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기자재 및 공사 납품 실적 

NO 공     사     건     명 납품일자 발 주 처 품     목

19 인천, 통영 도시가스 시설 2012.2. 원광산전 PLC, 계측계기, 제어판넬 공사

20 한국가스공사(화양,성산,오선) 2012.3. 삼정아이씨티 PLC, 계측계기, 제어판넬 공사

21 청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012.4. (사)대한 장애인 복지회 전자유량계, 계장공사 1식

22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2012.4. 한울인텍스 ND-UT-EX 스페어파트 공사

23 금촌하수처리장 2012.4. 토탈계장 제어판넬 공사 1식

24 김천 집간에너지시설 보조보일러공사 2012.5. ㈜로파시스템 유량계, 계측기기, 제어판넬공사

25 한국에머슨 2012.6. 신호콘트롤 온도센서 및 대형지시계 제어판넬공사

26 현대제철 코그스3호기 2012.6. 삼광엔지니어링 제어판넬 공사 1식

27 인도네시아 ISM Power 2012.7. 한국요코가와전기㈜ 제어판넬 공사 1식

28 서산 SK 이노베이션 2012.9. 월드테크 온도센서, 계장공사 1식, 대형지시계등

29 인천 영정도 하수처리장 2012.9. 신호시스템 중부센타 계측기기, 피뢰기 및 제어판넬

30 포항 포스코 2012.10. 토탈C&S 대형지시계

31 약목하수처리시설 2012.11. 그린시스 전자유량계, 계장공사 1식

32 한국수자원공사 2012.12. 제아정보통신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1식 무전모듈,게이트웨이등

33 삼성전자 폐수처리장 2012.12. 협성기전 대형지시계 외 제어판넬

34 야탑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2015 성남시청 계측기기, 피뢰기 및 제어판넬 및 공사 1식

35 저탄장 무선온도 감시 시스템 2015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석탄용 무선온도 송.수신기 설치구매 공사

36 영덕로하스폐수 현장계측기기 설치 2016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 기타수질분석기(현장계측기기)

37 경남권 유량계 제조구매설치 2016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유량계(전자식 , 초음파식)

38 배수지 및 가압장 제어반 정비 제조구매설치 2016 경기도 성남시 프로세스제어반

39 예천 제2농공폐수처리장 계측기기 설치 2016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타수질분석기(현장계측기기)

40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외부반송 유량계 교체 2016 환경관리 주식회사 초음파 유량계

41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유량계 구매(교체) 2017 주영씨앤에스 생,잉여 슬러지 유량계교체

42 성남수질복원센터 소화조1,2계열 유량계 교체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소화슬러지 유량계교체

43 판교수질복원센터잉여슬러지 공급량계 A,B교체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잉여슬러지 공급량계 #A,B교체

44 성남수질복원센터 제2처리장 유량계교체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농축슬러지 인발 유량계 교체



8.2 기자재 및 공사 납품 실적 

NO 공     사     건     명 납품일자 발 주 처 품     목

경산,진주,청주,익산,여수,달성 하수/

폐수종말처리장 유량계 및 시스템공사

서울시 뚝도정수사업소 수질계측기

제작 구매설치

3 양평군 상수도 자동화사업 전기공사 2008.6 한국계량계측조합 유량계, 계측계기류 납품

4 부천시 맑은물푸른숲 사업소 2008.9 한국계량계측조합 탁도계,분석기,계측계기류 설치공사

5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자동수질 설치 2008.11 한국계량계측조합 유량계,수위,분석기류 구매설치공사

6 영주시 수도사업소 탁도자동측정기 2008.12 한국계량계측조합 탁도계 외 설치공사

7 경산계양정수장 계측제어설비 2009.04 한국계량계측조합 유량계,분석기,탁도계 외 설치공사

8 경산시상수도 자동수질계측기 2009.05 한국계량계측조합 탁도계,pH계외 납품 및 설치공사

유입펌프장 계측기기 납품

(압력계,레벨,유량계 외)

10 (정읍)유량 압력계 구매 2009.06 한국계량계측조합 전자유량계 구매 납품

11 선산정수장 탁도계 구매설치 2009.09 한국계량계측조합 탁도계 구매 납품

유량계,분석기,계측기기류 현장판넬

납품설치공사

14 음성군대소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010.08 하나인스텍 전자유량계외 계측기기류 납품

15 남제주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10.09 한화 유량계,계측기기류,판넬 설치공사

17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건설공사 2010.12 평보사이언스 유량계,계측기기류 납품

초음파수위계,전자유량계,수질분석기

납품

12

18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11.01 한국계량계측조합

이지시스템

장애자협회

13 진도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10.05

환경시설관리공사

수위계,유량계 외 계기 납품

16 안성불당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10.09 유량계,판넬계기류 납품

9 남방하수처리장 계측기기 변경구매 2009.05 한국계량계측조합

전자/초음파유량계,감시 및 계측제어시스템

설비공사(시설용량 31만톤)

2 2008.1 한국계량계측조합 수질분석기 구매 설치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측설비 2009.12 한국계량계측조합

1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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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남수질복원센터 제2처리장 3계열 외부반

송 유량계(초음파식) 설치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외부반송슬러지(600A) 초음파 유량계 설치공사

46
성남수질복원센터 제2처리장 농축슬러지 인

발유량계(전자식)교체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농축슬러지 인발 유량계 교체

47 판교수지복원센터 수소이온농도계(pH) 교체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수소이온농도계(pH) 교체

48
성남수질복원센터 제2처리장 소화가스 사용

량계 교체
2017 환경관리 주식회사  소화가스 사용량계 교체 공사

49 영흥화력 탈질설비 수배전반 온도감시시스템 2017 YPP IR온도센서,컨버터 등

50 신보령화력발전소 저탄장 온도무선감시설비 2017 한국중부발전㈜
온도무선감시설비(발신기 100Sets,수신기1Set,

Server

51 성남수질복원센터 소화조 온도계 납품 2018 환경관리 주식회사 온도계(변환기) 교체

52 판교수질복원센터 네트워크장비 납품 2018 환경관리 주식회사 감시제어설비 광컨버터 및 Power Supply

63 성남수질복원센터 레벨계 납품 2018 환경관리 주식회사 변환기일체형(2 Sets) 납품

64 정수생산시설 수질자동측정기 납품 2018 하나컴퍼니
성남시 복정정수장 수질계측기

(TOC, 페놀, 알카리도계, 탁도계, 잔류염소계 등)

65 복정정수장 통신공사 2018 성남소방전기 감시제어설비 및 계측기용 통신공사

6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기환경 측정시설

(TMS) 구매설치
2018 해남시 해남시 소각시설 TMS 장비납품(납품 진행 중)

67 신호팀 대형표시반 디지털 표시장치 구매 201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어반 지시계 지시계 (19EA) 납품

68 내연 탈황폐수처리장 수질분석설비정비자재 2019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내연 탈황폐수처리장 수질계측기

69 물환경연구센터 수질분석장비 구매 2019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액체섬광계수기

70 연료유량계 예비품 구매 2019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발전본부 연료유량계 (2 Sets) 납품

71 저탄장 무선 온도전송기 납품 2020 한국남동발전㈜

72
역곡하수처리시설 2단계 총인처리 약품 유량

계 구매설치
2020 경기도 부천시 약품유량계, PLC, HMI 납품 및 공사

73 고성 화이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2020 비디아이㈜ 연료유량계 (2 Sets)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