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본관 및 상부댐 낙뢰방호공사 청평 1 한전 청평양수발전처 25,000,000           국가공공기관

2001 전자파표준 시험장 ISO표준접지 이천시 1 정보통신부 이천전파연구소 13,900,000           국가공공기관

2001 전산실 통신접지공사 서울 성북구 1 서울시 성북구청 8,350,000            지방자치단체

2001 군산항만 교통정보시스템 보강공사 군산시 1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10,450,000           국가공공기관

2001 군산항 무선통신 시설공사 군산시 1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9,900,000            국가공공기관

2002 5호선 고덕차량기지 낙뢰방호시스템 공사 서울 강동구 1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83,000,000           국가공공기관

2003 덕양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21개소) 고양시 1 덕양구청 12,650,000           지방자치단체

2003 PTMS시스템 접지시설 점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2,410,000            국가공공기관

2004 항만교통정보시스템 낙뢰방지 접지공사 충남서산외 2개소 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48,200,000           국가공공기관

2004 한남2동청사 PGS접지공사(통신)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6,050,000            지방자치단체

2004 한남2동청사 PGS접지공사(전기)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26,950,000           지방자치단체

2004 정보통신설비 접지시설 구축 서울시 2호선 1 서울지하철공사 284,777,680         국가공공기관

2005 속리터널 PGS접지시설공사 충북 속리산 1 보은군청 22,000,000           지방자치단체

2005 소청도 등대 PGS피뢰접지공사 인천 소청도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5,400,000           국가공공기관

2005 부산신항 VTS센터 보링접지공사 부산 연도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33,000,000           국가공공기관

2005 보형무인원격통신소 낙뢰방지 접지공사 충남 보령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3,900,000           국가공공기관

2005 우이도 보링접지공사 우이도 1 해양수산부 19,800,000           국가공공기관

2006 토목계측기 PGS접지 설치 납품(강릉,옥계) 강원 옥계 1 한국도로공사 7,700,000            국가공공기관

2006 청파2동 주민자치센터 PGS접지공사(통신)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3,3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청파2동 주민자치센터 PGS접지공사(전기)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18,7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PGS접지공사(통신)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9,5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PGS접지공사(전기)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16,5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 PGS-접지공사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27,5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 PGS-접지공사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275,0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말도 등대 종합정비공사 군산 말도 1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20,900,000           국가공공기관

2006 가평 호명호수공원 접지공사(통신) 경기 가평 1 경기관광공사 30,800,000           국가공공기관

2006 2006밀양 계통 접지설비 보강공사 밀양 1 한국수자원공사밀양댐 45,390,000           국가공공기관

2006 강화 민속장 신축 PGS접지공사(통신) 경기 강화 1 ㈜와이엘테크 8,0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강화 민속장 신축 PGS접지공사(전기) 경기 강화 1 우창전기 8,000,000            지방자치단체

2006 가평호명 호수공원 접지공사(전기) 경기 가평 1 경기관광공사 40,000,000           국가공공기관

2007 해상교통관제센터 낙뢰방지시설 구매설치 울산항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32,000,000           국가공공기관

2007 용산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 접지공사 서울 용산구 1 용산구청 8,250,000            지방자치단체

2007 낙뢰보호 PGS-접지시스템 설치공사 전남 광양 1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25,700,000           지방자치단체

2007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PGS접지공사 전북 군산 1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41,000,000           국가공공기관

2007 경기도 소방학교 낙뢰보호 PGS접지시스템 제작설치 용인시 1 경기소방학교 32,000,000           국가공공기관

2007 07년 기지국 PGS접지장치 설치 의성 1 의성군청 13,000,000           지방자치단체

2007 소방무선통신시설 접지장치 구매 설치(71개소) 강원도(71개소) 71 강원도 소방본부 151,000,000         국가공공기관

2007 PGS피뢰장치 납품 및 설치 강원 철원 1 철원군청 7,000,000            지방자치단체

2007 해양 수산청 자재납품 해양수산청 1 주식회사 환웅전기 3,960,000            국가공공기관



2008 해양교통시설 관리소 접지공사(충남 태안 안흥) 태안 안흥 1 ㈜테라하이테크 4,950,000            국가공공기관

2008 하이패스 및 요금징수시설 낙뢰피해 예방공사 청주시 1 한국도로공사 12,554,572           국가공공기관

2008 월성원자력 본부 10개 사이트 월성 1 월성원자력본부 37,200,000           국가공공기관

2008 여주구립도서관 eca3G설치(에이앤디엔지니어링) 여주 1 전파관리소 3,520,000            국가공공기관

2008 신항 관제센터 접지보강공사 진해 연도 1 해양수신부 11,000,000           국가공공기관

2208 서울 중구청(본관) PGS-접지시설 제작설치 서울 중구청 1 서울 중구청 52,000,000           지방자치단체

2008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낙뢰방지장치 설치공사(강원산림) 춘천시 1 산림개발연구원 9,000,000            국가공공기관

2008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 설치공사 인제군 상동리 기룡산 1 인제군청 9,428,000            지방자치단체

2008 보호수정비(피뢰침 설치)사업 관급자재 사업 당진 1 당진군 10,500,000           지방자치단체

2008 대왕중학교 수배전반 접지공사 서울 강남구 1 서울시 강남교육청 8,690,000            지방자치단체

2008 군 청사및 산하기관 접지시스템 구축 10개동 인제 10 인제군 27,005,207           지방자치단체

2008 국도38호선 비봉/대덕터널 접지공사 안성 1 인천지방조달청 7,027,000            국가공공기관

2008 광주월드컵 경기장 eca3G납품 광주 서구 1 광주지방조달청 7,700,300            국가공공기관

2008 격렬비도도 등대 외 1개소 낙뢰방지시스템 구매설치 격렬비도, 안도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76,500,000           국가공공기관

2008 CCTV 음향설비 접지공사(암태도) 암태도 1 한국전력 6,182,000            국가공공기관

2008 세종전력 eca3G 납품(서해 무인등대) 인천 1 ㈜세종전력 6,710,000            국가공공기관

2008 안산중계소 PGS접지시설 보강공사 서울 강남 1 서울시청 14,3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체육문화센터 낙뢰피해방지 PGS접지시스템 설치납품 경기 남양주 1 남양주 도시공사 168,062,800         지방자치단체

2009 정보통신실 낙뢰방지 시스템 구입 경북 예천 1 예천 군청 4,921,300            지방자치단체

2009 접지보강[DGPS 감시국, 기준국 등 7개소] 서이말,소청,어청,소리,당사,홍도,가사 7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 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371,880,000         국가공공기관

2009 자원순환센터 등 낙뢰방지시스템 구매 경기 가평 1 가평군청 10,621,600           지방자치단체

2009 이천 화훼단지 PGS접지시스템 설치공사 경기 이천 1 이천시청 26,65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무인카메라 낙뢰보호장치 설치공사 강원 고성 1 고성군청 17,05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무인카메라 낙뢰보호장치 구입 동해시청 1 동해시청 8,966,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무인카메라 낙뢰보호장치 시설공사 강원 인제 1 인제군청 9,2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낙뢰방지시설 설치공사 강원 춘천 1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9,000,000            국가공공기관

2009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호시스템 구축사업 강원 강릉 1 강릉시청 14,5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강원 횡성 1 횡성군청 17,5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호시스템 구축사업 강원 평창 1 평창군청 9,0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호시스템 구축사업 강원 양구 1 양구군청 8,950,000            지방자치단체

2009 무주 기준국 숙소외 1개소 PGS낙뢰방호 시스템 무주, 영주 2 국토해양부 위성항법사무소 25,000,000           국가공공기관

2009 무정전 전원장치 외 3종 구매 전남 보성 1 한국수력원자력㈜ 7,428,000            국가공공기관

2009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 설치 강원 화천 1 화천군청 9,5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낙뢰용디지털 접지시스템 구입 전남 진도 1 진도군청 23,996,270           지방자치단체

2009 낙뢰방지장치 구입 전남 해남 1 해남군청 8,919,900            지방자치단체

2009 금병산 무인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지공사 강원 춘천 1 춘천시청 9,396,000            지방자치단체

2009 eca3G납품(경북도청 민방위 재난관리과 경보통제소) 경북 대구 1 경북도청 3,153,610            지방자치단체



2009 eca3G 납품 경북 예천 1 예천군청 2,5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백우산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낙뢰보호공사 강원 홍천 1 홍천군청 7,7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09년 1차 고압자동원격검침(AMR) 전송망 시설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1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10,005,922           국가공공기관

2009 안동시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경북 안동 1 안동시청 29,041,000           지방자치단체

2009 대진등대 접지시스템 개량공사 강원 고성 1 동해지방해양항만청 46,498,800           국가공공기관

2009 신항 관제센터 접지보강공사 경남 진해 1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11,330,000           국가공공기관

2009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접지장치 또는 어셈블리) 대전 유성구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9,000,000           국가공공기관

2009 구계리 낙뢰피해 예방사업 충북 음성 1 음성군청 26,604,000           지방자치단체

2009 국지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비 제작 및 설치 강원 영월 1 영월군청 6,800,000            지방자치단체

2009 09년 하반기 전력통신용 통합단말장치 보강공사 경기 1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12,437,012           국가공공기관

2009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낙뢰보호장치 구입 강원 평창 1 평창군청 4,984,400            지방자치단체

2009 가사 및 서거차 출장소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진도 1 진도군청 6,481,000            지방자치단체

2009 해상교통관제사이트 4개소 접지시설 유지보수 충남 서산 4 국토해양부 대산지방 해양항만청 6,929,930            국가공공기관

2009 종합정보센터 낙뢰보호장비 구입 충남 연기 1 연기군청 36,689,000           지방자치단체

2009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낙뢰보호시스템 설치공사 강원 태백 1 태백시청 8,856,000            지방자치단체

2009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접지보강(7개소)
경북 성주 7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643,000,000         국가공공기관

2009 ㈜성강통신 자재납품 서울 구로 1 ㈜성강통신기술사 사무소 2,000,000            국가공공기관

2009 ㈜부강이앤티 자재납품 경기 성남 1 ㈜부강이앤티 6,0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낙뢰방호시스템 구입 전남 해남 1 전라남도 해남군청 10,324,800           지방자치단체

2010 광역위생매립장 낙뢰보호설비 조달 구매 광주 서구 1 광주광역시 환경시설 공단 7,198,000            국가공공기관

2010 낙뢰방호 시스템 구입 경북 영주 1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시청) 23,257,400           지방자치단체

2010 흡수기,과전압용,eca3G,LM-12-20 외 4종 설치납품 한강수력본부 1 한국수력원자력㈜ 517,0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환경방사선감시기 접지 설비 자재구매 경북 경주 1 한국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17,722,800           국가공공기관

2010 태건 주식회사 자재발주 광주광역시 북구 1 광산구청 6,820,000            지방자치단체

2010 서림기전 낙뢰방호 시스템 자재납품 서울시청 1 서울시청 9,900,000            지방자치단체

2010 가평군청 낙뢰방호 시스템 구매설치 경기 가평 1 가평군청 7,000,000            지방자치단체

2010 자동유량 측정시설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경기 고양 1 유량조사사업단 9,329,937            국가공공기관

2010 신항 관제센터 낙뢰방지시설 보강공사 경남 진해 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9,3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낙뢰방호시스템 납품 및 설치 동구릉, 선릉 외 27개소 29 LG CNS 346,5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운암수위국/ 취수구 피뢰설비 보강 전남 광양 1 한국수자원공사 9,0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납품
여수남해,진도,말도,영광

격포,격열비열도 외 3개소
9 기상청 50,142,620           국가공공기관

2010 한강 수력본부 무선망 구축설비 한강수력본부 1 한국수력원자력 24,805,000           국가공공기관

2010 천안추모공원 낙뢰방호설비 설치공사 충남 천안 1 천안추모공원 9,750,000            국가공공기관

2010 상부 배수지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전남 영광 1 한국수력원자력㈜ 17,530,000           국가공공기관

2010 연안방재 관측시스템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사천항, 강구항, 통영,

제주도, 흑산도
5 기상청 22,495,780           국가공공기관



2010 금산 칠백의총 관리소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금산 칠백 1 문화재청 금산 칠백의총 관리소 7,0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한국전파기지국㈜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관악산 2,4,6기지국(3개소) 3 한국전파기지국㈜ 11,088,000           국가공공기관

2010 문화재청 동구릉 관리소 PGS 낙뢰방호 시스템 자재납품 경기 구리 1 문화재청 동구릉관리소 4,700,000            국가공공기관

2010 낙뢰용 디지털 접지시스템 구입설치 전남 진도(4개소) 4 진도군청 12,395,510           지방자치단체

2011 한전 광주전남본부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광주 전남(사옥도) 1 한전 광주전남본부 6,883,800            국가공공기관

2011 흡수기, 과전압용, eca3G, LM-33-38 외 7 청평양수발전소 1 한국수력원자력(청평양수발전소) 63,0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해남군청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전남 해남 1 해남군청 8,320,000            지방자치단체

2011 충남청양 전원주택(18가구)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충남 청양 1 청양군청 39,096,000           지방자치단체

2011 신강진 변전소 내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전남 강진 1 한국전력공사 4,224,000            국가공공기관

2011 속초시청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강원 속초 1 속초시청 5,670,000            지방자치단체

2011 디지털 접지장치 설치 경북 영천, 보현산 2 경북소방본부 14,25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PGS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경북 경주 1 월성원자력발전소 9,9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영주시청 예하 8개 사업소 PGS낙뢰방호시스템 구축 경북 영주 1 영주시청 23,232,000           지방자치단체

201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서지보호기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 광주광역시 교육청 7,144,000            지방자치단체

2011 암반관정 낙뢰보호시스템 제작설치 강원 속초 8 속초시청 25,700,000           지방자치단체

2011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북 청송 1 청송군청 13,870,000           지방자치단체

2011 한전 PGS낙뢰방호 시스템 자재납품 광주광역시 북구 1 한국전력공사 17,688,000           국가공공기관

2011 한국 수력원자력㈜ 무선망설비 구축2차 강원 춘천 1 한국수력원자력㈜ 35,64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정보통신실 디지털 통신접지 설비구축 공사 서울 영등포 1 영등포구청 22,792,000           지방자치단체

2011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 TM/TC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경기 파주 1 한국농어촌공사  29,551,834           국가공공기관

2011 봉화군청 관할 14개소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 납품 경북 봉화 14 봉화군청 42,600,000           지방자치단체

2011 문화재청 동구릉 관리소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경기 구리 1 문화재청 765,000               국가공공기관

2011 한전 IT실 접지장치 설치납품 경남 김해 1 한국전력공사 13,440,000           국가공공기관

2011 백운관리소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충북 제천 1 한국가스공사 25,34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익산시청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전북 익산 1 익산시청 15,620,000           지방자치단체

2011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 TM/TC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낙뢰카운터 설치납품경기 파주 1 한국농어촌공사 4,95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송정배수지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광주광역시 광산구 1 광주광역시 6,600,000            지방자치단체

2011 비봉농공단지 관정보수공사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충남 청양 1 청양군청 24,000,000           지방자치단체

2011 광역해수면 관측장비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부산,인천 2 기상청 33,323,620           국가공공기관

2011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부산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1,4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TDWR 전원시설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공사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레이더 1 항공기상청 18,865,570           국가공공기관

2011 충남청양 전원주택(8가구)PGS낙뢰방호 시스템 충남 청양 1 청양군청 14,096,000           지방자치단체

2011 소무의도,영흥도 싸이트 등 2개소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인천(소무의도, 영흥도) 2 인천지방항만청 20,0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경산시청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경북 경산 1 경산시청 11,000,000           지방자치단체

2011 해남/무안 중계소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공사 전남 목포시 1 수협중앙회 목포어업정보통신국 16,6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인천항만청 소야도 싸이트 등 4개소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인천(소야도,인천대교,

영흥도,북항)
4 인천항만청 44,0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소무의도,영흥도 싸이트 등 2개소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소무의도, 영흥도 2 인천항만청 20,000,000           국가공공기관



2011 농어촌공사 창봉저수지 내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강원 횡성 1 농어촌공사 5,390,000            국가공공기관

2012 용산전쟁기념관 내 국방소프트사업 이동차량 무상설치 서울 용산구 1 전쟁기념관 -                        국가공공기관

2012 기상청 Monitor시험(연구)용 eca3G시범설치(오션테크 업무제휴)충남 태안 1 오션테크㈜ -                        국가공공기관

2012 청평발전소 CCTV 10개소 낙뢰방호 시스템 경기 가평 1 청평수력발전소 8,976,000            국가공공기관

2012 통신실 내 PGS 낙뢰보호 시스템 납품설치 경북 영천 1 영천시청 6,350,000            지방자치단체

2012 통신디지털 접지장치 구매 설치 경북 영양외 9개소 10 경북소방본부 42,000,000           국가공공기관

2012 괴산군 쓰레기 매립장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충북 괴산 1 괴산군청 8,250,000            지방자치단체

2012 낙뢰피해방지 장치 구매 설치 대구 1 대구도시철도공사 18,780,000           국가공공기관

2012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납품 인천 1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6,700,000            국가공공기관

2012 CCD 칼라 카메라외 30종 전남 영광 1 한국수력원자력(영광) 9,768,000            국가공공기관

2012 낙뢰보호장치 외 2종 충남 보령 1 한국전력(보령화력본부) 30,600,000           국가공공기관

2012 신림과적검문소 PGS낙뢰방지시스템 설치공사 강원 1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8,955,000            국가공공기관

2012 월성원자력 관측시스템 낙뢰방호 시스템 경북 경주 1 월성원자력발전소 5,333,676            국가공공기관

2012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낙뢰방호 시스템 구입 강원 평창 1 평창군청 5,059,355            지방자치단체

2012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레이저 컷팅기, 워터젯 장비) 충남 천안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2,500,000           국가공공기관

20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낙뢰서지방호 시스템 납품설치 강원 홍천 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6,034,000           지방자치단체

2012 영광원자력본부 자재납품 전남 영광 1 한국수력원자력(영광) 5,016,000            국가공공기관

2012 한전 하의 전력서비스센터 에카 설치 전남 신안 1 한국전력공사 하의전력서비스센터 4,730,000            국가공공기관

2013 예천군청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경북 예천 1 예천군청 4,420,000 지방자치단체

2013 칠백의총 관리소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충남 금산 1 조선왕릉 유적관리소 3,500,000 국가공공기관

2013 고성군청 가로등 분전함 자재납품 강원 고성 1 고성군청 1,320,000 지방자치단체

2013 낙뢰방지용 디지털 접지장비 구입설치 전남 진도 1 진도군청 21,628,750 지방자치단체

2013 DGPS해양 기준국 및 감시국 접지보강공사 춘천 등 5개소 5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5,668,500 국가공공기관

2013 별마로천문대 낙뢰방지 시스템 설치공사 강원 영월 2 영월군청 19,800,000 지방자치단체

2013 낙뢰서지 방호시스템 구입설치 경남 합천 18 합천군청 42,300,000 지방자치단체

2013 평창군청 보광 휘닉스파크 정상 산불감시 카메라 강원 평창 1 평창군청 4,400,000 지방자치단체

2013 낙뢰서지방호시스템 구매 설치 전남 여수 10 여수광양 해상교통관제센터 38,095,200 국가공공기관

2013 위성항법 연평도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인천 연평도 1 위성항법 중앙사무소 2,240,000 국가공공기관

2013 송곡, 염성 배수펌프장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충남 아산 13 아산시청 24,195,600 지방자치단체

2013 소방방재시스템 수신기 낙뢰보호기 설치 경기 여주 2 세종대왕 유적지관리소 16,350,000 국가공공기관

2013 낙뢰보호설비 설치공사 경기 성남 1 성남소방서 4,924,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경북 청송 1 청송군청 36,850,000 지방자치단체

2013 동송정수장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강원 철원 2 철원군청 10,989,000 지방자치단체

2013 13-175 연안방재 울산 등 2개소 1 해양관측소 5,300,000 국가공공기관

2013 13-87 HF 신설(5대), 13-123 HF 유지보수(1대) 백령도 등 2개소 6 해양관측소 27,720,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장흥댐 1 장흥댐 11,840,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전국 6개소 기상관측소 6 기상관측소 16,500,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평화의 댐 1 평화의 댐 3,174,6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청송군청 1 청송군청 6,000,000 국가공공기관



2013 지상기지국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관악산 등 12개소 12 한국 전파기지국 51,408,500 국가공공기관

2013 새만금수질자동측정망 낙뢰보호시설 설치 새만금(4개 측정소) 4 새만금 환경공단 22,500,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강원 평창 1 평창군청 4,180,000 지방자치단체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통영 등 2개소 1 해경센터 6,692,4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부산 1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1,100,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인천 1 인천 정수장 18,132,972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강원 춘천 1 강원 소방본부 2,970,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대전 4 대전전파관리소 16,952,980 국가공공기관

2013 교육관 및 수중펌프실 낙뢰서지방호 시스템 납품설치 강원 영월 3 영월군청 15,591,000 지방자치단체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납품 삼천포 등 3개소 3 해양관측소 9,185,000 국가공공기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 3 해양관측소 10,131,000 국가공공기관

계 455 개소 5,949,08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