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지명원 

주식회사  아륙전기 



지명원 목차 

1. 회사개요 

2. 회사연혁 

3. 조직 운영도 

4. 본사/공장 위치도 

5. 운영제품 이미지 

6. 제조설비 현황 

7. 시험/검사설비 현황 

8. 납품실적 현황 

9. 사업자등록증 

10. 공장등록증 

11. 세금 완납증명서 

12. 특허/인증서 

13. 기타 증명서 



- 6 - 

  (주)아륙전기는 1965년 창설된 이래 지난 50년간 오직 모터펌프의 전문 
 
메이커로서 최신시설을 갖추고 대형 플랜트 공업용부터 농업관개용, 도시 
 
상/하수도, 화학공업용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각종 펌프 및 모터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생산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로 건설, 산업, 심정 및 오폐 
 
수 분야에 필요한 최상의 펌프 전 제품군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당사는 오랜 기술 연마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완벽한 
 
제품을 생산 공급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 사회환원을 선도하는 기업, 최상의 제품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 입니다.  

1. 회사개요 



1965. 03.   아륙전기 제작소 설립(서울 석관동) 

1972. 04.   전동기 제조 형식 승인 

1979. 01.   주식회사 아륙전기 법인(부천 내동) 

1979. 05.   산업용 펌프 생산 및 전동기 응용기계 기구류 제조업 허가 

1984. 10.   조선공업진흥법 제7조 1항에 의거 선사업 등록 

1997. 03.   산업용 펌프(KS B 7501) KS표시허가 등록 

1997. 08.   인천지방 공업단지 공장신축 확장 이전(인천 경서동) 

1998. 05.   인라인(IN-LINE) 원심펌프 개발 및 생산 

1999. 11.   ISO 9001 품질 인증 

2009. 01.   오수처리용 탱크 실용신안 등록 

2009. 07.   클린사업장 선정 

2009. 04.   상표 등록(하수용 정화설비등 5건) 

2012. 07.   우수조달 공동상품 물품지정(조달청) 

2013. 02.   인천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3. 05.   품질경영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2014. 06.   KOTRA-P300 글로벌 조달선도기업 선정 

2014.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14. 10.   정비적격업체 등록(한국동서발전) 

2014. 11.   정비적격업체 등록(한국중부발전) 

2016. 11.   특허 등록(오배수펌프 패키지 시스템) 

2016. 11.   CE 인증(직결펌프, 자흡식펌프) 

2017. 02.   특허 등록(이물질 제거가 가능한 육상펌프) 

2. 회사연혁 



3. 조직 운영도 

대표이사 
(CEO) 

영업본부 생산본부 관리본부 

생
산
관
리 

공
정
관
리 

사
후
관
리 

국
내
영
업 

해
외
영
업 

관
급
영
업 

재
무
회
계 

구
매
관
리 

출
고
관
리 

품질관리(QC) 

연
구
개
발 

인
증
관
리 

제 
품 
설 
계 



4. 본사/공장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44번지) 

(아륙전기 세부 위치도) 

아륙전기 

아륙전기 



(다단볼류트 펌프) 

(단단볼류트 펌프) 

(자흡식 펌프) 

(볼텍스 펌프) 

5. 운영제품 이미지(1) 



(인라인 펌프) (입형단단 펌프) 

(직결볼류트 펌프) (웨스코 펌프) 

(기어 오일이송 펌프) (엔진동력 펌프) 

5. 운영제품 이미지(2) 



(직결볼류트 펌프) 

(직결자흡식 펌프) 

(오배수펌프 패키지 시스템) 

5. 운영제품 이미지(3) 



5. 운영제품 이미지(4) 

(드레인 수중펌프) 

(스레인 수중펌프) 

(커터 수중펌프) 

(오배수용 수중펌프) 

(그라인드 수중펌프) 



설비번호 설비명 성능및규격 수량 기기번호 제작사 비고 

AR-M-01 파워프레스 3T,7.5HP 1 창신공업 

AR-M-02 파워프레스 1.5T,3HP 1 창신공업 

AR-M-03 축절단기 405*3*25.4 1 이원제작소 

AR-M-04 다축드릴M/C DUA-540 1 동양 

AR-M-05 레이디얼드릴M/C DRD-915 1 영광 

AR-M-06 드릴링M/C DS330 1 달수기계 

AR-M-07 탭핑M/C DST340 1 달수기계 

AR-M-08 연마기 80*1060L 1 일제 

AR-M-09 그라인더 8 1 한일 

AR-M-10 선반 520*1500 1 화천 

AR-M-11 선반 450*1600 1 남선 

AR-M-12 선반 400*1060 1 통일 

AR-M-13 슬롯터M/C NBS-150 1 남북 

AR-M-14 밀링M/C WMTHU1300 1 화천 

AR-M-15 밀링M/C 다이형직립밀링 1 대우 

AR-M-16 밀링 MTU-5 1 통일 

AR-M-17 CNC선반 TNL-53 1 통일 

AR-M-18 CNC선반 TNL-45 1 통일 

AR-M-19 
CENTER  V-
MACHINING 

TVL-20 1 통일 

AR-M-20 진공함침기 300L 1 금강 

AR-M-21 건조기 
1.2*2.2m, 
180°C" 

1 한국 

6. 제조설비 현황(1) 



설비번호 설비명 성능및규격 수량 기기번호 제작사 비고 

AR-M-22 콤프레셔 10kg/㎠ 1 경원세기 

AR-M-23 권선기 10HP 1 한국 

AR-M-24 전기용접기 10KVA1.3kW 1 대양산업 

AR-M-25 전기용접기 20KVA1.0kW 1 일양전기 제작소 

AR-M-26 산소용접기 3K 2 대성 

AR-M-27 로링기 450L 1 한국 

AR-M-28 정밀정반 450*600mm 1 한국 

AR-M-29 작업다이 200*500mm 1 한국 

AR-M-30 바란싱M/C 
BH-50B (반경

350mm) 
1 한반도 

AR-M-31 베어링삽입기 150°C 1 한국 

AR-M-32 천정크레인 2.8TON 2 현대 

6. 제조설비 현황(2) 



설비번호 설비명 성능및규격 수량 기기번호 제작사 비고 

AR-T-
01 

인버터 
3Φ,30HP*220V

*50Hz 
1 

AR-T-
02 

토출량시험기(삼각위
어) 

0.5㎥/min 1 한국 

AR-T-
03 

토출량시험기(삼각위
어) 

2.5㎥/min 1 

AR-T-
04 

토출량시험기(온위어) 20㎥/min 1 

AR-T-
05 

디이나모메타 10KVA 1 “ 

AR-T-
06 

IVR(A.C) 0-500V,15KVA 1 “ 

AR-T-
07 

IVR(A.C) 
0-

700V,300KVA 
1 “ 

AR-T-
08 

IVR(D.C) 
0-

750V,300KVA 
1 “ 

AR-T-
09 

초음파유량측정기 ABBDM41F 1 
000429423/X00

5 
SPECT

RA 

AR-T-
10 

절연시험기 TKM-920 1 484518 

AR-T-
11 

내압시험기 HPT-5010 1 503039 

AR-T-
12 

클램프형전류계,전력계 1735 1 S10021558B6 

7. 시험/검사설비 현황(1) 



설비번호 설비명 성능및규격 수량 기기번호 제작사 비고 

AR-T-1 회전측정기 30000rpm 1 WOAB0730 Asahi 

AR-T-2 외측마이크로미터 0-25,0.01mm 1 6010498 
Mitutoy

o 

AR-T-2-1 “ 0-25,0.01mm 1 910789 “ 

AR-T-2-2 “ 25-50,0.01mm 1 8941904 “ 

AR-T-2-3 “ 175-200,±μm 1 904818 “ 

AR-T-2-4 “ 0-25,0.01mm 1 6010498 “ 

AR-T-2-5 “ 25-50,0.01mm 1 6004311 “ 

AR-T-3 내측마이크로미터 25-50,0.01mm 1 43979 “ 

AR-T-3-1 “ 25-50,0.01mm 1 479 “ 

AR-T-4 깊이마이크로미터 0-100,0.01mm 1 2539 “ 

AR-T-5 외측마이크로미터 0-25,0.001mm 1 8941904 “ 

AR-T-6 버어니어캘리퍼스 0-200,0.05mm 1 9250499 “ 

AR-T-6-1 “ 0-300,0.05mm 2 
43577/441

00 
“ 

AR-T-6-4 “ 0-600,0.05mm 1 79904 “ 

AR-T-7/(-
1) 

디지털캘리퍼스 0-300,0.01mm 2 257/68861 “ 

AR-T-7-2 “ 0-600,0.01mm 1 25864 “ 

AR-T-8-1 하이트게이지 0-300,0.02mm 1 406354 Mitutoyo 98.1 

AR-T-9 디지털높이게이지 0-600,0.01mm 1 9717989 “ “ 

AR-T-10 다이얼게이지 0-1,0.001mm 1 937812 “ “ 

AR-T-10-1 “ 0-10,0.01mm 1 5035G9 “ “ 

AR-T-10-2 “ 1-10,0.01mm 1 OH2993 “ “ 

AR-T-11 다이얼 인디게이터 0-0.8,0.01mm 1 409894 “ “ 

7. 시험/검사설비 현황(2) 



설비번호 설비명 성능및규격 수량 기기번호 제작사 비고 

AR-T-12 실린더게이지 
10-18.5, 
0.01mm 

1 
56E510 
541800 

“ “ 

AR-T-
12-1 

“ 18-35,0.01mm 1 
6364F6 
622952 

“ “ 

AR-T-
12-2 

“ “ 1 
6245H1 
622200 

“ “ 

AR-T-
12-3 

“ 35-60,0.01mm 1 
506A69 
556542 

“ “ 

AR-T-13 깊이게이지 0-150,0.02mm 1 906120 “ “ 

AR-T-
13-1 

“ “ 1 2539 “ “ 

AR-T-
13-2 

“ “ 1 911549 “ “ 

AR-T-14 전력계 240V/5A 1 C2440 H.S.W “ 

AR-T-
14-1 

“ “ 1 01984M Y.E.W “ 

AR-T-15 온도측정기 -50~800°C 1 
10494 
2092 

Delta “ 

AR-T-16 전압계 150/300V 1 8073052 CEW “ 

AR-T-
16-1 

“ 300/600V 1 211182 “ “ 

AR-T-17 주파수계기 65HZ 1 97269 MEC “ 

AR-T-34 WattMeter 1 L0310 HSW 

AR-T-35 버어니어캘리퍼스 0~1000,0.05mm 1 718506 Mitutoyo 

AR-T-36 디지털캘리퍼스 0~300,0.01mm 1 25992 “ 

7. 시험/검사설비 현황(3)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삼성엔지니어링 아산탕정폐수처리장7-2단계 ‘14.12.31 다단볼류트펌프외 

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씨티C-6BL신축공사 ‘14.12.30 다단볼류트외 

천지이엔씨 온빛유치원현장 ‘14.12.19 라인펌프 

삼성엔지니어링 옥정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 ‘14.12.03 다단볼류트펌프외 

현대건설 제주해군기지육상시설공사2공구 ‘14.12.10 다단볼류트외 

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미술관건립공사 ‘14.12.09 인라인펌프 

대한산업 민마루유치원·초등학교현장 ‘14.12.08 라인펌프 

충북대학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건 ‘14.11.14 인라인펌프외 

동일토건 KZ하이빌파크1단지 ‘14.10.30 수중펌프외 

㈜미르텍 으뜸유치원·초등학교현장 ‘14.10.27 라인펌프 

우남건설(주) 삼척코아루현장건 ‘14.08.31 다단볼류트펌프외 

삼성엔지니어링 아산탕정폐수처리장7-1단계 ‘14.07.15 단단볼류트펌프외 

현대산업개발 천안백석아이파크신축공사 ‘14.06.30 오배수패키지펌프 

현대건설 스태츠칩팩코리아조립공장신축공사 ‘14.05.23 다단볼류트펌프외 

동일토건 카자흐스탄수출건 ‘14.04.22 부스타펌프외 

㈜아론 영풍전자신축공장현장 ‘14.01.22 라인펌프외 

삼성엔지니어링 아산그린센타현장 ‘14.01.20 다단볼류트펌프외 

협우설비(주) 부산오토닉스현장 ‘13.12.24 부스터펌프외 

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현장 ‘13.12.10 심정용펌프외 

신일에프에이에스 기아자동차화성공장 ‘13.11.29 다단볼류트펌프외 

보성기건 GS홈쇼핑현장 ‘13.11.11 다단볼류트펌프외 

8. 납품실적 현황(1)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현대건설(주) 현대자동차도산대로전시장현장 ‘13.10.01 다단볼류트펌프외 

주영펌프공업(주) 하남시환경기초시설현장 ‘13.09.10 다단볼류트펌프외 

지에스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집단에너지시설 ‘13.08.23 인라인펌프외 

준제이엔씨 강원인제현민병원현장 ‘13.08.27 다단볼류트펌프외 

지에스건설(주) 세종시집단에너지지시설현장 ‘13.07.24 인라인펌프외 

우남건설(주) 가평설악북한강코아루아파트현장 ‘13.06.30 단단볼류트펌프외 

현대산업개발(주) 아이파크콘도 ‘13.06.17 단단볼류트펌프외 

현대건설(주) 크루셜텍,아이코닉스사옥신축현장 ‘13.06.13 패키지펌프외 

현대엠코 의왕연구소현장 ‘13.05.15 패키지펌프외 

현대산업개발(주) 김해구산동아이파크신축현장 ‘13.05.30 다단볼류트펌프외 

현대산업개발(주) 김해상계동아이파크신축현장 ‘13.05.20 다단볼류트펌프외 

협우설비(주) 울산달동주상복합신축현장 ‘13.03.06 부스타펌프외 

프라자호텔 프라자호텔현장 ‘13.03.07 다단볼류트펌프외 

현대건설(주) 인천아시안게임주경기장현장 ‘13.03.28 패키지펌프외 

동우유체기계 웅진케미칼구미공장현장 ‘13.03.17 단단볼류트펌프외 

현대산업개발(주) 은평아이파크포레스트케이트현장 ‘13.01.31 다단볼류트펌프외 

티이씨건설(주) 한국감정원대구사옥신축현장 ‘13.01.31 패키지펌프외 

현대시멘트(주) 가압장펌프교체 ‘12.12.15 부스타펌프외 

㈜강원유체 동해시문화예술회관현장 ‘12.11.29 단단볼류트펌프외 

㈜태진에프티 포스코-신갈주공아파트현장 ‘12.10.25 패키지펌프외 

워터월드 대방동아데나공동주택현장 ‘12.09.04 부스타펌프외 

8. 납품실적 현황(2)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충남연기군종촌중학교현장 ‘12.09.27 부스타펌프외 

한국엔지니어링 육군증편관사및병영생활관현장 ‘12.09.11 다단볼류트펌프외 

현대건설(주) 독산동지식사업센터신축공사 ‘12.09.10 다단볼류트펌프외 

현대엠코(주) 현대제철직장주택조합신축현장 ‘12.08.16 수중펌프외 

현대산업개발(주) 부천약대주공아파트재건축현장 ‘12.07.31 엔진펌프외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용인써닝포인트골프장현장 ‘12.06.30 패키지펌프외 

㈜태진에프티 육군안양관사 ‘12.06.29 패키지펌프외 

현대엠코 현대백화점청주점신축공사 ‘12.05.17 오배수팩키지펌프외 

우남건설(주) 시흥동와이즈플레이스현장 ‘12.05.30 부스타펌프외 

㈜에이치엔씨 안산인터플렉스현장 ‘12.03.31 인라인펌프외 

㈜웅진홀딩스 구미공장폐수처리장현장 ‘12.03.03 단단볼류트펌프외 

삼성엔지니어링 탕정폐수처리시설 ‘121.20 엔진소방펌프 

GS파워 부천GS열병합발전소 ‘1112.23 입형배수펌프 

인천상수도사업소 부평무인가압장3개소교체공사 ‘1111.20 입형다단 

현대엠코 현대백화점청주점 ‘1112,20 오배수패키지외 

인터플랙스 안산인터플랙스신축현장 ‘1112.05 오배수패키지외 

삼성물산(주) 삼성화재한남동사택 ‘1111.28 오배수패키지 

삼성물산(주) 서울시청사 ‘1110.26 오배수패키지 

현대건설(주) 벡스코시설확충공사 ‘1110.25 다단펌프외 

대한제당 안산공장 ‘11.8.26 소방펌프 

현대건설(주) 일산2지구아파트 ‘11.6.21 오배수패키지외 

8. 납품실적 현황(3)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서희건설 성균관대서희스타힐스 ‘11.6.21 오배수패키지외 

GS건설 금호자이현장 ‘11.6.16 오배수패키지 

우남건설 동양동아파트현장 ‘11.5.31 부스터,패키지외 

LG전자 파주LCD라인증설 ‘11.5.25 오배수패키지 

넥솔론 넥솔론공장증설 ‘11.4.1 입형다단 

신세계건설 파주운정이마트 ‘11.4.1 그라인더펌프 

삼성전기 설비증설 ‘11.3.28 입형다단 

현대건설(주) 현대엘리베이터이천공장 ‘11.3.26 단단볼류트 

현대건설(주) 청라상록아파트 ‘11.3.26 배수펌프 

현대건설(주) 검단4차힐스테이트 ‘11.3.26 다단볼류트외 

동일토건 포천의과대학약학관 ‘11.3.25 부스터,패키지외 

삼성전자 화성16라인증설 ‘11.3.22 오배수패키지 

삼정기업 아산배방삼정그린코아 ‘11.3.14 부스터,입형다단외 

성우종합건설 김포한강신도시 ‘11.3.10 배수펌프,패키지외 

현대산업개발 해운대I-PARK '11.3.10 오배수패키지 

현대건설 청라상록아파트 ‘11.2.24 오배수패키지외 

삼성SDI 중국공장설비교체 ‘11.2.18 입형펌프 

현대아산 평택FLC물류창고신축 ‘11.1.27 다단볼류트외 

현대아산 현대아산공장 ‘11.1.26 단단볼류트 

남광토건 보문시장재건축 ‘11.1.14 오배수패키지외 

디엠퓨어텍 STS반도체증설 ‘11.1.10 입형다단 

웅진케미칼 설비교체 ‘11.1.03 단단볼류트 

동림건설 휘슬링락C.C '10.12.27 오배수패키지(그라인더) 

8. 납품실적 현황(4)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두산중공업 을지로업무시설 ‘10.12.10 오배수패키지(그라인더) 

현대산업개발(주) 남양주별내I-PARK '10.12.01 다단볼류트외 

현대건설(주) 성동써비스 ‘10.12.01 오배수패키지외 

현대건설(주) 성남삼남아파트 ‘10.12.01 다단볼류트외 

SK건설 청라아파트 ‘10.11.22 오배수패키지 

GS건설 청담자이 ‘10.11.15 오배수패키지 

SK건설 영등포교정시설 ‘10.10.22 오배수패키지 

두산중공업 을지로수표동업무시설 ‘10.10.22 오배수패키지(그라인더) 

롯데건설(주) 제천롯데마트현장 ‘10.9.29 오배수패키지외 

현대건설(주) 육군행정학교 ‘10.9.28 오배수패키지외 

동부건설(주) 흑석동현장 ‘10.9.28 오배수패키지외 

포스코건설(주) 대구이시아폴리스 ‘10.9.27 오배수패키지외 

삼성물산(주) 신당6현장 ‘10.9.27 오배수패키지외 

(주)빌컴 신세계백화점설비교체 ‘10.9.10 대형인라인 

은진케미컬 은진케미컬공장신축 ‘10.9.10 단단볼류트외 

세아제강 두바이플랜트 ‘10.9.9 단단볼류트외 

현대산업개발(주) 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 ‘10.8.25 다단볼류트,웨스코외 

남광토건 인천청라아파트신축 ‘10.7.21 부스터,오배수패키지외 

코오롱건설 여수시도시형폐기물 ‘10.7.19 단단볼류트외 

쌍용건설(주) 코리아C.C '10.6.24 그라인더펌프외 

동일토건 주성엔지니어링증설공사 ‘10.6.15 부스터,입형다단외 

남광토건 옥천하수관거 ‘10.5.25 그라인더펌프외 

동부건설(주) 용인신봉6블럭 ‘10.5.20 오배수패키지외 

8. 납품실적 현황(5)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동부건설(주) 용인신봉5블럭 ‘10.5.20 오배수패키지외 

현대건설(주) 경춘선복원 ‘10.5.12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건설(주) 우편집중국 ‘10.5.11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포스코건설 한성백제박물관 ‘10.5.6 오배수패키지외 

웅진케미칼 구미공장설비증설공사 ‘10.5.6 단단볼류트외 

삼성물산(주) 송도글로벌대학 ‘10.4.26 오배수패키지외 

현대건설(주) 송도글로벌대학 ‘10.4.26 오배수패키지외 

웅진케미칼(주) 구미공장설비교체 ‘10.3.3 단단볼류트외 

현대건설(주) 인천논현동힐스테이트 ‘10.2.25 오배수패키지외 

한양 양주A-10BL '10.2.25 오배수패키지외 

한양 천안청수 ‘10.2.24 오배수패키지외 

한남코퍼레이션 설비교체공사 '10.1.26 단단볼류트외 

현대건설(주) 동두천지행현대아파트 '09.2.4 다다볼류트,웨스코외 

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2공구 '09.2.5 웨스코,단단볼류트외 

웅진케미칼(주) 웅진케미칼구미공장설비교체 '09.3.11 단단볼류트외 

현대시멘트(주) 냉각수순환펌프교체공사 '09.3.26 단단볼류트외 

현대건설(주) 고덕1단지 '09.4.6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산업개발(주) 마산만IPARK '09.4.14 다다볼류트,웨스코외 

(주)빌컴 신세계백화점냉각수펌프교체공사 '09.5.6 인라인외 

현대건설(주) 검단2차힐스테이트 '09.6.9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건설(주) 검단3차힐스테이트 '09.6.15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건설(주) 제2시민안전체험관 '09.7.2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아산(주) 신원에벤에셀2공장(개성공단) '09.7.22 다단볼류트,인라인외 

8. 납품실적 현황(6) 



업체명 프로젝트명 수주일자 납품 펌프명 

반도건설(주) 평택유보라현장 '09.8.26 배수패키지외 

현대건설(주) 화성동탄신도시 '09.9.15 배수패키지외 

남광토건(주) 대전덕명동아파트현장 '09.9.25 배수패키지외 

현대시멘트(주) 가압장펌프교체 '09.8.24 입형다단외 

현대아산(주) 아산정책연구원 '09.9.25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건설(주) 연대송도캠퍼스 '09.9.25 다단볼류트,웨스코외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설비교체 '09.10.8 단단볼류트외 

현대건설(주) 영월하수처리장 '09.10.9 다단볼류트,웨스코외 

웅진케미칼(주) 폐수처리장펌프교체 ‘09.10.26 단단볼류트외 

성우종합건설(주) 김포걸포오스타 ‘09.10.26 배수패키지,다단외 

송유관공사 설비교체 '09.11.25 웨스코외 

우남건설(주) 황학동주상복합 '09.12.16 부스터,다단볼류트외 

(주)우미 서울교대기숙사신축공사 '09.12.16 부스터,다단볼류트외 

현대산업개발(주) 하남풍산에코타운 '08.1.14 다단볼류트,수중외" 

영흥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신설공사 '08.2.29 인라인,단단볼류트외 

대구염색단지 대구염색단지설비교체 '08.3.13 인라인,단단볼류트외 

현대건설(주) 대구봉덕동 ‘08.3.27 오배수패키지 

현대아산(주) 금강산소방서신축공사 '08.4.11 다단볼류트,배수외 

웅진캐미칼 구미공장 '08.4.14 단단볼류트외 

현대제철(주) 현대제철설비교체 '08.4.21 단단볼류트,배수외 

현대아산(주) 금강산온천장 '08.6.19 다단볼류트,배수외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중공업엔진공장확충 '08.7.15 단단볼류트외 

8. 납품실적 현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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