙당진 현대제철, 서산 대산임해산단 등 기업 Needs에 맞는 다양한 
    수질의 맞춤용수를 제공하여 국내 위탁 산업용수 시장의  63% 담당
    하수처리사업

 ˙전국 12개 지자체의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ㆍ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댐 상류 하수도 통합 운영사업,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시설
     운영관리사업 추진

    수변사업

 ˙전국 댐, 하천, 호수와 바다 주변 등 수변공간에 K-water만의 물관련
    기술을 접목시켜 물, 자연, 문화가 융합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친수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여 규암지구, 나주 노안지구), 
    수변도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송산 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구미 확장단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청정에너지사업

 '̇73년 소양강댐 수력발전을 시작으로' 11년 시화 조력발전, '12년
    4대강 보 수력발전 등을 건설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18% 담당하며, 특히 수력발전은 국내 수력발전 시설의 61% 담당

    해외사업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물산업분야 전문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통합물관리사업 수행
    - 완료사업 : 26개국 60개 사업 (이라크, 인도네시아, 케냐 등)
    - 수행 중 사업 : 10개국 15개 사업 (태국, 필리핀, 페루, 적도기니 등)

    물산업지원센터

  ˙물산업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니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동반성장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성과공유제, 
     수도 신기술 도입제도 등 물 산업분야 기술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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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개요

˙위치: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원)

˙규모: 65만㎡

˙기간: 2015∼2018

˙사업비: 2,950억원 (국비 2,335, 시비 615)

˙시설: 물산업 진흥시설 (7만㎡), 실증화단지 (Test-Bed)

           (10만㎡), 물기업 집적화단지 (48만㎡)

˙시행: 환경부

물산업 진흥시설 (7만㎡)

물산업 진흥원 :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one-stop 종합

지원체제 구축 - 벤처/창업 지원 (금융, 마케팅, 법률), 기술 상용화 

및 인.검증 지원, R&D기술발굴 및 기획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상시 지원 

및 기술 홍보 시설 구축

워터캠퍼스 : 물산업 기업 인력지원 및 신규 물산업 인력 창출 - 

계약학과, 프로젝트 랩 (공동 R&D수행),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운영

실증화 단지 (TB) : 실증화 단지 운영을 통한 레퍼런스 (운영실

적)확보, 기업체 보유 기술의 신기술 인.검증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정수, 하페수 TB의 경우, 실적 인정기준의 10~100배 

초과용량 수용 가능

물기업 집적단지 : 물산업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집적화 단지 조

성을 통한 기업활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상호 지식, 정보, 

인력 교류 및 협력 활동 지원

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6-3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 Korea Water Cluster 

President 권영진 | Young-Jin Kwon

Add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700-714) 88, Gongpyeong-ro, Jung-gu, Daegu, Korea

TEL 053-803-6624     FAX 053-803-6629     Web http://www.daegu.go.kr

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2016년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개막식 (2016.1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착공식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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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G-6-4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President 윤장현 | Jang-hyun Yoon

Add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61945) 111, Naebang-ro, Seo-gu, Gwangju, Korea

TEL 062-613-6011    FAX 062-613-6019    Web water.gjcity.net    E-mail 170wsm@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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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주

관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시 용연정수장이

최우수정수장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수돗물임

을 입증하였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연계통 송수

관로 부설공사 완료로 직접배수방식에서 간접배수방식으로 전

환되어 장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시내 전 지역 균등 수압

유지로 공급체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빛여울 水

빛의 도시 광주를 떠오르게 하고, 빛이

물에 투영된 모습이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빛여울 水」가 광주광역시의 수돗

물 브랜드로 선정되어 2007년 9월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돗

물 병물 생산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품질의 올

바른 평가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비상급수와 공공기관에서 주

재하는 주요행사나 회의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센다이시로 지원, 2010년 우리시에

서 개최된 세계 光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 2015년 하계유니버

시아드대회 기간 중 세계 각 지역 및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에게 

「빛여울 水」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

께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빛여울 水」는 시민들

에게 더욱 더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수돗

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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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말 현재 총사업량 665km 중 315km 교체 완료

˙2015년말 현재 유수율: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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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매년 7.5%, 5.2%, 3.9% 인상할 예정임

˙단가가 낮은 업종의 인상률은 높이고, 단가가 높은 업종에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요금부담에 형평성을 기함

Waterwork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re now able 
to produce 0.78 million tons of water a day compared 
to the 800 tons a day they produced in 1920 with the 
gathering ground one as their water supply. In addition, 
they have developed as a large-scaled waterworks 
facility with Dongbok-ho and Juam-ho as their source 
of water supply. Waterwork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performs scientific and systematic water quality 
examinations, even for home faucets, which improve 
the safety of using and consuming tap wa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national water-purifying 
operations 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Yongyeon Water Purification plant was selected as the 
best waterpurification plant, proving that they were 
the nation’s best supplier of tap water. In addition, 
construction for water pipe lines in Yongyeon was 
completed to ensure that there is a stable supply of 
fresh water. This is to prepare for an increase in demand 
in the future and to maintain an even water press in all 
areas of the city to proceed with the modernization of 
the supply system.

Bityeoul Water

Bityeoul Water is a reminder of the city of Gwangju in its 
representation of light and refreshing scenes reflected 
by light on water. This was selected as the tap water 
bran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has produced 
water since September 2007. The production of 
bottled tap water has been processed for the correct 
evaluation of quality of tap water as well as to provide 
relief on the demand of tap water. However, they have 
also supplied water in emergencies, for major events 
and meetings led by public organizations. Bityeoul 
Water has also provided support to the city of Sendai in 
Japan following a major earthquake, Gwangju Biennale 
at the Global Light Expo City in 2010, and citizens from 
different regions all over the world. They also supported 
the nation during the 2015 Fall Universiade competition 
by improving the awareness of tap water and deriving 
a high response. Bityeoul Water will become a more 
familiar brand to citizens and continue to make an effort 
to produce refreshing, delicious tap water, as well as 
restore the reliability of tap water for citizens.

Current Status of Water Supply

Clean Water-Purifying Facility and Clean Faucet

Facility Improvement at Yongyeon and Jiwon

Water-Purifying Facilities

˙Integrated and extended Jiwon water-purification 
plant to Yongyeon water-purification plant, in preparation 
for aging, to prepare for future demands(Q=0.24 million 
tons/day → 0.30 million tons/day)

˙Replaced the old waterway to a natural flow waterway 
    to reduce maintenance expenses and operating costs

˙Acquired the basis for supplying stable tap water  
   by improving the water-purifying facilities

Replacement of old waterworks

˙Select and replace old pipes in need of changing
due to leakage in pipes that expired within a specific 
period(20 to 30 years) depending on the types of pipe

˙Completed replacement of 315km out of 665km ofthe
    total business as of the end of 2016

˙Current water flow rate as of the end of 2015: 85.9%

Complete integrated water-management system 
operation

˙Supervise the entire water-supply procedures, from
   gathering ground to distributing reservoir, for 24 hours

˙Provide collected information to the entire business
   area in real time

˙Improve the reliability of waterworks administration to
   citizens by providing waterworks system information in
    real time

Implementation of Waterworks Administration
to Satisfy Citizens
Current Status of Water Quality Tests

Water Quality Tests from the Supplying Procedure

Adjustment of waterworks rate

˙The waterworks fee is scheduled to increase by
7.5%, 5.2%, and 3.9% from September 2015 to 
2017 for the re-investment in facilities,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old pipes, in order to supply a stable 
quantity of fresh tap water.

˙Improve increasing rates in the business with 
   low unit prices and vice versa to balance the fee 
   burden

인구 가구 급수전
(전)

보급률
(%)

생산용량
(㎥/일)

1인 1일
급수량총수(명) 급수(명) 총수 급수

1,492,948 1,486,976 573,043 568,493 139 99.6 780,000 317

Population Household Water
Supply

Tap
(hydrant)

Supply
Rate (%)

Producing
Capacity
(㎥/day)

Water
Supply

per
Person
per Day

Total
(ea)

Water
Supply

(ea)
Total

Water
Supply

1,492,9481,486,976 573,043 568,493 139 99.6 780,000 317

구분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사구분

원수 동복호 등 22개 지점 106개 항목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정수 용연정수장 등 4개 지점 205개 항목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Classification Target for Test Test Items Test Classification

Natural Water  22 areas including
Dongbok-ho 106 items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

Purified
Water

4 areas, including Yongyeon
water-purifying facility 205 items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항목수 검사결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매월 130개소 잔류염소 등 7항목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정수장별 노후지역
수질검사

매월 8개소 철 등 10항목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수질검사

분기 25개소 아연 등 11항목

Test Classification Target for Test Number of Test Items Test Results

Faucet Water Quality Test 130 facilities a
month

8 items including
residual chlorine

Appropriate
in drinkable
water quality

criteria

Water test for each aged area
in each water-purifying facility

8 facilities a
month 10 items including iron

Facility water quality test
in each water supplying
procedure for tap water

25 facilities per
quarter

11 items including
zinc

동복호사진 덕남정수장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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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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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 홍보관 및 기타부스

CHC EXPO

ENVEX

VIETWATER

International Water 
Industry Expo

CHC EXPO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VIETWATER



268  269

P
ipe

 W
ater Tank, C

oating,
P

rotection B
ox 

Valve, A
ctuator, P

um
p

W
ater treatm

ent system
,

M
aintenance

M
easurem

ent,
A

nalysis
R

esearch
Institute

G
overnm

ent A
uthority, 

P
ublic Institution

O
verseas Exhibition H

all &
 

O
ther booth

Overseas Exhibition Hall & Other booth H-2-1

씨에이치씨 엑스포  | CHC EXPO

President Vicky WU

Add A401, Hongqiao 525 Creative Park No.55 Jin Yu Rd. Shanghai 201103 China  

TEL 86-21-33231499  Web www.chcexpo.com  E-mail vicky@chcbiz.com

CHC는 수십 개의 국내외 브랜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으면

서 중국 상해에 기반을 둔 이벤트 구성 전문 기업 (PEO)입니다. 

그 핵심 활동은 중국 내 주도적인 산업 박람회에 대한 구성 및 

국제 무역박람회에 대한 대리업무입니다.

CHC는 환경산업에 대한 가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광범위

한 데이터베이스, 제휴 네트워크 및 미디어 관계를 활용할 수 있

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Aquatech 국제 무역박람회, Intertraffic 국제 수송 박람

회, ISSA/Interclean 국제 클리닝 및 유지보수 박람회, METS 국제 

요트 장비 전시회, ReMaTec 국제 자동차 부품 재 제조 박람회, 

Horti 페어 국제 박람회 등을 포함한 수많은 이벤트들을 개발했

습니다.

(주)상해 CHC 전시는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국내 이벤트와 

함께 2007년에 수립되었으며, 주로 국내 전시 사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주 프로젝트들에는 AQUATECH CHINA, ECOTECH 

CHINA, FLOWTECH CHINA, WaterEx Beijing, GDWater, BuildEx 

CHINA 및 China Utility Week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기술
FLOWTECH CHINA; AQUATECH CHINA; ECOTECH CHINA; 

WaterEX Beijing; BUILDEX CHINA; GD WATER; GD FLOWTECH 

및 모든 관련 환경 박람회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해

외기업들에 대한 B2B 플랫폼.

WieTec 2017에 대한 요약
기간 : 2017년 6월 7일-9일

현장 : 전시 및 컨벤션 센터 (SH, 중국) 

전시자 : 3,200명 이상

방문객 : 100,000명 이상

공식 웹사이트 : www.wietecchina.com  

전문 전시품목에 포함되는 내용: 

1. 아쿠아텍 차이나 2017 (물 전문 전시회)

2. 플로우테크 차이나 2017 (펌프, 배관 및 밸브 전문 전시회)

3. 에코테크 차이나 2017 (공기 및 수처리 전문 전시회)

4. 빌덱스 차이나 2017 (건축자재 및 하수시스템 전문 전시회)

WieTech 2016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전시자: 2,647명

방문객: 71,968명

전시 프로필

폐수: 폐수처리 장비: 여과 & 분리 장비; 고체-액체 분리장비, 소

독, 약제, 기구: 물 유틸리티 등

막: 막 기술 / 처리 장비 / 액세서리, 필터, 자동시스템 등 

펌프, 파이프 및 밸브; 펌프, 밸브/구동장치; 산업 파이프 / 연결

기플라스틱, 액세서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기 구성요소 등.

폐기물: 고체 폐기물 및 재활용 장비, 폐기가스 처리, 슬러지 처

리, 환경 엔지니어링 / 토양개선 기술 등.

정수: 정수장비, 음용수 장비, 필터 및 액세서리 / 인증 / 시험 서

비스 등

공기, 공기정화, 환기 / 맑은 공기 장비, 램프 블랙, 유증기 정화,

먼지제거 / 탈취 / 가스-추출 장비, 모니터링 / 자동-제어 등

건축공급 / 하수 시스템, 배관시스템, HVAC 시스템, 강우 배수 

시스템; 태양 가열 시스템, 건축 슐리 시스템 등. 

CHC is a professional event organizer (PEO) 
based in Shanghai China, involved in dozen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brand projects. Its core 
activities are the organization of leading industrial 
trade shows in China and the represen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shows.

CHC consists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making 
use of their extensive database, association network 
and media relations to build up a valuable platform 
for the environmental industry. 

It developed lots of events, including Aquatech 
international tradeshow, Intertraffic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how, ISSA/Interclean international 
cleaning and maintenance show, METS international 
yacht equipment exhibit ion show, ReMaTec 
international automobile parts remanufacturing 
show, Horti Fair international show, etc.
With rapidly developing domestic events, Shanghai 
CHC Exhibition Co., Ltd. was established in 2007, 
mainly operating in domestic exhibition business. 
Major projects include AQUATECH CHINA, 
ECOTECH CHINA, FLOWTECH CHINA, WaterEx 
Beijing, GDWater, BuildEx CHINA and China Utility 
Week, etc.

Product & Technology

FLOWTECH CHINA, AQUATECH CHINA, ECOTECH 
CHINA, WaterEX Beijing, BUILDEX CHINA, GD 
WATER, GD FLOWTECH and all relative environmental 
show and B2B platform for overseas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hina.

Summary of WieTec 2017

Period: June 7-9th, 2017
Venu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CHINA)
Exhibitors: 3,200+ / Visitors: 100,000+
Official web:  www.wietecchina.com 

Including Professional Show items: 
1. AQUATECH CHINA 2017
    (professional show for water)
2. FLOWTECH CHINA 2017
    (professional show for pump, pipe and valve)
3. ECOTECH CHINA 2017
    (professional show for air and waste treatment)
4. BUILDEX CHINA 2017
    (professional show for building suppy and
    drainage system)

General Review of WieTech 2016:

Exhibitors: 2,647 / Visitors: 71,968
Exhibits’ Profile
Waste Water: waste water treatment euqipment, 
filtration&separation equipment, solid-loquid 
separation equipment, sterilization, medicament, 
instruments, waster unitility, ect.
Membrane: membrane technology/treatment 
euipment/accessories, filter, automation systmen, 
ect. 
Pump, pipe and valve: pumps, valves/actuators, 
industrial pipes/connectors, plastics, accessories, 
engineering services, pneumatic components, ect.
Waste: sol id waste treatment and recyl ing 
equipment, waste gas treatment, sludge treatment, 
environmental engineering/soi l  remediat ion 
technolohy, etc.
Water purification: water purification euqipment, 
drinking water equipment, filters and accessories/
certification / testing services, ect.
Air: air purification, ventilation/fresh-air euqipment, 
lampblack, oil mist purification, desdusting/ 
deodorizing / fume-extracting euipment, monitoring 
/ auto-control, ect
Building supply / Drainage System: piping system, 
HVAC ststem, rainwater drainage system, solar 
water heating system, building sully system,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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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President 이우신

Add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성수동2가 281-8) 

      (133-832) YD B/D 320-2, Gwangnaru-ro, Seongdong-gu, Seoul, Korea

TEL 02-3407-1540~3    FAX 02-3409-8352    Web www.epa.or.kr   E-mail envex@epa.or.kr

제39회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
전시개요

˙개최일시 : 2017. 06. 07 (수) ~ 06. 09 (금)

˙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 홀

˙규모 : 300업체 약700부스

˙주최 :

˙주관 :

˙후원 :

전시분야

˙환경산업기술 분야: 수질, 대기, 폐기물&재활용, 측정분석기,

   친 환경상품, 수변구역 생태복원, 해수담수화, 정부정책홍보

˙그린에너지 분야: 그린자동차 산업, 솔라에너지, 풍력, 수소,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 가스화기술, 관련기관 등

전시회 특징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환경전시회

˙환경분야 국내 최대 계약 및 추진 예정액 달성

   (2016년 2,069억원)

˙해외바이어 초청 기회제공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국내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 라디오, 지하철, 인터넷 등 폭넓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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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전시회 결과
전시규모

˙총면적(Gross Space) : 13,194㎡

˙참가업체 : 총 22개국 250업체, 700부스

   (국내 : 186업체, 해외 : 64업체)

˙참관객수 : 총 55,471명

   (국내 54,096명, 해외 1,375명)

홍보 및 보도결과(총 692건)

˙영상뉴스 3건, 기사보도 326건, 일간지·전문지 광고 72건, 

   온라인홍보 (SNS·블로그 등) 286건, 옥외광고 9건 등

계약 및 상담실적

˙무역상담액 : 5,200억원

˙계약 및 추진예정액 : 2,069억원

Summary of ENVEX2017

· Period : 07 ~ 09, 2017
· Venue :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COEX),
              Hall A, B /13,194㎡

· Exhibitors: 25 Conutries, 250 Companies, 700
                     booths

Organizer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
·       SUDU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SLC)
·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KEITI)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KEPA)

Show management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KEPA)

Sponsors
·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
·      Gyeongln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      Korea Automobile Environmental Association
·      Korea Enviromental Englneers Association
·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Copyright Korea Foodwaste Recycle Association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                    Korea Economy TV

Items To Be Exhibited
· Environment : Water Treatment, Membrane, Pump, 

Va lve,  Dehydrat ion Dev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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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Differences
· The largest exhibition on Environment of Korea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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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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주) | UBM KOREA CORPORATION 

President 오세규 | SEKYOO, OH

Add (02121)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8층 

      8F Woodo Bldg, 214 Mangu-ro, Jungnang-gu, Seoul 02121 Korea

TEL 02-6715-5400     FAX 02-432-5885     Web www.vietwater.com    E-mail April.lee@ubm.com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주)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는 UBM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UBM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전시회 주최 및 한국 기업

의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방문을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을 비롯

한 주얼리, 피혁, 조선, 미용, 식품, 정보통신(IT), 건축, 제지 등 총 

20여 산업분야 약 400여개 UBM 주최 행사의 한국 사무국 역할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베트남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활

발히 이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최근 산업화 과정

에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한 베트남 정부는 수처리 시스템 관

련 인프라 구축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VIETWATER2017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립니다. 

VIETWATER2017에서 효과적인 자사 제품 홍보와 더불어 실질 

구매력있는 바이어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

니다.

Returning to Ho Chi Minh City for its 8th edition, 

VIETWATER Expo & Forum has been proved as 

the Vietnam’s Leading International Water Supply, 

Sanitation, Water Resources And Purification 

Event.

I t ’s a part of the very successful  Water & 

Wastewater Industry Show series organised by 

UBM Asia, the largest trade-show organiser in 

Asia, which includes ASIAWATER, Myanmar 

Water, Thai Water and Water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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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건설

적합 인증 제품 강관용 이음관, 부단수 제수밸브, 

누수방지대, 부단수 할정자 관 

Tel. 02-456-7456   Fax. 02-455-8726
E-mail. daepoong-co@hanmail.net
Web. www.daepoong.com

㈜고리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Tel. 02-401-4971    Fax. 02-401-4975
E-mail. hi3p@goleepipe.co.kr
Web. www.goleepipe.co.kr

㈜고비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Tel.  본사 : 041-338-8888 / 영업지사 : 02-585-9190
Fax. 본사 : 041-338-8889 / 영업지사 : 02-585-8193
E-mail. gobee.info@gmail.com
Web. www.ab3p.com

㈜대덕하이테크

적합 인증 제품 전자식 유량계, 초음파 유량계

Tel. 042-936-8583   Fax. 042-936-8581
E-mail. ddhi@hanmail.net
Web. www.ddht.co.kr  

디에스워터

적합 인증 제품 스트레이너

Tel. 031-366-9822~4   Fax. 031-366-9825
E-mail. dswater@nate.com
Web. www.dswater.co.kr

(주)리테크

적합 인증 제품 전자식 유량계 

Tel. 054-383-7181   Fax. 054-383-7188
E-mail. letech@letech21.co.kr
Web. www.letech21.co.kr

삼성계기공업

적합 인증 제품 초음파유량계, 전자식유량계 

Tel. 031-459-0674   Fax. 031-459-0664  
E-mail. samsung9902@ssmi.co.kr
Web. www.ssmi.co.kr

㈜문창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패널

Tel. 053-633-2828   Fax. 053-582-6343  
E-mail. 6332828@hanmail.net
Web. www.moonwt.com

주식회사 바램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감압밸브, 수도용 릴리프 밸브, 

플로팅 밸브, 수도용 체크 밸브

Tel. 051-831-5557   Fax. 051-831-5559  
E-mail. balem@balem.com
Web. www.balem.co.kr

부덕실업㈜

KS 인증 제품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내한성이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적합 인증 제품 누수방지용 새들,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타이튼 조인트 스
테인리스강관 이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 스테인리스 라인드 강관, 부동전 

Tel. 032-574-3361~4   Fax. 032-574-3365
E-mail. ho2000sung@hanmail.net

㈜삼정디씨피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Tel. 063-540-1400   Fax. 063-542-9586
E-mail. dcp365@hanmail.net
Web. www.dcpi.co.kr

㈜삼진정밀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수도용 새들 분수전, 

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수도용 지수밸브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가동형 제수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밸브, 수도용 공기 밸브, 스트레이너, 신축 관 이음, 수도용 앵글 밸브, 수도용 감압

밸브,  수도용 릴리프 밸브, 수도용 스윙 체크 밸브, 수도용 리프트 체크 밸브, 연결 유니온

Tel. 042-672-3600   Fax. 042-626-3142
E-mail. samjin@samjinvalve.com  
Web. http://samjinvalve.com

부덕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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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주철

KS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 이형관,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적합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Tel. 043-743-1090~1097   Fax. 043-743-1098
E-mail. shinan1090@hanmail.net
Web. www.shinanpipe.co.kr

진원개발㈜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적합 인증 제품 부단수 제수밸브, 부단수 할정자 관 

Tel. 031-868-5664,5   Fax. 031-629-5834  
E-mail. jwepc@jwepc.com 
Web. www.jwepc.com

서광공업㈜

KS 인증 제품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Tel. 031-709-1430   Fax. 0505-369-1100
E-mail. skvalve@chol.com
Web. www.skvalve.co.kr

안국인더스트리㈜

단체표준 인증 제품 하수도용 강재 맨홀

Tel. 031-366-5757   Fax. 031-366-6711  
E-mail. ankuk77@naver.com
Web. www.ankuk.co.kr

㈜서용엔지니어링 | ㈜서용아쿠아솔루션

적합 인증 제품 전자식유량계

Tel. 031-627-2080   Fax. 031-627-2090
E-mail. seoyong@seoyong.co.kr
Web. seoyong.co.kr/syaqua.co.kr

㈜씨엠엔텍

적합 인증 제품 초음파유량계 

Tel. 031-702-4910   Fax. 031-702-4911
E-mail. kimkyu99@hanmail.net
Web. www.cmentech.co.kr

㈜세계주철

KS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 이형관

단체표준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적합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Tel. 054-331-0123   Fax. 054-331-1175
E-mail. bkchoi@caston.kr
Web. www.caston.kr

자인테크놀로지㈜

적합 인증 제품 초음파유량계

Tel. 02-856-4114   Fax. 02-856-9503  
E-mail. wjw@jain.co.kr
Web. www.jain.co.kr

신우산업주식회사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Tel. 063-548-4123   Fax. 063-548-4121
E-mail. sw4123@hanmail.net
Web. www.sw4123.co.kr

신진정공㈜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수도용 지수밸브, 점검 투입구가 있는 제수밸브, 수도용 신축 가동관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용 가동 (가변)이형관, 수도용 스테인

리스 복합 투명 이형관, 수도용 새들 분수전, 수도용 스윙 체크 밸브, 수도용 볼밸브 

Tel. 032-822-2590   Fax. 032-822-2596
E-mail. sjsrs@chollian.net   Web. http://shinjinvalve.co.kr

케이제이씨㈜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적합 인증 제품 보수용 클램프 

Tel. 055-344-0008   Fax. 055-343-8558  
E-mail. kjc0008@korea.com
Web. www.Koreajoint.kr

PPI평화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Tel. 031-359-0001   Fax. 031-359-0050
E-mail. seokdy@ppinet.co.kr
Web. www.ppinet.co.kr / www.ipvcpipe.com

신진정공㈜

안국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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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기업은 2016 WATER KOREA 전시 참가기업만 

표기하였으며, 인증 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www.kwwa.or.kr)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유체기술㈜

적합 인증 제품 초음파 유량계, 전자식 유량계 

Tel. 054-964-4600   Fax. 054-952-4600
E-mail. kft@i-kft.com
Web. www.i-kft.com

㈜코팅코리아

KS 인증 제품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Tel. 063-542-4151   Fax. 063-542-4152
E-mail. coating7@nate.com   
Web. www.coatingkorea.co.kr

㈜하이스텐

단체표준 인증 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수도용 새들 분수전

적합 인증 제품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용 이음관, 스트레이너, 스윙체크 

밸브, 볼 밸브, 슬루스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플로팅 밸브(정수위 밸브) 

Tel. 055-329-0837   Fax. 055-329-0841
E-mail. histen_id@histen.co.kr   
Web. www.histen.co.kr

㈜한영계기

적합 인증 제품 부동전

Tel. 041-751-1051   Fax. 041-751-1050
E-mail. hanyoung1050@hanmail.net 
Web. www.hanyoungkorea.com

한국주철관공업㈜ 부산공장

KS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 이형관,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적합 인증 제품 덕타일 주철 특수 이형관, 수도용 주철관 연결용 조인트 

Tel. 051-291-5481~5   Fax. 051-206-0448
E-mail. edpsd@kcip.co.kr
Web. www.kc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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