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사람,
세상과사람을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맨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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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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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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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5

설 립 일 대표이사

자 본 금 임직원 수

사 업 분 야

전 화

FAX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웹사이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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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혁및조직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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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맨컴창업
04월 성남시공장등록
06월 한국자동제어조합가입
08월 소형 RTU 개발(RCS-1000)
12월 ISO 9001 인증

2003

05월 본사및공장이전(노벨테크노타워)
07월 ㈜비츠로시스협력업체등록2006

01월 자동제어반직접생산등록2007

03월 AUTOBASE(HMI) 공모전우수상수상2008

09월 본사및공장이전(SKn테크노파크)
10월 계장(계측)제어장치직접생산등록2009

04월 ㈜맨컴법인전환
04월 벤처기업인증
04월 공장등록
05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06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10월 조명제어장치개발 (RCU-1000, TCU-1000, TMU-1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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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공장증설승인 (SKn테크노파크테크동 206호)2011

03월 전기공사업등록
08월 기업부설연구소설립
11월 특허등록
(가시광카메라와가시광통신을이용한무인시설물원방원격감시제어시스템)

2012

04월 소상공인등록
05월 GS 인증 (MC SCADA v1.0)
08월 성능인증 (통합형원방원격감시제어시스템 v1.0)
12월 본사및공장이전 (경기도광주시광남안로 224 1층)

2013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회원가입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회원가입2014

04월 정보통신공사업등록
04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계장제어, 프로세서제어, 빌딩자동제어, 

경영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2015

성능인증 (통합형원방원격감시제어시스템 v1.0) 3년연장
우수조달공동상표 인증 -통합형원방원격감시제어장치 (MC-Master1000) 등록2016

본사및공장충주이전2017
경기사무소개설2020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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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기술연구소

사업부

• 총무

• 회계

• 기술부

• 영업부

• QA/CS

•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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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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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11

자체개발Smart HMI

• 모델명: MC-SCADA
• 주요 인증: GS 인증, 성능 인증
• 주요 특징: 모바일기기 및 스마트기기와 통합인터페이스 구조

OPU-UA 채택으로 개방형 구조
물리적 보안 및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모바일 기기에서 Project 생성 및 작화 기능

구축가능한HMI

• AUTOBASE
• CIMON
• WINCC
• iFIX
• CITECT
• INTOUCH
• Veye

당사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국·내외 HMI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명확한 감시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축 가능한 HMI시스템 구조로는 단독, 이중화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감시 제어가 가능한

WEB HMI, 경보 상황을 원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SMS 발송 서비스, 

통합 HMI, SMART HMI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HMI

상하수도처리장, 스마트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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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MC-Master1000
• CPU: 32Bit 이상 이중화
• Program Memory: 5MB 이상
• 통신: TCP/IP, Ethernet 이중화
• 보안인증시스템: 물리적 보안인증 시스템
• 시험: 900W * 800D * 2150H (기본)

Control System

자체개발통합형원방원격감시제어장치 구축가능한 PLC

• LS산전
• CIMON
• 미쓰비시
• GE
• AB
• SIEMENS
• 그 외 다수

국산 및 외산 PLC의 프로그래밍과 시운전이 주 업무이며,

각종 하위 설비들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게 다수의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상하수도 설비 외 각종 플랜트 및 각 산업현장이며 당사만의 노하우로

여러 현장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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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 (Remote Control System)
• TM/TC (Tele-Metering/Tele-Control)
• 자동제어반
• LIP (Local Interface Panel)
• LCP (Local Control Panel)
• MCC (Motor Control Center)
• 맨홀 펌프 제어반
• 기계 제어반

판넬제작

주요제작 Panel

설계과정 맞춤제작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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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을 이용한 WEB 방식
2. 전용 회선을 이용한 방식
3. CDMA를 이용한 무선통신 방식
4. 위성통신을 이용한 방식

1. 1:1 방식
2. 1:N 방식
3. N:N 방식

시스템구성도

통합형원방원격감시제어시스템 (TM/TC)

원방원격감시제어시스템(TM/TC: Tele-Metering/Tele-Control)는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중앙 제어실에서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로서

중앙시설(Master) 및 원거리 시설(Slave)에 통신을 위한 장비와

장비 간을 연결시켜 주는 통신 선로로 구성됩니다.

통신방식에의한구분 결합방식에의한구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다양한 기능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정 된 지역의 수신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여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도로의 교통 상황 파악과 범죄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15

CCTV 도입시
응용분야별
기대효과

• 특정 장소 혹은 피사체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안전성 도모

• 폐쇄회로의 특성상 사용 의도에 적합한 보안 확보

• 인력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장소의 지속적이며 안전한 관리

• 장비의 고도화로 육안 식별의 한계 극복

• 기록의 보존을 통한 사후 조치 가능

• 인력 활용 등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범죄 예방 효과

CCTV

시스템구성도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은

상태정보 데이터를 원격소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로 수집, 수신·기록·표시하여

중앙 제어 시스템이 원격소장치를 감시·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발전·송배전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공정 시설, 공장 자동화 시설 등 여러 종류의

원격지 시설 장치를 중앙 집중식으로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16

주요기능 • 경보 기능

• 감시제어 기능

• 기록 및 표시 기능

• 데이터 가공

시스템구성도

SCADA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은 여러 개의 처리장치로 나누어

기능 별로 분리하고 각 공정의 처리장치들은 개별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각 공정별

처리장치들을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중앙에서 데이터를 감시제어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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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경보 기능

• 감시제어 기능

• 기록 및 표시 기능

• 데이터 가공

시스템구성도

• 프로세스 제어 기능을 여러 대의 Unit에 분산하여

신뢰성 향상, 이상 발생 시 파급 효과 최소화

• 프로세스 정보처리, 운전 조작, 분산 설치된 프로세스 관리

등은 중앙 주 컴퓨터에 집중함으로써 원활한 자료처리 및

운영관리 가능

분산제어시스템 (DCS)

특징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Tele-Monitoring System)이란 하수 및 폐수 종말처리장 또는

정수장 내의 최종 처리된 배출수를 방류하는 곳에 수질계측기(COD or BOD, pH, SS, TN, TP)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 수질 TMS 관제실까지 수질 데이터를 전송하고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

본 시스템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폐수배출시설 처리용량 허가 기준에 따라 설치기한이 다름) 해야 하는 사항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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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수질환경오염사고 예방

• 365일 수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업장 공정 개선 유도

• 합리적인 배출 부과금 산정

• 각 사업장의 오염물질 제어대책 자문자료

시스템구성도

수질원격감시시스템 (TMS)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광고 또는 정보전달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옥내외용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LCD 패널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발광 다이오드식(LED) 디스플레이 장치에 비하여

약 70% 저렴한 설치 비용 및 타 장비들과 인터페이스도 자유로워

LCD 패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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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가필요한곳

• 기존 시설물에 추가적인 시스템의 지속적 도입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 안정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며 중요한 시설물일 때

• 각 시스템 별 장치들의 노후화 및 단종장치들의 수가 우세할 때 (예비품 보유)

• 관리소홀로 인하여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될 때

(교체비용 대비 유지관리용역 비용을 계산)

• 자주 교체되는 운영자들로 인하여 총체적 관리가 어려울 때

• 시설물의 운영 중단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때

• 내부인력 대비 외부인력을 통한 운영이 효율적일 때 (기회비용 측면)

•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곳에 지속적인 성능을 확보하고 싶을 때

(배수펌프장, 상수도가압장, 배수지, 중앙제어실등)

1.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2. 유지관리보고서 제출 3. 정산

해당년도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해당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유지관리 완료 후
사진첩 및 월별준공도서 제출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매월 정산

유지관리공정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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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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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소자동차 충전소
주요 데이터 모니터링용
Big Data Server 구축

대용량서버구축
모니터링프로그램구축

상황실구축
수소충전소데이터 Interface

• 통합 상황실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위험 신호 수신에 따른 상황 전파

- 지역별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각화
- 위험 신호 발생 충전소의 팝업 및

상세 정보 제공
- 휴대폰 알림 서비스 제공

• 종합 상황 시스템 구축
• 유관 기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수소 충전소 운영, 가스 누출,
불꽃 감지, 긴급 차단 장치 상태,
압축기 운전, 압력, 온도, 유량 등의
공정 신호 수집

에너지 통합 감시 시스템
수소 충전소 모니터링 구축사업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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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충전소중앙모니터링시스템구성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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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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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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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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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모든 설비들은
제어반 형식의 외함에 중요 전기 설비 부품을 설치합니다.

옥외형안전제어반의구성

외함

차단기, 누전차단기, 노이즈 필터, 피뢰기, 접지 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고조파 필터, 보호계전기 등으로 구성됩니다.설비보호장치

Touch Panel, PLC, Controller, Inverter, Relay 등제어장치

Power Supply, Terminal Block, Switch, Lamp, Fan 등기타전장품

모든 부품은 고장 발생 시 전기 제어 계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고장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장/자동제어반 구조 수배전반/MCC반 구조

부식방지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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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어반부식의원인

온도 부식유발가스 (부식성/산화성가스)

• 불화수소
• 황화수소
• 염소
• 아산화질소
• 공기

• 산소
• 이산화염소
• 오존
• 과산화수소
• 암모니아 등습도

• 금속 부식은 부식가스에 의한 화학반응 때문에 일어나고, 습도와 열에 의하여 가속됩니다.

• 금속 부식은 상대 습도가 80%를 넘기면 부식가스 오염 농도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 금속 부식은 상대 습도가 50%를 넘기면 부식가스를 흡수한 작은 응축수가 전해질로 변하여

전기 전도성을 방해합니다.

• 전기 소재로 많이 쓰이는 구리와 철합금에는 습도와 적은 양의 염소계 무기화합물이

부식을 촉진하며, 암모니아에 특히 민감합니다.

부식방지Key Point

• 전기제어반 제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고 유입 가스를 차단합니다.

• 부식가스가 없는 곳에 전기제어반을 설치합니다.

• 부식가스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전기제어반 내의 부식가스를 제거합니다.

• 안전제어반 내부에서 부식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상대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합니다.

• 전기제어반 내부에서 부식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온도가 25℃ 이하를 유지하도록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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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어반내부습도제거를통한부식방지
제습 Mechanism

안전제어반부식원인가스제거기본원리

이산화티타늄(TiO2)은 자외선(UV)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산업현장에서 배출되어
실내에 잔존하는 유해가스(TVOC, 질소화합물, 황화수소 등)나

공기 중에 부유하는 기름 찌꺼기 등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식피해사진

폐수처리장컨트롤러부식

폐수처리장신호단자대
부식

하수처리장 MC 및
보호부품부식

하수처리장단자대부식

하수처리장전기부스바부식 하수처리장콘덴서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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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사진

전면부

후면부

전면 내부

후면 내부

Water Bath 및 Fog 발생 장치 온습도 센서 및 응축수 포집구

안전제어반 전면

Controller



04
제품소개

36



37

통합형원방원격감시제어시스템 (V1.0)

• 최신의 제어기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 실시간 공정 감시, 제어용 시스템

•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한 감시제어 프로그램 작성 및 감시, 제어

• 모든 시스템 계층과 통합 인터페이스 구조
•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기기와 통합 인터페이스 구조
• 신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구조

통합형시스템구조

• Operator’s Station 및 Controller Station 간
인터페이스 구조

• 단독형 시스템과의 통합 인터페이스 구조

• Serial 통신을 통한 Remote Station과의 연결
• 통신 프로토콜: TCP/IP 및 Serial 통신 기반

개방형시스템구조

• OPC Communication Interface, Modbus, 
RS-232C, RS-485/422 등

• 실시간 PC 및 Web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제
어

•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고기능운영자인터페이스

• 서버와 산업용 PC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제어
• 모든 실시간 데이터의 Web 및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연동

• Windows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가능
• 모바일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가능

Engineering 기능강화

• 한글 입출력 및 표시 기능

• 고속의 10, 100Mbps Ethernet 네트워크 지원

표준네트워크

• 3G, 4G 통신 환경 네트워크 지원

• 최대 64개의 RTU, PLC, 이기종 시스템 등 접속

외부기기인터페이스

• 전용선 및 시리얼 통신을 이용한 PLC 및
타 시스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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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기기

• 하위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LAN을 통해 상위 호스트로 전송

• 호스트 PC가 다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하위 단말기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저장,

이후 호스트 PC가 복구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전송

• 저장한 데이터는 정전 시 백업 가능

• 호스트 PC와 별도로 단독 운전 가능

TMU-1000

• 모든 데이터 설정과 운영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완전 독립형 조명 전용 제어기

• 네트워크 제어기(TMU-1000)와 연계되어 다양한 시스템 구성 가능

• 각 부하별로 20A의 Latch Relay를 사용하여 감시점의 세분화가 가능

• 불필요한 동작과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노이즈 등에

강한 회로로 설계

• 호스트와 통신 두절 시에도 자체 Stand-alone 기능으로 중단 없는 제어 가능

TCU-1000

• 조명 분산 제어장치에서 명령을 받아 조명제어 릴레이를 구동

• 조명제어 릴레이가 구동된 후에 동작 상태를 조명 분산 제어장치로 송신

RCU-1000

지능형분전반

• 공장, 건물, IDC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전반 및 배전반에 설치하여 인입

• 분기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여 세부 단위별로 전기에너지 소비패턴 파악 가능

• 취득된 모든 상태 계측정보를 호스트 시스템에 이더넷 또는 시리얼통신으로 제공

• 필요에 따라 설비를 제어하여 효율적인 전력량 관리 가능

MULTI-GEM 18ch

• 하나의 장치로 여러 개의 전력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중 전력미터

• 최대 18개의 단상부하 및 8개(3상 3선식) 또는 6개(3상 4선식)

삼상부하 전력 모니터링 가능

• IEC62053-21/22에 따르는 0.5/1.0 Class 전력 정밀도 실현

• Sag/Swell 기능 (최소 0.5 Cycle)

• 고조파무효 전력 함유율 표시 (THD)

MULTI-GEM 36ch

• RS485 Serial 통신 및 이더넷 통신 지원

• 외부 DI/DO/AI 모듈 확장성



아날로그 환경에서 수집하던 수위, 유량, 온도, 압력, 유해가스, 기상정보,

스마트 공장 자동화 정보 등을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 데이터를 취합하고

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I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

39

제품이미지

• Wi-Fi 무선 통신, 모드 버스 TCP/IP, UDP 통신 호환

• Analog Input: 4~20mA 출력 센서, 0~5V 출력 센서 인터페이스

• Digital I/O: 12V/24V 입출력 호환 제어, DI 5포트, DO 5포트

• Serial I/O: RS422/485 호환

무선연동장치메인컨트롤러

사양



05
면허및자격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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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및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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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검사설비

50

NO 품 명 사 양 수 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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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품 명 사 양 수 량 비 고



07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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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건명 주요품목 수요처 년도

단월정수장수질자동모니터링 제어반, 자동(수배전반) 충주시 2003

남산면배수지제염소설비감시 제어반, 자동 춘천시 2004

정수장통합시스템 제어반자동 춘천시 2005

단월정수장수질자동측정기 제어반, 자동 충주시 2005

이천하수처리장감시제어설비 제어반, 자동(수배전반) 이천시 2006

구리하수처리장감시제어설비 지맨스,PLC 테크윈 2006

소양정수장수질모니터링 MMI, 영상DISPLAY 춘천시/대광건설 2007

김제권역하수 PLC제어반 제작설치 GMR PLC 전남환경/비츠로 2007

와부정수장염소투입기공사 MMI,DCS 한국수자원공사 2008

U1 비축기지판넬제작 제어반,자동 ㈜비츠로시스 2008

춘천바이오산업단지설비제어 방축열,냉각탑감시제어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2009

송도신도시쓰레기집하장제어판넬 제어판넬 ㈜맥스윈 2009

송지호오토캠핑장전원자동분전반감시제어 TOUCH PANEL,전원자동분전반 고성군청/태백제어 2010

판교신도시쓰레기집하장제어판넬 제어판넬 ㈜맥스윈 2010

리어텍플랜트공사 제어판넬,PLC&MMI시운전 해외플랜트 2010

원통수소력발전감시제어 전력및제어판넬 ㈜맥스윈 2010

현대제철당진전력감시 전력SCADA 및감시제어 ㈜제닉스텍 2010

중앙제어실운영에따른자재구매 PLC ,MMI 충주시하수과 2011

태양광모듈생산설비 플랜트설비 GCL 2011

가축분뇨처리시설유량계인버터설치 유량계,인버터,MMI 경주축산폐수처리장 2011

세종시배수지및지하차도감시제어설비 TM/TC, MMI 태일전기㈜ 2011

연천소각장 PLC PANEL 납품 PLC외 ㈜맥스윈 2011

삼천포화력 3,4호기 약품투입설비 S/W공급및
인력용역

MMI외 (주)우리기술 2012

분당지역난방공사감시제어설비 판넬제작설치 ㈜맥스윈 2012

세종시터널감시제어설비 판넬제작설치 ㈜태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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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주요품목 수요처 년도

원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공사중계측기기류 계측제어설비 남진공영㈜ 2012

목포용해2지구자동제어반 판넬제작설치(수배전반) ㈜한일디엔에스 201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분석도구및기자재구매 서버및 PLC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빗물펌프장최적화시스템 MMI외 ㈜웹솔루스 2012

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계측제어설비 판넬제작 & 계측기 ㈜팬지아이십일 2013

안동보조보일러판넬제작 판넬제작 ㈜맥스윈 2013

강서구목동배수지급수구역자동퇴수시스템 판넬제작 ㈜팬지아이십일 2013

배수지수질자동측정장치프로세서제어반제작설치 판넬제작 & 설치, PLC,MMI 충주시 2013

제천시하수관거 BTL 2단계전기및계측제어공사 판넬제작 & 설치 코오롱엔솔루션㈜ 2013

삼척, 통영, 평택기지불꽃감시시스템제어반제작 판넬제작 ㈜창성에이스산업 2013

홍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자원화시서설 판넬제작 & 설치 현대엔지니어링㈜ 2014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경보장치제작설치 PLC,MMI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2014

양주사업소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감시제어설비보수
공사

PLC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014

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변환기반) 판넬제작및설치 가평군 2014

문경시청전력감시시스템 MMI, 설치공사 벡스파인텍㈜ 2015

울산 SRF 보일러스팀공급사업 판넬제작및설치 ㈜맥스윈 2015

용담고산소수력발전소감시제어시스템제조구매설치 판넬제작및설치,PLC, HMI 한국수자원공사 2015

음성군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전기및계측제어분
야)

판넬제작및설치, PLC,MMI 음성군 2015

충주권광역상수도감시제어설비판넬제작및설치공사 판넬제작및설치 ㈜문아이앤시 2015

수도꼭지탑재형다기능센서링시스템제조구매 프로그램개발 한국수자원공사 2016

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부지조성공사 판넬제작및설치 ㈜에이피씨테크 2016

제2항공교통센터신축공사(전기) 관급자재(전력제어,조명
제어)

판넬제작및설치,HMI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고청 2016

충주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관급자재(전력제어설비)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충주시 2016

판교가압장계장제어장치 판넬제작및설치 한국수자원공사 2016

한국수자원연구소유량검사시스템 PLC program ㈜알엘케이 2016

홍천군출산폐수및분뇨종합처리시설성능개선사업(계장
제어)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환경관리공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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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주요품목 수요처 년도

LG화확발전소 2차공사 판넬제작및설치 ㈜맥스윈 2016

BUNER MANAGEMENT SYSTEM CO-GEN BOLILER PLC 서울에너지동부지사 2017

산성정수장수질자동연속측정장치제조구매설치 계측기기,HMI 한국수자원공사 2017

이천시맨홀펌프장_원격시스템개선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이천시 2017

함양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계측제어설비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함양군 2017

함양군공공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전기및계측제어공사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함양군 2017

충주시금릉배수지WCDMA 설치 PLC, HMI 충주시 2017

증평하수탈수기제어반 판넬제작및 PLC ㈜삼화전설 2017

단양수중보수력발전소감시제어설비제조구매설치 판넬제작 ㈜맥스윈 2018

바이오매스발전소공기압축기계통제어시스템구매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태백제어시스템 2018

영주농협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자원화시범사업(감시제어
설비)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우진엔지니어링 2018

청계정수장전력감시납품설치 PLC, HMI ㈜코넥에너지 2018

오미재터널도로건설공사中전력자동제어공사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태백제어시스템 2018

앙성1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계측제어구매및설치)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거성에너지 2018

거산지구배수개선사업지급자재(TMTC) 제조구매설치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정읍지사
2019

갈전지구배수개선사업지급자재(TMTC) 제조구매설치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2019

병곡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전기및계측제어) 계
장제어장치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함양군 2019

병곡지구(대봉산) 지방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전기및계
측제어)관급자재구입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함양군 2019

운하배수장외 4개소소형원격소장치시스템공사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2019

지곡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전기및계측제어) 계
장제어장치

판넬제작및설치, PLC, HMI 함양군 2019

맹동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개선사업(전기계측)구입 충청북도음성군 2019

충주하수처리장송풍기프로그램수정및통신카드구매설치 PLC Program 충주시 2019

괴산송면터널외 2개소제연시설설치공사자동제어설비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괴산군 2020

동안보건소공조제어시스템판넬교체공사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안양시 2020

마포지구배수개선사업지급자재(TMTC) 제조구매설치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 2020

모바일행정전화(FMX) 도입사업 컴퓨터서버구축 진천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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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간1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물관리자동화시스템제조
구매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2020

용두배수펌프장 TMTC제어반제작설치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충주시 2020

저수지다목적방재계측장비설치 PLC,HMI, 계측기기설치 괴산군 2020

태백종합운동장설비자동제어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YEC 2020

함양군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사업계장제어장치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함양군 2020

유등2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물관리자동화시스템제조
구매

PLC,HMI,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

부
2020

내촌지구배수개선 TMTC 제조구매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2021

상신지구다목적용수개발사업자동화시스템제조구매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2021

신백산지구배수개선사업물관리자동화시스템제조구매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021

신전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목도2양수장) 자동화시스템
제작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2021

와룡지구배수개선사업자동화시스템제조구매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021

월현지구배수개선사업자재(계장제어장치)제조구매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2021

유등2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물관리자동화시스템제조
구매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2021

창원들녘2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자동화시스템제조구매
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2021

화곡지구물관리자동화시스템 TMTC 제조구매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서산지사

2021

안양배수지계측제어설비노후부품구입교체 PLC 및계기설치 안양시청 2021

안양시호암배수지 PLC교체공사 PLC 설치및 Program FEE 안양시청 2021

2021년배수지계측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 PLC, HMI 계기등유지관리 안양시청 2021

충주중원배수지펌프설치
PLC,HMI(Program FEE) 

계기설치
충주시청 2021

경기동남권지사관로상(1공구)TMTC 제조구매설치
PLC,HMI(Program FEE) 

판넬제작및설치
한국수자원공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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