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한국 수자원공사 PGS접지공사(정수장 외 4개소) 태백시 5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관리단 18,1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불광터널 배수지 접지공사 서울 불광동 1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60,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북면취수장 낙뢰 보호공사 창원시 1 창원시 상수도 사업본부 27,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방배배수지 PGS 접지공사 서울 도봉구 1 서울 도봉구 15,4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마동정수장 PGS접지공사(정수장1, 배수지2개소) 광양시 3 광양시 상수도 사업본부 37,67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도계하수종말처리장 PGS 접지공사 삼척시 1 삼척시 28,6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PGS 접지 보강공사 서울 광진구 1 서울특별시 수도기술연구소 6,6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2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PGS접지공사 구리시 1 구리시 25,3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4 상도배수지 접지시설공사 서울 도봉구 1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29,1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5 봉천배수지 PGS접지공사 서울 관악 1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25,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5 덕남정수장 낙뢰방호 접지공사 전남 광주 1 광주광역시 19,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5 2005 양산정수장 접지설비 보강공사 경남 밀양 1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 45,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5 뚝도정수장 PGS접지공사 서울 성동구 1 뚝도정수장 12,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6 상수도시설 낙뢰보호 시스템 구축공사 춘천시 1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216,906,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6 북면배수지 PGS-접지시스템 설치납품 창원시 1 창원시 상수도 사업본부 24,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6 공군 8988부대 상수도 시설 접지공사(춘천) 강원 춘천 1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18,1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6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지시설 공사 경남 창원 상하수도 사업소 1 경남지방조달청 73,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취수장 낙뢰방호접지시스템 제작설치(3개소) 창원시 3 창원시 상수도 사업본부 94,8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우천, 횡성 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 횡성, 우천 2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78,58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불곡가압장 PGS-접지공사 창원시 1 창원시 상수도 사업본부 29,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명곡배수지외 2개소 접지공사 명곡 3 창원시 상수도 사업본부 76,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덕남계통 송하, 소촌 배수지 낙뢰방호 접지공사 송하, 소촌 2 광주광역시 40,89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대산정수장 PGS0접지공사-본관,배수지,취수지(48개소) 창원시 48 창원시 상수도 사업본부 277,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고산(정) 접지시설 제조구매 완주 1 한국수자원공사 44,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7 홍덕, 부안 하수종말 처리장 접지공사 전북 흥덕, 부안 2 (유)형설전력공사 33,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정수장 및 배수지 낙뢰보호 시설공사(3개소) 수원시 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81,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영남정수장 자재납품(선진전기) 전남 고흥 1 영남정수장 10,8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석적배수지 낙뢰피해예방 접지시스템 설치공사 칠곡 1 칠곡군 상수도사업소 22,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동곡(산수)배수장 낙뢰보호기 설치공사 광주 광산구청 1 광주 광산구청 3,04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대산취수정(6만톤)PGS-시설 제작설치(13개소) 창원시 13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372,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남면 부평정수장내 접지시스템 구매설치(3개소) 인제 1 인제군 상수도사업소 46,9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구매 물자 구매계약서(중동배수지 외 10개소) 창원시 11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29,4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광역상수도 배수지 낙뢰보호용 디지털 접지기 강진 1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13,715,49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고산정수장 접지설비 제조구매설치(3개소) 전북 완주 1 한국수자원공사 48,888,88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호명호 PGS접지시스템 설치납품 가평군 1 가평군청 7,62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조달물자 구매계약(수원시 상하수도 사업소) 경기 수원 1 인천지방조달청 8,1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자재납품(광주, 광산) 광주 광산구청 1 광주 광산구청 10,268,718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현내전수장 PGS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공사 강원 고성 1 고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37,965,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8 저수지 낙뢰방호 시스템구축 공사 강원 강릉 1 고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17,248,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경남 창녕군 1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28,385,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용대가압장 자동제어시스템 낙뢰방지 설치공사 강원 인제 1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18,32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안성시 상하수도 사업소(상수시설물 낙뢰방호시스템) 경기 안성 1 안성시 상하수도 사업소 33,563,6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실험실 외 1개소 계측장비 등 낙뢰방호 접지보강 설치 인천 남동 1 인천광역시 수산정수사업소 9,053,22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상수도시설물 PGS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충남 천안 1 천안시 수도사업소 115,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마동 고지대배수지 증설사업 부대공사 전남 광양 1 광양상수도사업소 17,064,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대산하수처리장 낙뢰보호 접지보강 PGS접지시스템 제작설치경남창원 1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127,8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낙뢰방호 접지보강 제작설치 인천 남동 1 인천 수산정수장 62,9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섬진강댐 변전설비 접지구축 전북 임실 1 한국 수자원공사 섬진감댐관리단 68,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배수지 낙뢰 보호시설 설치공사-접지부싱 등 경기 수원 1 수원시 상하수도사업소 74,694,8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하북배수지 낙뢰보호설비 보강공사-서지흡수기 경남 양산 1 양산시청 8,488,8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배수지 및 가압장 낙뢰방호시스템 구매설치 광주 용연 1 광주 용연정수사업소 25,684,6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09 섬진강댐관리단 접지피뢰설비 구매 대전광역시 대덕구 1 한국수자원공사 12,678,8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동북취수장 낙뢰방호 시스템 구매설치 광주 용연 1 광주광역시 용연정수사업소 12,062,6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낙뢰방호 접지보강 관급자재 구매 인천 수산 1 인천광역시 수산정수사업소 117,248,4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인천 수산정수장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공사(2차) 인천 수산 1 인천광역시 수산정수사업소 85,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죽곡정수장 피뢰 및 접지설비 보강공사 관급자재 구입 대구 달성 1 대구광역시 죽곡정수사업소 59,058,4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옥계배수지 낙뢰방지 접지보강 전기공사 관급 접지부싱 구입경기 연천 1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20,934,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양촌면 인천리 가압장 고나급자재 구입-접지부싱 충남 논산 1 충남 논산시 수도사업소 7,695,6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상수도시설물 PGS낙뢰방호시스템 구축공사 관급자재 접지봉외 8종 구입의뢰충남 천안 1 충남 천안시 수도사업소 54,689,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배수지 낙뢰방지 접지공사 북삼배수지 관급자재 경북 칠곡 1 경북 칠곡군 상수도사업소 24,310,6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화동, 화서 배수지 PGS-eca3G 낙뢰방호 시스템 제작,설치 경북 상주 1 상주시 상수도 사업소 17,892,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파장정수장 및 알림배수지 낙뢰보호시설 설치공사(접지부싱)경기수원 1 경기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51,374,6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광치자연휴양림 지하수관정 낙뢰보호 시스템 구축사업 강원 양구 1 양구군청 6,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공도배수지 외 2개소 낙뢰방호시스템 구축공사 경기 안성 3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사업소 34,855,4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죽왕정수장 낙뢰방호시스템 구축공사 관급접지첨가제외5종강원 고성 1 강원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4,642,4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아산 용화정수장 낙뢰보호 설비 설치공사 충남 아산 1 아산시청 60,14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수원상하수도 사업소 광교정수장 외 보강공사 자재납품 경기 수원 1 수원시 상하수도사업소 4,837,8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PLC제어시스템 계측설비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관급자재경북 칠곡 1 칠곡군 수도사업소 18,587,648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낙뢰방호시스템 구축 관급자재 납품
경기 안성(가현취수장/대덕

배수지/죽산취수장)
3 안성상수도사업소 72,771,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0 113불록 유량계 낙뢰 방호시스템 설치공사 인천 중부 1 인천중부수도사업소 2,079,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창우정수장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가평 1 창우정수장 5,28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낙뢰방호 시스템 제작 구매설치 인천 공촌 1 인천광역시 공촌 정수사업소 156,8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인천 남동 1 인천광역시 남동 정수사업소 62,024,82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낙뢰 방호설비 보강사업 인천 부평 1 인천광역시 부평 정수사업소 173,678,75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광주 덕남정수장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광주 덕남정수장 1 광주 덕남정수장 4,9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팔당 3취수장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하남 1 한국수자원공사 11,29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용덕저수지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평택 1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15,983,374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수도권지역본부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과천 1 한국수자원공사 7,7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반월댐 관리단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군포 1 한국수자원공사 9,9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팔당댐관리단 PGS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경기 하남 1 한국수자원공사 36,070,1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접지장치 또는 조립품 충남 아산 1 아산시 수도사업소 84,9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섬진강댐 관리단 수위계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전북 임실 1 한국수자원공사 9,9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관리단 및 우암댐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임실(관리단,우암댐) 2 한국수자원공사 18,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일죽배수지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안성 1 경기 안성 18,2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용연정수장외 8개소 낙뢰방호 공사(자재납품) 광주광역시 용연동 1 광주광역시 용연정수장 118,8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상수도시설물(배수지 및 가압장)낙뢰보호설비 제작설치(2차)충남 아산 8 아산시 수도사업소 115,577,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거제권관리단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남 거제 1 한국수자원공사 3,3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파주 1 한국수자원공사 1,2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상수도시설물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공사
충남 천안(3공단, 직산, 성거,

안서(구)배수지)
4 천안시 수도사업소 49,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임진강댐 필승교 외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연천 1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댐 5,3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봉평정수장 낙뢰방호시스템 구매설치공사 강원 평창 1 평창수도사업소 32,244,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한국수자원공사 안양국사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안양 1 한국수자원공사 3,8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팔당 TM/TC국사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팔당 1 한국수자원공사 3,4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팔당 TM/TC국사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남양주시 1 한국수자원공사 팔당 3,4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취수구 자재구매 전남 목포시 1 한국수자원공사 3,18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수공/지자체 공유 TM설비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성남, 부천 2 한국수자원공사 8,521,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1 광명가압장 낙뢰보호설비 구매 경기 광명 1 한국수자원공사 3,96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충주댐 청풍수위국 SURGE방어시스템 충북 충주 1 한국수자원공사 3,748,722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가압장, 청산 정수장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충북 옥천 1 옥천상하수도사업소 69,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여주 강천보 카메라 CCTV 및 무선망 낙뢰방호장치 설치 여주 강천보 1 한국수자원공사(팔당권관리단) 51,562,5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문곡 수위국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충북 충주 1 한국수자원공사(충청지역본부) -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안산 정수장 일괄관리 유량계 보호용 서지보호기 구매 안산 정수장 1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지역본부) 1,056,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과천권 계측제어설비 안정화 제조구매설치 경기 과천 1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지역본부) 25,8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수도권광역 낙뢰방호시스템 및 자동복구장치 경기 하남 1 한국수자원공사(팔당권관리단) 20,665,7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군산정수장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납품 전북 군산 1 한국수자원공사 군산정수장 28,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정수장 낙뢰방호설비 설치공사 강원 평창 4 평창군청 37,139,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갈말배수지 낙뢰 방호시스템 설치공사 강원 철원 1 철원환경수도과 11,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아산시 도고시전가압장 계측제어 시스템 제작설치 충남 아산 1 중앙INT 13,2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섬진강댐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유량국) 전북 임실 1 수자원 섬진강댐 관리단 6,9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전원용 서지보호기 구매 충남 공주 1 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 공주정수장 24,871,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옥천 정수장외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충북옥천 10 옥천상하수도사업소 143,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마삼배수지 낙뢰방호시스템 시범설치 충남 논산 1 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논산수도센타 -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병천정수장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충남 천안 1 천안수도사업소 33,4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용인(가) 등전위 시스템구축(낙뢰예방) 수자원 성남권 관리단 용인가압장 1 수자원 성남권관리단 수지정수장 4,39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낙뢰방호 시스템 자재납품 경남 합천 1 수자원 섬진강댐 관리단 2,7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법곡1통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전기통신) 충남 아산 1 아산시 수도사업소 8,2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전남 진도 1 진도상하수도사업소 4,999,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시흥, 반월정수장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안산 2 수자원 과천권 관리단 17,6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2 자동유량,사벌,구미,진동 경북 상주,구미,경기 파주 3 시영테크 7,788,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광역상수도 배수지 낙뢰방호기 제작설치구매 전남 강진 1 강진군 상하수도 사업소 33,984,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대산정수장 전기실 자재납품 경남 창원 1 대산정수장 6,435,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이방,마륵,부강지점 낙뢰방지시스템 세종시 3 유량조사사업단 10,527,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팔당취수장 취수구 CCTV 제조구매설치 경기 하남 1 팔당 수자원공사 2,112,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5SET 경기 하남 1 팔당 수자원공사 3,432,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낙뢰빈번사업장 서지흡수장치 제조구매설치 충남 논산 8 논산 수자원공사 29,829,8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한강수력본부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강원 춘천 1 한강 수력본부 3,92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자재납품 충남 보령 1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1,584,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경남 합천 1 수자원공사 합천댐 3,3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2013 간여암 등표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간여암 등 2개소 2 유량조사사업단 2,2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일괄관리 유량계 보호용 서지보호기 구매 경기 안양, 안산 2 과천 수자원관리단 7,92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써지방지 장치 구매 경기 양주 14 양주 수도관리단 63,0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거제관리단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경남 2 거제 수자원관리단 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성동배수지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충남 논산 1 논산 수자원공사 5,4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동두천, 광주 수도관리단 경기 동두천 1 동두천,광주 수도관리단 3,52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길상가압장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인천 1 인천 수도사업소 9,5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아산시 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TN,TC 아산시 동암지구 1 아산 수도사업소 6,10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신창가압장 1 신창 가압장 2,57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김포정수장 낙뢰방호시스템 납품설치 경기 김포 2 김포 수자원공사 15,967,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섬진 1 섬진강 수자원관리단 2,7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팔당 1 팔당 수자원공사 95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원종양수장 물관리자동화설비 서지보호 및 접지장치 구매 원종양수장 1 김포 농어촌공사 8,772,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강화 농어촌공사 1 강화 농어촌공사 4,73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경북 청송 1 수자원 성덕댐관리단 19,744,7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수자원공사 충청관리단 전원용 낙뢰방호장치 설치 경기 이천 1 충청 수자원관리단 4,630,501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보은 3 보은 농어촌공사 14,190,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평택 1 평택 농어촌공사 10,672,2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물관리자동화시스템 피뢰설비 보강공사 강원 철원 3 철원 농어촌공사 19,127,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2013 등전위시스템 구매설치 진도 3 진도 수도관리단 9,878,000 상하수도사업.정수장

계 295 개소 5,130,727,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