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규 모

자 본 금

종 업 원 수

생 산 제 품

주식회사 원일산업

황 광 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209

대지 - 8,571㎡ 건평 - 3,221㎡

210,000만원

94명

주철밸브, 주강밸브, 스테인리스 밸브, 단조밸브, 청동·황동 밸브, 

익스팬션조인트, 후렉시블 조인트, 컨넥터, 기능성 밸브, 제수밸브

플랜지, 소방밸브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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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1987. 8 원일산업 설립
1987. 8 고무 펌프 컨넥터 (Rubber Pump Connector)생산

수격방지기 (Water Hammer Cushion)생산

1993. 9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Bellows Type Expansion Joint)생산
1997. 7 공장 확장 이전(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2) 
1998. 1 사내 품질경 도입,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1998. 4 남양주시 공장등록
1998. 7 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 KS표준인증 (KS B 1536) 
1998. 8 KSA 9002, ISO 9002 시스템 도입
1998. 11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지도
1999. 1 (주)대일밸브 인수 합병

주철밸브(Cast Iron Valve) 생산
1999. 1 벨로우즈 밸브 공장 증설 및 확장
1999. 1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생산
1999. 3 KSA 9002, ISO 9002인증
1999. 3 유망중소기업 선정
1999. 12 병역특례 업체 선정

2000. 3 고무펌프 컨넥터(Tie Rod 10㎏f/㎠ Type) 의장등록
2000. 8 김해공장 설립
2000. 10 고무 버터플라이 밸브 실용신안등록
2001. 2 ㉿청동 밸브 10㎏f/㎠ KS표준 인증(KS B 2301) 
2001. 5 ㉿볼 밸브 KS 표준인증 (KS B 2308) 
2001. 8 주철 밸브(Cast Iron Valve) 의장 등록 출원
2001. 12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표준 인증 (KS B 6405) 
2002. 1 경민대학교 소방학과와 산학협동 기술개발 협정체결

- 중소기업청 개발과제 선정(200-10) / 소화약제 자동감지장치
2002. 3 청동 Y형여과기 개발
2002. 4 부설 밸브기술센터 설립
2002. 5 자력식 자동 온도조절 밸브 개발
2002. 5 복합형 물용 감압 밸브 실용신안 등록 (등록번호 : 0287708) 

건축설비용 다기능 복합 밸브 실용신안 등록 (등록번호 : 0290295) 
2002. 6 케이지형 16㎏f/㎠ 플런저 밸브 개발
2002. 6 세대별 콘트롤밸브 실용신안 등록 (등록번호 : 0287726) 

세대별 자동 온도조절 밸브 실용신안 등록 (등록번호 : 0287731) 
복합형 물용 자동공기배출밸브 실용신안 등록 (등록번호 : 0288371) 

2002. 6 벨로우즈 실 밸브 개발
2002. 7 급속 개폐형 플런저 밸브 개발 및 실용신안 등록 (등록번호 : 0290502) 
2002. 9 산학협동 기술 개발과제 선정 (배관자재 자동포장기계) 
2002. 10 ㉿주철 밸브 KS 표준 인증 (KS B 2350) 
2003. 4 ㉿주철1MPa Y형 증기여과기(나사식,플랜지식) KS 표준 인증(KS B 1538) 
2003. 8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업체 선정 (인증번호 : 2003-208) 
2003. 12 KSA 9001 : 2001 / ISO9001 : 2000 시스템 전환 인증
2004. 2 공장확장 신축공장 이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95-1) 
2004. 4 (주)대우 건설 협력 업체 등록
2004. 6 내압형 익스팬션 조인트(단식,복식) 발명특허 출원
2004. 6 ㉿웨이퍼형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KS 표준 인증 (KS B 2813) 
2004. 6 ㉿주철 플랜지형 앵 밸브 KS 표준 인증 (KS B 2350) 
2004. 10 단조게이트, 로브, 스윙체크, 리프트체크 밸브 생산 개시
2004. 12 ㉿주강 게이트, 로브, 스윙체크 밸브 20K KS 표준 인증 (KS B 2361)
2005. 8 ㉿덕타일 제수 밸브 KS표준인증 (KS B 2334)
2005. 9 자동경보 밸브(습식)알람 밸브 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획득
2005. 11 준비작동식(개방형) 프리액션 밸브 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획득
2007. 12 ㉿주강 게이트, 스윙체크 밸브 10K KS 표준 인증 (KS B 2361)
2008. 10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선정(지식경제부 기술원 한국표준협의)
2010. 03 품질보증업체지정(Q마크)-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2011. 03 ㉿황동 볼 밸브 국내 KS 표준인증(KS B 2308)   
2011. 08    ㉿주강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국내 KS 표준인증(KS B 2361)
2012. 08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후렉시블 조인트, 세대별 감압밸브 위생안전기준KC인증획득
2012. 12    물용자동공기배출밸브 위생안전기준KC인증획득

연혁 및 인증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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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안나사게이트밸브 주철바깥나사게이트밸브

주철 로브밸브 주철해머리스체크밸브(KS)                        

주철해머리스체크밸브 주철1MPa Y형증기여과기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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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스트레이너

주철볼밸브(0.98 MPa)                                주철후드밸브(0.98 MPa)                         

Valve & Joint

주철스윙체크밸브(0.98 MPa)                    

주철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A type) 주철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B type)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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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주강바깥나사게이트밸브(1.96 MPa / 0.98 MPa) Korea 

주강 로브밸브(1.96 MPa / 0.98 MPa)    주강스윙체크밸브(1.96 MPa / 0.98 MPa) 

Valve & Joint

주철수격방지기 (Gas Type)                     

수격방지기 (Spring Type)                          

주철앵 밸브 (0.98MP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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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주강스트레이너(1.96 MPa)                      

주강볼밸브(Gear Type)                       주강볼밸브(Lever Type)                           

Valve & Joint

주강해머리스체크밸브(1.96 MPa)           

주강듀얼체크밸브(0.98MPa/1.57 MPa)    주강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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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로브밸브(0.98 MPa)-B.B Type 스테인리스 로브밸브(0.98 MPa)-F.T Type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0.98 MPa)- F.T Type

Valve & Joint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0.98 MPa)-Screwed Type A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0.98 MPa)- B.B Type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0.98 MPa)-Screwed Type B

9

0228신일정판-2013도큐  2013.2.28 6:34 PM  페이지7   광진-mac1  2400DPI 175LPI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윙체크밸브-B.B Type

스테인리스스윙체크밸브-F.T Type 스테인리스스윙체크밸브-Screwed Type

Valve & Joint

스테인리스 로브밸브(0.98 MPa)-Screwed Type

스테인리스버터플라이밸브 스테인리스판체크밸브(0.98 MPa)        

WPSC-10

WPSC-10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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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트레이너-B.B Type               스테인리스스트레이너-F.T Type          

스테인리스스트레이너-Screwed Type

Valve & Joint

스테인리스해머리스체크밸브(0.98MPa)

스테인리스플랜지 (SLIP-ON)                     스테인리스맹플랜지 (BLIND)                     

11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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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 Joint

스테인리스후드밸브(0.98MPa)     

스테인리스사방형볼밸브

스테인리스플랜지형볼밸브(0.98 MPa)-KS / 非KS스테인리스나사형볼밸브(0.98 MPa)-1PCS, 3PCS

스테인리스삼방형볼밸브-T형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나사형볼밸브(2PC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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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 로브밸브(0.98 MPa)                 KOREA

청동스윙체크밸브(0.98 MPa) KOREA

청동게이트밸브(0.98 MPa) KOREA

청동스트레이너(1 MPa) KOREA

황동나사형볼밸브(0.98 MPa)                   황동나사형볼밸브(0.98 MPa)                    KOREA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13

Valve &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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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보온용나사형볼밸브(0.98 MPa)           철플랜지 (SLIP-ON)                                

철맹플랜지 (BLIND)                        

14

절연플랜지 KOREA

0228신일정판-2013도큐  2013.2.28 6:34 PM  페이지12   광진-mac1  2400DPI 175LPI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단조게이트밸브- Screw, Socket, Flanged                                                                              

단조 로브밸브- Screw, Socket, Flanged                                                                                        

단조체크밸브- Swing, Lift, Flange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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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스테인리스단조게이트밸브- Screw, Socket, Flanged                                                                      

스테인리스단조 로브밸브- Screw, Socket, Flanged                                                                       

스테인리스단조체크밸브- Swing, Lift, Flange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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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 Joint

강관용익스팬션조인트(0.98MPa)-단식 KOREA 강관용익스팬션조인트(0.98MPa)-복식 KOREA

동관용익스팬션조인트(0.98MPa)-단식 KOREA 동관용익스팬션조인트(0.98MPa)-복식 KOREA

스테인리스익스팬션조인트(0.98MPa)-단식 KOREA 스테인리스익스팬션조인트(0.98MPa)-복식 KOREA

B형WSJ-10S B형WSJ-10D

A형WSJ-A10DA형WSJ-A10S

A형WCJ-A10S

B형WCJ-10S B형WCJ-10D

A형WCJ-A10D

A형WJS-A10D

B형WJS-10DB형WJS-10S

A형WJS-A10S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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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벨로우즈펌프컨넥터(타이로드형) - 0.98MPa/1.96MPa 고무벨로우즈펌프컨넥터(타이로드형) - 0.98MPa

고무펌프컨넥터(쌍구형) - 0.98MPa

후렉시블메탈조인트(플랜지형) - 0.98MPa/1.96MPa 후렉시블메탈조인트(나사형) - 0.98MPa

고무펌프컨넥터(단구형) - 0.98MPa

KOREAKOREA

KOREA KOREA

18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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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수도용덕타일주철제수밸브 수도용소프트실제수밸브

벨로우즈실밸브 KOREA 자동정유량조절밸브 KOREA

냉/온수온수

세대별급수용감압밸브 KOREA

직동식

물용자동공기배출밸브 KORE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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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 Joint

프리액션밸브 KOREA알람밸브 KOREA

소방용버터플라이밸브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자유형익스팬션조인트- 0.5MPa                KOREA

썩션디퓨저 쓰리원콘트롤체크밸브

알람밸브구조도 프리액션밸브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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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주철밸브(10K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주철밸브(10K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주철밸브(10K 플랜지형 해머리스 체크 밸브)-KS 

주철밸브(10K플랜지형 해머리스 체크밸브)-非KS

주철밸브(10K 플랜지형 앵 밸브)

주철밸브(10K 플랜지형 로브 밸브)  

주철밸브(10K 플랜지형 스윙체크 밸브)

주철 1MPa Y형 증기여과기(플랜지식)

주철 1MPa Y형 증기여과기(나사식)

주철 스트레이너(플랜지식) 

10K 웨이퍼형 고무붙이 밸브(기어식)

10K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레버식)

주철 후드 밸브

10K 주철 수격 방지기(GAS) 

10K 주철 수격 방지기(SPRING)

20K 수격 방지기(SPRING)

수도용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10K) 

10K 주철 볼 밸브

10K 주강 볼 밸브

주강 밸브 (20K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주강 밸브(20K 플랜지형 로브 밸브)

주강 밸브(20K 플랜지형 스윙 체크 밸브)

주강 밸브(20K 플랜지형 스트레이너)

주강 밸브(20K 플랜지형 해머리스 체크 밸브)

주강 밸브(10K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주강 밸브(10K 플랜지형 로브 밸브)

주강 밸브(10K 플랜지형 스윙체크 밸브)

10K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 강관(단식)

10K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 강관(복식) 

10K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 동관(단식)

10K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 동관(복식) 

10K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 스테인리스 강관(단식)

10K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 스테인리스 강관(복식)

10K 후렉시블 메탈 조인트(플랜지형) 

10K 스테인리스 후렉시블 메탈 조인트(플랜지형) 

10K 타이로드형 후렉시블 조인트

10K 투 볼 고무콘넥터

10K 타이로드형 고무콘넥터

황동 볼 밸브

보온용 나사형 볼 밸브

청동 밸브(10K 나사끼움식 게이트 밸브)        

청동 밸브(10K 나사끼움식 로브 밸브)

청동 밸브(10K 나사끼움식 스윙체크 밸브)  

청동 밸브(10K 나사끼움식 스트레이너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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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60-2  

60-3

60-4   

61-1

61-2

61-3

61-4

62-1

62-2  

62-3 

62-4 

NAME

10K 나사식 스테인리스 볼 밸브

스테인리스 게이트 밸브 (10K 나사식)

스테인리스 로브밸브 (10K 나사식)     

스테인리스 스윙 체크 밸브 (10K 나사식)

스테인리스 스트레이너 (10K 나사식)

스테인리스 게이트 밸브 BB(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게이트 밸브 FT(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로브 밸브 BB(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로브 밸브 FT(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스트레이너 BB(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스트레이너 FT (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해머리스체크 밸브 (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스윙 체크 밸브 BB (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스윙 체크 밸브 FT (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10K 레버식)     

스테인리스 후드 밸브(10K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볼 밸브(10K 플랜지식)-KS

스테인리스 볼 밸브(10K 플랜지식)-BS

듀얼 체크 밸브

스테인리스 판 체크 밸브(웨이퍼식)

스테인리스 판 체크 밸브(나사식)

소방용 버터플라이 밸브(16K 레버식)

소방용 버터플라이 밸브(16K 기어식)

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 밸브(10K)

스테인리스 나사형 볼밸브-나사식(1PCS)

스테인리스 나사형 볼밸브-나사식(3PCS)

스테인리스 나사형 볼밸브-용접식(3PCS)

쓰리원 체크 밸브

석션디퓨저

세대별 감압밸브

벨로우즈 실 밸브

단조20K게이트-F

단조20K 로브-F

단조게이트-S

단조 로브-S

단조게이트-W

단조 로브-W

물용자동공기배출밸브

스테인리스 삼방향 볼밸브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10K,  SOP)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10K, BL)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20K,SOH  A형)

스테인리스플랜지(10K,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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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장 납품 실적

현 장

대우건설 청주가경동 아파트

대우건설 대전문화동 아파트

대우건설 마포 디오빌

대우건설 서초 프라임디오빌

대우건설 광주 디자인센타

대우건설 수원 제2청사

대우건설 대구 대동타워

대우건설 잠실포스코

SK 건설 보령아파트

효성건설 파주교하 아파트

주공 인천 논현동 아파트

주공 문래동 주상복합

주공 대구 경산 한일 아파트

대성산업 인천 만수동 아파트

추인건설 일산화정 네이버타운

보미건설 탄현 주상복합

보미건설 신도림 목원빌딩

보미건설 고대안암병원

보미건설 하비에르국제학교

보미건설 고대 안암교회

보미건설 인하대학교

보미건설 북아현교회

보미건설 연수동길프라쟈

대동종합건설 거제아파트

대동종합건설 구미아파트

역곡연립보람아파트

태백 중앙병원 개보수현장

일산 뉴코아 개보수 현장

수자원공사 아산 업소

제주도 사대부고,공 주차장외

한국하이닉스 청주공장

28사단 신교대 현장(대림건설) 

보람건설 부산 스카이보떼 현장

인천 소래고등학교 현장

아산 굿모닝병원 현장

평택 숙 시설 현장

성주 중앙교회 신축현장

안산 석남사 신축현장

파주 금강산랜드(개보수)

제주 삼양초등학교

제주 사대부속고등학교

대우건설 천호동 주상복합

대우건설 신도림 테크노마트

일산2동사무소(개보수)

고양시 화정 둥지유치원

품 목

주철 러브밸브, 버터플라이밸브외

버터플라이 L/O, 주강게이트외

버터플라이밸브외

주철게이트, 헤머리스체크외

주철 러브밸브, 헤머리스체크외

수격방지기, 주철OSY밸브,스트레나,볼밸브외

스텐스트레나, 청동스트레나

주철OSY, 수격방지기외

헤머리스체크밸브,주강게이트외

엑스벤션죠인트(동복), 수격방지기외

수격방지기, 컨넥타,동관,백관,용접부속외

수격방지기,주철밸브,동관,백관,용접,나사부속외

TPC컨넥타, 수격방지기외

헤머리스체크, 수격방지기,동관,백관,피팅외

버터플라이밸브, 수격방지기,동관,백관,용접부속외

백관,동관,용접부속,밸브,동부속,신주부속외

수격방지기, 버터플라이밸브,주철밸브,파이프외

황동볼밸브,주철밸브,동관,백관,용접부속,보온재외

주철OSY, 스트레나, 스윙체크,동관,백관,잡자재

주철스트레나, 헤머리스체크밸브외,백관,동관외

주철게이트,후렉시블죠인트,동관,백관,보온재외

주철OSY, 청동밸브,동관,백관,보온재,용접부속외

압력탱크,주철게이트,스트레나,동관,백관,보온재외

청동밸브,황동볼밸브,헤머리스체크,동관,백관외

청동밸브,나사부속,주철밸브류

수격방지기, 헤머리스체크밸브,동관,백관,피팅외

황동볼밸브, 엑스벤션죠인트,동관,백관,보온재외

수격방지기,동관,보온재외

주철게이트, 청동밸브외

주철OSY, 수격방지기외

스텐후렌지, 스텐볼밸브외

주철OSY, GA, 스트레나, 후랙시블

황동볼밸브, 스트레나,동관,백관,주철밸브류

주철OSY, 버터플라이,수격방지기외

수격방지기,주철게이트외

버터플라이,후렉시블,동관,용접부속,나사부속외

황동볼밸브,수격방지기,동관,백관,보온재외

청동게이트,헤머리스체크,보온재외

스텐스트레나,스텐게이트,스텐파이프,스텐부속외

주철OSY, 스트레나,후렉시블외

주철게이트,수격방지기외

청동게이트, 황동볼밸브 外

엑스벤션조인트, 단조밸브, 청동밸브, 후렉시블조인트

주철게이트

청돌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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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주철OSY,수격방지기,후렉시블 外

주철OSY,수격방지기,후렉시블 外

주철OSY,수격방지기,후렉시블 外

수격방지기(스프링타입) 外

주철게이트, 스트레나 外

주철게이트밸브, 해머리스체크

버터플라이밸브 外

주철밸브, 청동밸브, 후렉시블조인트 外

주철게이트, 주철밸브 外

청동게이트, PVC 外

후렉시블조인트, 수격방지기 外

주철게이트, 후렉시블조인트, 볼밸브 外

주철게이트, 후렉시블조인트, 서스후렌지 外

후렉시블조인트, 청동게이트, 청동체크 外

주철게이트, 익스팬션조인트, 버터플라이 外

주철게이트, 해머리스, 스트레이너 外

스텐게이트, 스텐플랜지, 버터플라이밸브 外

익스팬션조인트, 주철밸브, 청동밸브 外

해머리스, 주철게이트, 후렉시블조인트 外

버터플라이, 스텐플랜지, 청동밸브 外

스윙체크, 스텐플랜지, 버터플라이G/O

스윙체크, 버터플라이, 스트레이너 外

스윙체크, 버터플라이, 스트레이너 外

스윙체크, 버터플라이, 스트레이너 外

주강밸브, 주철게이트, 해머리스체크밸브 外

주강밸브, 주철밸브 外

스텐버터플라이밸브, 스텐게이트밸브, 청동밸브 外

스텐게이트, 스텐버터플라이밸브 外

스텐게이트, 스텐해머리스체크, 스텐버터플라이 外

주강밸브, 주철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청동밸브, 황동볼밸브

주철밸브, 주강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청동밸브 外

청동밸브, 황동볼밸브 外

스텐게이트, 스텐버터플라이밸브, 청동밸브 外

주철밸브, 주강밸브, 청동밸브 外

스텐게이트, 스텐헤머리스체크, 주철밸브 外

주철밸브, 주강밸브, 청동밸브 外

스텐 로브밸브, 스텐볼밸브

황동볼밸브, GS밸브 外

주철밸브

주철게이트 밸브, 후렉시블조인트 外

철플랜지, 수격방지기, 주철밸브 外

주강밸브, 익스펜션조인트, 황동볼밸브

주강밸브, 단조밸브 外

주철게이트밸브, 철 플랜지 外

주철OSY밸브, 알람밸브 外

75

현 장

일산 문촌5단지 개보수

일산 백석6단지 개보수

일산 후곡3단지 개보수

부산디자인센타

인천 목련아파트

대전군수사령부

대우건설 청주산남동아파트

대동건설 왜관아파트

보미건설 역삼동 상가

보미건설 등촌동성당

행신2동 성당 신축공사

의정부우체국 신축공사

남양주덕소 하수종말처리장

보미건설 수원 산부인과신축

탄천하수종말처리장

장학건설 평택 태산어린이집 신축

강원대학교 개보수공사

파주 포병연대 숙소 신축

강북 어마을 신축

송추 스파랜드

뚝섬야외수 장 개보수

잠원야외수 장 개보수

잠실야외수 장 개보수

광나루야외수 장 개보수

대우건설 부산대병원 신축

성지건설 이젠공장형아파트 신축

현대건설 경의선 철도 신축

한신공 남내륙 광역상수도

삼성건설 이대캠퍼스 신축

보미건설 당하 리즌빌 신축

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대구 경산 주공아파트 신축

삼성건설 삼성의료원 신축

대동건설 춘천아파트 신축

대동건설 행신주공아파트 신축

한일건설 신한은행 연수원 신축

하이닉스 이천공장

희훈종합건설 대전넥서스벨리신축

희훈종합건설 서초동 롯데프레스턴신축

극동건설 수원 망포동 극동아파트 신축

보미건설 마석 청광 플러스원 아파트 신축

세무대학교 증축공사

서강대 클린룸증설공사

대구공항호텔 증축공사

인천 올림프스호텔 소방시설공사처리장

분당파크뷰 스포츠센타 후렉시블조인트, 스테게이트밸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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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삼성물산 가평베네스트 클럽하우스 신축

롯데백화점 잠실본점 개보수공사

대림산업 분당 고급빌라신축

대한주택공사 창양 주공아파트 신축

극동건설 음성 공공임대아파트 신축

삼성자동차 일산점 기계설비공사

삼성중공업 여주반도체 기계, 소방설비공사

참존화장품 원주공장 기계설비공사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내전하수처리장

인천 LNG기지

진부하수처리장

아산포스코현장

파주하수처리장

용인에버랜드분뇨처리장

성남하수처리장

하남문화예술회관

한국서울전력건설회

중랑하수처리장

대한잉크

에버랜드

성남하수처리장

북한개성공장

이천분뇨처리장

평택동복하수처리장

서울대학교

인천 신공항

하계동 풍림APT

금천 전화국

노량진 정수장

의정부 동아APT

증산동 우방APT

노원 주택은행

석관동 코오롱APT

수원 신원주공APT

인천 항구

도곡동 대림APT

안산 대양생명

왕십리 대림APT

공릉동 대림APT

구로 롯데APT

당진 화력발

천안 청수APT

충주 벽산APT

시흥 벽산APT      

품 목

스텐볼밸브, 스텐버터플라이 外

주철게이트, 스윙체크 外

스텐파이프, 스텐플랜지, 스텐볼밸브 外

주철게이트, 듀얼체크밸브

주철게이트, 스윙체크밸브, 고무컨넥터 外

후렉시블조인트 外

스텐 로브, 스텐해머리스체크 外

버터플라이밸브 外

게이트, OSY, 익스팬션조인트

게이트, OSY, 익스팬션조인트

OSY, 스윙체크, 후렉시블(SUS), 고무컨넥터(SUS), 버터플라이밸브 外

버터플라이밸브

OSY, 스트레나, 후렉시블(SUS), 버터플라이밸브 外

OSY, KS스트레이너, 해머리스체크, 후렉시블(TPC)

스텐게이트밸브, 스텐볼밸브, 스텐스트레이너 外

스텐플랜지, OSY, 스텐볼밸브, 스텐후렉시블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밸브

KS해머리스체크, KS스트레나, 후렉시블조인트, 버터플라이

해머리스 체크밸브

OSY, 스텐게이트 밸브

주철 로브 밸브, 주철볼밸브, 스트레이너, 스윙체크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주철OSY(분체코팅), 버터플라이밸브

단조밸브, 에어밴트, OSY, 게이트, 로브, 주강밸브, 후드밸브, KS스트레나

주철게이트, 황동볼, 청동게이트, 청동체크밸브, 플랜지, 주철체크밸브, 후렉시블 조인트

주철게이트, 주철체크, 버터플라이, 후렉시블조인트

주철해머리스밸브

스윙체크밸브, 게이트밸브, 후렉시블조인트 外

수격방지기 外

OSY밸브, 컨넥터, 황동밸브 外

주철게이트 밸브 外

해머리스체크밸브, OSY 밸브 外

OSY밸브, 스윙체크밸브, 수격방지기 外

해머리스체크밸브 外

버터플라이밸브 外

수격방지기, 후렉시블 조이트, 컨넥터 外

후렉시블 조인트, OSY 밸브 外

컨넥터, 주철 밸브류 外

OSY 밸브, 컨넥터 外

주철 게이트 밸브, 스윙 체크밸브, 주철 스트레나 外

수격방지기, EX-J(강.복) 外

컨넥터, OSY 밸브 外

EX-J, 스윙 체크 밸브, 수격방지기 外

수격방지기, 주철 게이트 밸브 外

EX-J(강.복), 주철 체크 밸브, 스트레이너 外

컨넥터,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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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주철 밸브, 주철 스윙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주철 스윙 체크 밸브 外

후렉시블 조인트,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수격방지기, 버터플라이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OSY 밸브 外

주철 스트레이너, 버터플라이 밸브 外

주철 스트레이너, 버터플라이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컨넥터, 주철 스윙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스윙 체크 밸브 外

수격방지기, 버터플라이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L/O), 스윙 체크 밸브, 컨넥터 外

버터플라이 밸브(L/O), 스윙 체크 밸브 外

스윙 체크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外

게이트 밸브, 스윙 체크 밸브 外

로브 밸브, 게이트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 外

주철 게이트 밸브, 후렉시블 조인트, 수격방지기 外

후드 밸브, 스윙 체크 밸브 外

후드 밸브, OSY 밸브 外

후렉시블 조인트 밸브, 주철 로브 밸브 外

OSY 밸브, 수격방지기,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G/O), 컨넥터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주철 스트레이너 外

수격방지기, EX-J(강,복) 外

스테인리스 OSY 밸브, 컨넥터 外

EX-J, 수격방지기, 스윙 체크 밸브 外

수격방지기, 주철 게이트 밸브, EX-J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OSY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스윙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G/O),컨넥터 外

주철 게이트 밸브, 컨넥터, 버터플라이 밸브(G/O) 外

버터플라이 밸브(G/O), OSY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G/O), 수격방지기 外

EX-J(강,복), 수격방지기 外

수격방지기, OSY 밸브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OSY 밸브, 로브 밸브 外

수격방지기 外

EX-J(강,복), 수격방지기 外

OSY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황동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外

수격방지기, 해머리스 체크 밸브, 스트레이너, 컨넥터, OSY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OSY 밸브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스트레이너, 버터플라이 밸브 外

77

현 장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KTF 대구 사옥

대구 지하철 2-9공구 현장

용산 롯데 캐슬

대구 교대

창원 대학교

중부 대학교

경기도 화성 대광 1차 APT

경기도 평택 우미 APT

김제 주공 APT

남산 타운 APT

부천 정우 프라자

파주 농수산물 센타

용인 구성 2차 성원 APT 

중랑 하수 처리장

포항 제철 사원 주택

광주 보훈 병원

부산 가야 벽산APT 

대구 상인동 지하철 본부

인천 송현동 주공APT 

상명 대학교

진주 백화점

경기도 광주 쌍용APT 

삼성 전자 수원 공장

화성 기아 자동차

전북 오현동 현대 2차 APT 

인천 계양구 수도사업소

대전 까르프

평택 금호타이어

이문동 대우 APT 

수원 아일넷

대구 유니버시아 레포츠 센타

대전 메트로존

경주 박물관

흑석동 대우APT 

L/G 구리 사옥

광주 삼육재활원

남양주 평내 금호APT 

대우건설 안산 쇼핑몰

대우건설 충정로 디오빌

대우건설 인천공항 IBC 디오빌

대우건설 신길역 디오빌

동두천 세코니스

용인 이동초등학교

인천 간석동 금호APT

청주 싱텍 건물 개,보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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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격방지기, 후렉시블 조인트, 컨넥터 外

후렉시블 조인트, OSY 밸브 外

해머리스 체크밸브, OSY 밸브 外

수격방지기, EX-J(강,복), 外

버터플라이 밸브, 주철 게이트 밸브 外

EX-J(강,복), 주철 체크 밸브, 스트레이너 外

OSY 밸브, 스윙 체크 밸브, 수격방지기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OSY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G/O),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후렉시블 조인트, 주철 로브 밸브 外

SUS OSY 밸브, 콘넥터 外

후드 밸브, OSY 밸브 外

EX-J, 수격방지기, 스윙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주철 게이트 밸브, 컨넥터, 버터플라이 밸브(G/O) 外

주철 게이트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버터플라이 밸브 外

주철 로브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L/0)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주철 게이트 밸브 外

해머리스 체크 밸브, 후렉시블 조인트, 볼 밸브 外

스트레이너, OSY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外

주철게이트 밸브, 컨넥터,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청동 게이트 밸브, EX-J, 해머리스 체크 밸브 外

스윙 체크 밸브, 주철 게이트 밸브 外

SUS 볼 밸브, EX-J 外

스테인리스 볼 밸브 外

스테인리스 볼 밸브, 주철 로브 밸브, OSY 밸브 外

주철 밸브류 外

주철 게이트 밸브, OSY 外

주철 해머리스 체크 밸브, 주철 로브 밸브 外

주강 해머리스 체크 밸브, 스트레이너, OSY 外

스테인리스 체크 밸브, 스테인리스 볼 밸브 外

주철 게이트 밸브, 로브 밸브, OSY 外

수격방지기, 주철 밸브 外

주철 해머리스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外

주철 후렌지, 주철게이트,주철스윙체크, 스텐콘넥타

주철게이트,OSY, 러브, 스윙체크,스트레나,버터플라이, 수격방지기,나사스트레나

주철게이트,OSY, 러브, 스윙체크,스트레나,버터플라이, 수격방지기,나사스트레나

주철게이트,OSY, 러브, 스윙체크,스트레나,버터플라이, 수격방지기,나사스트레나

주철게이트,OSY, 러브, 스윙체크,스트레나,버터플라이, 수격방지기,나사스트레나

주철스모렌스체크

후렉시블조인트

스텐밸브

주철OSY 

주강스윙체크, 주철버터플라이

주철스모렌스체크

현 장

(주)보림건설 화곡동 보람4차 APT 

(주)대륭건설 등촌동 대륭드림타운

(주)대륭건설 방화동 대륭드림타운

인천 인스파월드

길동 다성이츠빌 APT 

봉천동 신성연립 재건축 APT 

(주)세창건설 오창산업단지 냉동공장

일산 장항동 라트 오피스텔

야탑 초등학교

연수동 힘찬병원

구미 제일모직 신축현장

중동, 검단, 고잔동 서해 APT 

삼성 CJ 주식회사 인천 1,2,3, 공장

가양 하수 처리장

발안 주공 APT 신축공장

서초 프라임 디오빌

마포 대우 디오빌

청주 가경동 대우APT 

파주 교하 효성APT 

탄현 홈플러스

고대 안양 병원

잠실 포스코 주상복합 빌딩

인천 논현 주공APT 

수원시 제2청사 신축현장

횡성 수자원 공사

현대중공업 동력부

광양 포스코

수성문화회관

포항 파이넥스

성당동 코오롱 하늘채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구미 LG

침산동 코오롱

사월 화성

경일대

안동 고객마을폐수처리장

수원호매실 주공아파트

용인사천 주공아파트

오산세교 주공아파트

광명 경남기업 주공아파트

은혜와진리교회

삼성생명본사빌딩

대전동 대전중학교

노량진 수도관리사무소

판교하수처리장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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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인천북항구

LG엔씨스

고양소각로

현대 구소

양천메디칼센터

대우건설

울산농협현장

월화력발전소

종도 하늘신도시

성주직지경찰서

판교태 아파트

구미LG전산센터

제일제당CJ오송공장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타

마포상암동상암휴먼씨아

일산백석초등학교

수색내림한숲아파트

성균관대학교

인천우체국

성남군부대

분당KT본사

판교충성교회

천안생활하수처리장

전라도정읍 안정성 시험연구소

성남 국가기록원 방재

대관령알펜시아오수처리장

진건문화센타

수원이랜드현장

포천시내촌하수처리장

용인선봉대부대사령부

양천소각장

남진동국제강

김제산림조합

강원외국학원

서울대공원

화성시대안주공아파트

홍천대명콘도

인천공항

판교주공아파트

삼성병원

평택파리바게뜨대전

대덕구 평촌동 주공 재개발 현장

용인 기흥구 농서동 주공아파트 현장

수원 호매실동 주공아파트 현장

서울 송파구 마천동 보금자리 아파트 현장

당진 가축 분뇨 처리장 현장

품 목

주철스모렌스체크

후렉시블조인트

스텐삼방향볼밸브,스텐볼밸브(F)

주철스모렌스체크

수격방지기

주철볼밸브

후렉시블조인트(TPC)

스텐볼밸브

청동스트레나

스텐스트레나

스텐게이트

주철스모렌스체크

주철스모렌스체크

제수밸브

주철 로브, 주철게이트, 주철스모렌스체크 단조밸브

단조밸브

버터플라이

주철 러브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신형),신축관,수격방지기,청동밸브, 아람밸브,황동볼밸브 外

프리액션, OSY

주철 로브

알람밸브

스텐밸브,주철분체OSY,게이트,버터플라이,스텐후렉시볼 外

후렉시블죠인트(TPC)

주철OSY

주철스모렌스체크

신축관(동관용)

주철스모렌스체크, 주강스모렌스체크

주철OSY

주철스모렌스체크

주철 볼밸브

후렉시블죠인트

스텐게이트

수격방지기

주철 게이트 ,스모렌스체크 外,후렉시블, 주강밸브

주철 게이트

후렉시블죠인트(TPC)

소프트제수밸브

스텐게이트,주철게이트(분체)

후렉시블(TPC)

단조밸브

주철 밸브 外

스텐, 청동, 주철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外

버터, 주철밸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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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평창 서울대학교 바이오 센터 현장

당진 고대리 하수 종말 처리장 현장

김포 한강 신도시 현장

국군 벽제 병원 현장

포승공단 현대차 엔진공장 현장

경주 블루모 리조트 현장

등포 롯데백화점 보수공사 현장

잠실 롯데백화점 보수공사 현장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

SKC 솔믹스 평택 현장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현장

남서울 한양 아파트

에이스 하이엔드 10차 현장

인천 문북 하수처리장

횡성 주공아파트 현장

홍익대 대학원 신축현장

양주 노블케어 신축현장

52군수지원단 현장

파주 BTL  중계펌프장 기계공사

GS 네오텍-의정부경전철설비공사

Whistling Rock CC (동림골프장)현장

엠아이팜 제천공장

충북 도청

이화 여대 보수

서울 탁주

서희건설 디아시장재건축

중앙승가대학

안산교회

연주중학교

합정서교 자이아파트

아모레 퍼시픽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설치 배관설치공사

구리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낙동강살리기 29공구사업

난지하수처리장

남양주 진건하수처리장

파주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익산시 자원화시설 소각장공사

김포신도시 크린센타 연소가스처리공사

파주시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낙양물사랑공원조성공사

인천시 공촌하수처리장

전주시 폐수처리장

엠디메드 강릉산업단지현장

품 목

스텐밸브 外

주철, 스텐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 밸브 外

주철스윙체크밸브, 주철버터플라이밸브

스텐게이트밸브, 스텐볼밸브

청동게이트밸브, 스텐볼밸브

철후렌지, 수격방지기

황동볼밸브, 보온용볼밸브

주철 게이트 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후렉시블조인트, TPC후렉시블, 고무콘넥타

주철 스트레나, 수격방지기

주철해머리스체크밸브

스텐버터플라이밸브, 스텐게이트밸브, 스텐볼밸브

소프트실제수밸브

수격방지기

스텐볼밸브, 후렉시블조인트, 스텐버터플라이밸브

A105단조게이트밸브, A105단조 로브밸브

버터, 스모렌스키, 주철게이트, 로브

버터,수격, 스트레너, 황동볼밸브, 콘넥타

스텐버터, 스텐판체크,TPC

수격방지기, 스모렌스키

버터, 황동볼, 상승식 밸브

알람밸브, 상승식 밸브, 수격방지기

황동볼 밸브, 스모렌스키

황동볼, 스모렌스키, 스트레너, 청동게이트

버터, 스트레너, 청동게이트

주철게이트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주철게이트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주철게이트밸브, 고무콘넥타

버터플라이 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후렉시블조인트

주철게이트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후렉시블조인트

주철게이트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후렉시블조인트

단조밸브, 스텐후렌지, 후렉시블조인트

단조밸브, 스텐후렌지, 후렉시블조인트

버터플라이 밸브, 후렉시블조인트

주철 게이트밸브 , 주철스윙체크밸브,후렉시블조인트

후렉시블조인트, 철후렌지

주철 게이트밸브 , 주철스윙체크밸브

스텐볼밸브, 스텐게이트밸브, 고무콘넥타

황동볼밸브, 청동밸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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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용인대륭공장 신축공사

창도초등학교 보수공사

군산 군장지구 주공아파트신축공사

서산예천 한성아파트 신축공사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공사

가평 청심 실내체육관

고양터미널

광교 대림 E-편한세상

가재울 대림 E-편한세상

대우 마포오피스 S오일사옥

만도중앙연구소

만도 휄라공장

부산 서면센트럴스타

부천약대 두산위브

삼호중공업(야드중공업,펌프설치공사)

상암동대림(마이티컴플렉스) 

서남물 재생센터

서울대역사

대우 성남단대 주공아파트

성수청담역사

대우세곡동강남보금자리

아산체육관

여수대명엑스포호텔

여수디오션리조트

여수엑스포타운2공구

종도현대힐스테이트

오창 박만전지공장

옥수12구역재개발아파트

와우초등학교

용인외대신축현장

울산 엠코 기숙사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

잠실향군회관신축

청라지구한라비발디

춘천재활병원

충정로오피스빌딩

서산예천한성아파트 신축공사

구리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

현대아산병원보수공사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계룡하수처리장

제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더존IT벤처단지증축현장

선화여상신축공사

품 목

주철 게이트밸브, 주철헤머리스체크밸브

황동볼밸브, 청동밸브류

주철 게이트밸브,철후렌지

주철 게이트밸브, 보온볼밸브,주철헤머리스체크밸브

스텐게이트밸브,스텐볼밸브, 스텐체크밸브, 고무콘넥타

청동스윙체크밸브 外

단조밸브

청동스윙체크 外

주철OSY 外

청동스윙체크

청동 로브

청동수윙체크 外

단조밸브류

단조밸브류

스텐체크밸브 外

청동스윙체크 外

청동게이트 外

스텐콘넥타 外

청동스윙체크 外

스텐콘넥타 外

주철게이트

스텐콘넥타, 스텐버터

청동스윙체크 外

청동스윙체크 外

듀얼체크밸브, 주철OSY 

청동스윙체크, 주철게이트

청동스트레나 外

주철OSY 

스텐콘넥타, 스텐볼밸브(S), 스텐체크밸브

청동스윙체크, 주철게이트

스텐후렉시블 外

단조밸브류

주철게이트 外

청동스윙체크주철 러브, 주철OSY

주철 러브, 주철OSY

청동게이트

주철 게이트밸브, 수격방지기, 보온용볼밸브

주철 스윙체크밸브, 후렉시블조인트, 주철게이트밸브

주철버터플라이밸브

보온용볼밸브, 철후랜지

스텐판체크밸브,스텐후렌지

스텐게이트밸브, 주철스트레나,스텐볼밸브

스텐게이트밸브, 스텐체크밸브,고무컨넥타

후렉시블조인트, 수격방지기, 스텐볼밸브

주철버터플라이밸브, 주철스트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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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인천복합화력발전소

공주행복도시오수중계펌프장설비

올림픽공원 기계실보수공사

에이스하이앤드9차현장

흥화력발전소5.6호기건설현장

부산구포덕촌주공2단지개보수공사

마산해운항만공사현장

상도동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

홍익대 대학원 신축현장

교통안전공단김천사옥신축공사

여수화력발전소1호기건설공사

이천하이닉스현장증설공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신축공사현장

강남보금자리지구

금호동지구

가재울지구

송도A2 APT

청라레이크

흑석동재개발

광교신도시

일산미디어방송센터

송도 러벌캠퍼스

문정동재개발

원흥지구

은평3지구

구미정수장

서남물재생센터

청심실내체육관

송도BRC

행복도시수질복원센터

옥수12구역재개발아파트

송도I-TOWER 

서수원레이크

김포푸르지오

송도 로벌캠퍼스

성남단대

송도만도부르제공장

울산전하 E-편한세상

만도중앙연구소

상암동MBC 방송국

종도하늘도시

평택시흥간고속도로

포항현대제철본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2.3공구

대구북현동

품 목

A105단조밸브,후렉시블조인트

주철 게이드밸브,후렉시블조인트

주철 스윙체크,주철스트레나, 철후렌지

A105단조게이트밸브, 보온용볼밸브,후렉시블TPC

주강밸브,A105단조밸브,후렉시블조인트,수격방지기,황동볼밸브

주철 게이트밸브 , 수격방지기

청동밸브, 황동볼밸브

철후랜지,보온용볼밸브,청동밸브,주철밸브류

에어벤트,황동볼밸브,청동밸브

보온용볼밸브,보온용볼밸브류

주강밸브, A105단조밸브, 주철버터플라이밸브

주철 스트레나,후렉시블TPC,스텐스트레나 외

수격방지기 외

주철 게이트밸브(에폭시코팅), 주철수격방지기 외

주철 OSY, 주철스트레나 외

주철해머리스, 스텐헤머리스, 스텐수격방지기외

주강헤머리스, 청동 로브, 주강 로브 외

주철수격방지기

주철 OSY,주철스트레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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