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과 품질우선 조달행정

전라북도

기술우수제품
전라북도

기술우수제품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INDEX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1
2. 우수조달물품 ·················································· 7
3. 성능인증제품 ················································ 38
4. 탄소기업제품, 유망IP기업제품 ························ 55
5. 선도기업제품 ················································ 73
6. NET(주)프로파워 제품 ··································· 81

□ 우수조달물품
연번
업체명
1 (유)금오안전
2 (유)도로앤도시

6

(주)그린우드

7

(주)금성산업

8

(주)대도엔텍

대표자 심사분야
제품명
김영님 건설환경 로드킬 방지용가드펜스
신남숙 건설환경 다기능 교통시설물 철주
곡면형 및 경사면형 프레임 구조를 가진 투명
이종화 전기전자
방음판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 방식이 적용된 학생용
사무기기
책상 및 의자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 방식이 적용된 학생용
윤대호 사무기기
책상 및 의자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 방식이 적용된 학생용
사무기기
책상 및 의자
건설환경 HI-3P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
건설환경 HI-VAN 오수받이
최원선 건설환경 삼층구조 내충격 하수관
지아이에스 관로탐사선을 구비한 내충격 수도,
건설환경
하수관
김태환 건설환경 합성목재
건설환경 가드레일
채종술
건설환경 가드레일
장정수 건설환경 가동보

9

(주)동원프라스틱

김인식 건설환경 폴리에틸렌 고압력 연결구일체형 상수도관

폴리에틸렌관

063-858-8335 063-858-8337

10 (주)삼정디씨피

전기전자
기계장치
이문승
건설환경
건설환경

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경질폴리염화비닐관

063-540-1400
063-540-1400
063-540-1400
063-540-1400

11 (주)선이앤씨

최승길 건설환경

열펌프

063-251-5157 063-251-5158

12 (주)신진에너텍
13 (주)인우에코텍

박홍용 건설환경
이영열 건설환경

열펌프
식생매트

063-222-4456 063-222-4459
02-3446-3445 02-3442-4667

14 (주)코팅코리아

오양근 건설환경

피복강관이음

063-543-3619 063-542-4152

15 (주)피엘티

최규영 건설환경

3

4

5

(유)삼신기업

(주) 진성기업

(주)고리

16 글로벌코리아 주식회사 김정헌 정보통신
17 덕유패널(주)
채수미 전기전자
건설환경
건설환경
18 렉스젠(주)
안순현
건설환경
건설환경
19 모던메탈
김오형 정보통신
20 에코로드 주식회사
이선희 건설환경
21 유한회사 신정알앤디 박윤정 건설환경
22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원종진 사무기기
23 유한회사 한스
이근호 건설환경
24 유한회사 홍석
이범수 건설환경
25 주식회사 금강피씨
한옥기 건설환경
전기전자
전기전자
26 주식회사 대경산전
김대호
전기전자
건설환경
27 주식회사 인텍
이창선 건설환경
28 주식회사 인플러스

송미연 전기전자

29 주식회사 주왕산업

나윤경

30
31
32
33
34

유세아
임동욱
이옥재
한정완
박종우

주식회사 청원산업
주식회사 피치케이블
주식회사 해라이트
주식회사 현대씨엠
주식회사제이앤지

35 케이넷(주)

건설환경

기계장치
건설환경
전기전자
화학섬유
건설환경
기계장치
건설화경
서성남
건설환경

고강성 PVC 이중벽관(편수칼라관)
PVC ST 오수받이
내충격 PVC하수관
내충격 PVC수도관
지열 열교환기의 열원성능을 향상시킨 고효율
지열 냉난방시스템
농업용 복합열원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대나무 고정핀이 적용된 다층구조 천연식생매트
이탈방지압륜과 확관소켓 연결방식
내외면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광섬유 광전송에 의한 조도센서와 광기전력
방식을 적용한 교통표지판
절수형 대변기
건축용 패널폼 단열재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처짐 및 흔들림에 강한 다목적 폴(종합폴)
TDR 기반의 스마트 영상감시 시스템
차량번호판독시스템
난간대
야광생태경계석
거름망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투수성 인터로킹블록
맵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
내진핀이 매설된 조립식 암거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태양광발전시스템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폴리가보네이트 벨크로 일체형 합성수지 마스크
친환경 목재 보드를 이용한 가정용 주방설비
(싱크대)
모바일 원격 감시 및 하네스 연결시스템을
적용한 수배반전
배전반
친환경 스톤블록
탄소발열에어벤치
태양광 LED 가로등 시스템
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냉난방장치
GIS 위치탐지 일체형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강화 마이크로 광케이블 보호관

물품분류명
가드레일
종합폴

전화번호
팩스번호
063-211-6169 063-211-6167
063-212-3302 063-212-3802

방음벽 및 방음판

063-211-5775 063-213-0055

학생용책상

063-643-9392 063-642-1007

학생용책상

063-643-9392 063-642-1007

학생용책상

063-643-9392 063-642-1007

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경질폴리염화비닐관

063-532-9961 063-532-9962
063-532-9961 063-532-9962
063-532-9961 063-532-9962

경질폴리염화비닐관

063-532-9961 063-532-9962

합성목재
가드레일
도로중앙분리대
가동보

063-546-3401
063-634-8686
063-634-8686
031-919-9524

063-546-3402
063-634-8880
063-634-8880
031-919-9526

063-542-9586
063-542-9586
063-542-9586
063-542-9586

교통표지

063-285-9121 063-285-9122

대변기
기포단열재
무인교통감시장치
종합폴
영상감시장치
차량번호판독기
금속재울타리
석재블록
토사받이
금속제창
콘크리트블록
영상감시장치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마스크 또는 보조용품

063-229-7447
063-451-0114
063-285-6885
063-285-6885
063-285-6885
063-285-6885
063-214-5565
063-831-0565
063-545-7702
063-263-2577
063-548-6000
063-835-6530
063-453-0702
063-214-9911
063-214-9911
063-214-9911
063-214-9911
063-212-1539

가정용싱크대

063-564-0113 063-561-3576

배전반

063-635-1146 063-635-1147

배전반
콘크리트블록
옥외용벤치
신재생에너지가로등
세라믹벽돌
열펌프
폴리에틸렌관
전선관

063-635-1146
063-862-5423
063-211-2967
063-272-7900
063-832-8833
063-271-3207
02-2063-5466
02-2063-5466

063-229-7448
063-451-0119
063-285-6887
063-285-6887
063-285-6887
063-285-6887
063-214-5563
063-831-0557
063-546-7702
063-263-2575
063-548-6001
063-835-6318
063-453-0704
063-214-9913
063-214-9913
063-214-9913
063-214-9913
063-212-1529

063-635-1147
063-862-5422
063-211-2968
063-272-7788
063-832-8801
063-271-3203
02-868-4301
02-868-4301

연번
업체명
36 티오켐(주)
37 한국씨티에스 주식회사
38 ㈜이텍
39 세진산업㈜
40 주식회사 태평양

대표자
노창섭
임동욱
정영일

심사분야
제품명
화학섬유 친환경 세라믹코팅제
기계장치 종합폴
전기전자 무전극램프를 적용한 터널등기구
화강석을 이용한 컬러 석재의 제조기법이
김숙자 건설환경
적용된 건축용 내외장재 컬러판재
건설환경 가드레일
조선혜
건설환경 가드레일

물품분류명
기타방수재
종합폴
도로조명설비

전화번호
팩스번호
063-291-7750 063-291-7753
063-212-0831 063-212-6793
063-536-7984 063-536-7985

석재타일 및 판석

063-832-1991 063-832-1994

가드레일
가드레일

063-461-2788 063-466-0133
063-461-2788 063-466-0133

□ 성능인증제품
연번

업체명

1 (유)한성산기

대표자

백대준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이 적용된 펌프
배대준

2 (주)백광아이에스티
3 (주)보원건설산업
4 (주)썬더테크놀로지

제품명

최태호
오현재
오현재
강용희

회전자 내시경 점검구를 가진 전동기 및 점검
시스템
정수장용 자동복합연동 주입장치
세라믹코팅 금속 리브강관
세라믹코팅 리브강관을 이용한 중소형 우수저
류조
디지털·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믹서 기능을 겸비
한 전관/AV 방송시스템
유약도포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유약점토벽돌
부식억제장비 이오렉스 IOR-Best

기술내용(특허 등)
특허 제10-1572913호
방재신기술지정서(NET)
제2016-12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증번호

063-441-9100 063-441-9199 24-211
063-441-9100 063-441-9199 24-206

성능인증 24-221
성은인증 24-213
NET-제18-1호,
특허 10-1352885
특허 제10-1522661호,
성능인증 제 24-219호

063-545-8901 063-545-8904 24-221
063-858-0850 06-858-0851 24-213
063-858-0850 063-858-0851 24-166
063-247-1673 063-246-9533 24-219

5 (주)비젼세라믹
6 (주)이오렉스

김광문
조태현

7 (주)자연과학

김동유 어스와이어앵커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식생매트

063-631-0047 063-631-0049 24-218

8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063-260-2250 063-260-2263 24-209

9 ㈜진우에스엠씨

김용현
이준호

10 ㈜태성라이팅

박현상

11 (주)피치케이블

임동욱

12 (주)하나패널

임동욱
김정기

13 (주)한국건설기술공사 장승환
14 BJTEK

김병학

15 금전기업(주)

홍종식

금전기업(주)

홍종식

16

특허 제10-1243104호,
성능인증 제24-218호
내마모도가 우수한 노면표지용 도료(수용성형, 환경표지인증 제3440호,
융착식형)
특허 제10-1558876호
KC인증,
환경표지인증 제15037호,
콘크리트 방수 방식 코팅제(세레탄 F-3390)
특허 제10-1212572호
다단 붐 구조 파괴장치를 이용한 파괴방수 소방차
추적식 태양광 모듈과 발광형 광섬유가 적용된
특호10-10-1621730
교통안전표지판
성능인증 제24-215호,
특허 제10-1594526호,
탄소섬유 발열체를 이용한 발열의자
제10-1626731호,
제10-1682940호
성능인증 제24-190호,
탄소 케이블이 적용된 제설용 발열시스템
특허 제10-1528798호
결합구조가 개선된 내외장재 금속재 패널 성능인증 제24-164호,
(HNP)
특허 제10-0938110호
탄소섬유를 재활용한 도로포장용 고강도 흙콘 성능인증 제24-198호,
크리트 제조
특허 제10-0901004호
TOV 분리검출 및 접지상태판단이 가능한 서지 특허 제10-1163963호,
방지장치
제10-1160792호
성능인증 제24-193호,
와류 저감 기능이 구비되는 수중펌프
특허 제10-1471808호
확장형 레이크 및 회전형 전위스크린을 구비한 성능인증 제24-171호,
로타리제진기
특허 제10-1366523호

덕산엔지니어링주식
김재선 하부 더블 스프로켓 로터리 제진기
성능인증 제24-207호
회사
CBM 기반 환경제어와 SerDes 압축 알고리즘
17 도가테크
백선영
성능인증 제24-168호
을 적용한 최적화 멀티 LED 전광판
성능인증 제24-210호,
18 유한회사 에스지우드 권정옥 충격흡수 장치가 구비된 목재문
환경표지인증 제15340호,
전북우수상품인증 제2017-01호
성능인증 제24-180호,
19 주식회사 그레넥스
국중창 디스크형 섬유상여과기
특허 제10-1125187호,
제10-1154370호
성능인증 제24-208호,
특허 제10-1596896호,
20 주식회사 새눈
백청열 개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제10-1453386호,
GS 1등급 제15-0402호

063-581-2043 063-584-2042 24-187
063-214-6977 063-214-6976 24-188

063-260-2323 063-261-3577 24-222
063-838-2529

-

24-220

063-243-0794 063-237-0794 24-214
063-211-2967 063-211-2968 24-190
063-211-2967 063-211-2968 24-215
063-464-9916 063-464-9915 24-164
063-542-8831 063-542-8833 24-198
0632125751

0632125752

24-200

063-540-1077 063-547-1001 24-193
063-540-1077 063-547-1001 24-171
063-536-5010 063-536-5014 24-207
063-835-1982 063-835-1984 24-168
063-243-2243 063-243-0133 24-210
02-3453-9166 02-3453-3913 24-180

063-715-6531 063-715-6532 24-208

□ 전북지역 기술개발제품 중 여성기업 제품 현황
o 우수조달물품 (7개사, 8개 품목)
연번
1
2
3
4
5
6

업체명
에코로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플러스
주식회사
주왕산업
주식회사
청원산업
주식회사
현대씨엠

대표자

인증
제품명

이선희

야광생태경계석

송미연

친환경 목재 보드를 이용한 가
정용 주방설비(싱크대)

나윤경

7

세진산업㈜

김숙자

8

주식회사
태평양

조선혜

기술내용
(특허 등)

전화번호

팩스번호

063-8310565
063-5640113

063-8310557
063-5613576

063-6351146

063-6351147

콘크리트
우수조달물품
블록
세라믹
우수조달물품
벽돌

063-6351146
063-8625423
063-8328833

063-6351147
063-8625422
063-8328801

석재타일
우수조달물품
및 판석

063-8321991

063-8321994

가드레일 우수조달물품

063-4612788

063-4660133

석재블록 우수조달물품
가정용
싱크대

우수조달물품

모바일 원격 감시 및 하네스 연
배전반
결시스템을 적용한 수배반전

우수조달물품

배전반

유세아
한정완

물품
분류명

친환경 스톤블록
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화강석을 이용한 컬러석재의
제조기법이 적용된 건축용
내외장재 컬러판재
가드레일

배전반

우수조달물품

여성기업
확인서번호
0122-201400318
0122-201600131

여성기업
유효기간
2014.12.31~
2017.12.30
2016.04.05~
2019.04.04

0122-201600410

2016.12.30~
2019.12.29

0122-201600324
0122-201700034

2016.10.11~
2019.10.10
2017.02.13~
2020.02.12

익산

0122-201600057

2016.03.03~
2019.03.02

군산

0122-201700191

2017.06.09~
2020.06.08

지역
익산
고창
남원
남원
익산
익산

o 성능인증제품 (2개사, 2개 품목)
연번

업체명

대표자

1

도가테크

백선영

인증
제품명

물품
분류명

CBM 기반 환경제어와 SerDes
안내전광판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적화 멀티 LED 전광판

기술내용
(특허 등)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역

여성기업
확인서번호

성능인증
제24-168호

063-8351982

063-8351984

익산

0122-2016- 2016.03.23~
00109
2019.03.22

063-2432243

063-2430133

전주

0122-2016- 2016.05.02~
00175
2019.05.01

팩스번호

지역

여성기업
확인서번호

063-5432983

전주

0122-2017- 2017.03.29~
00107
2020.03.28

063-7642850

김제

0122-2013- 2013.02.12~
0020
2016.0211

063-7642850

진안

0122-2015- 2015.05.22~
00174
2018.05.21

성능인증 제24-210
호, 환경표지인증
유한회사
충격흡수 장치가
2
권정옥
목재문
제15340호, 전북
에스지우드
구비된 목재문
우수상품인증
제2017-01호
※ 성능인증 업체 중 우수조달물품과 중복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분류함

여성기업
유효기간

o 전라북도 탄소복합소재 제품 (3개사, 3개품목)
연번

업체명

1

오칠구칠

2

㈜에스지테크

3

㈜지오

기술내용
전화번호
(특허 등)
옻칠 줌치한지
핸드백 또는
010-9955백미숙
옻칠 핸드백‧지갑
원단 (특허 제 10지갑
5797
1480981호)
화물이동용 스케이
063-543이은영 냉동탑차스케이트(탄소섬유),
트 (특허 제10산업처리자동측정, 제어장비
2982
외1
20150067616호
복합탄소재를 이용
실험대탑보드
한 패널 (특허 제10- 1644-2850
이은옥
(융복합세라믹보드)
15866177호)
대표자

대표품목

물품
분류명

여성기업
유효기간

※ 상기 여성기업 현황은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NEP, NET, 전라북도 탄소복합소재 제품, 전라북도 선도기업
제품, 글로벌IP기업제품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기업 현황임
여성기업 지정 여부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전북지역 기술개발제품 중 장애인기업 제품 현황
o 성능인증제품 (1개사, 1개 품목)
연번

업체명

대표자

1

덕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재선

인증
제품명
하부 더블 스프로켓
로터리 제진기

물품
분류명
제진기

기술내용(특
허 등)
성능인증
제24-207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역

063-5365010

063-5365014

정읍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역

010-34957727

070-86680825

완주

장애인기업
확인서번호
0024-201600131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2016.12.20~
2018.12.19

장애인기업
확인서번호
0024-201700037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2017.04.13~
2019.04.12

o 전라북도 탄소복합소재 제품 (1개사, 1개품목)
연번

업체명

대표자

1

㈜한호기술

김경근

인증
물품
제품명
분류명
전동식 보행
전동식스쿠터
보조 장치

기술내용
(특허 등)
전동식보행보조장치
(특허 제10-1515086)

※ 상기 장애인기업 현황은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NEP, NET, 전라북도 탄소복합소재 제품, 전라북도 선도
기업제품, 글로벌IP기업제품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기업 현황임
장애인기업 지정 여부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
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

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1996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2.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
액의 10%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3. 기술개발제품 종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근거 법령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외)
의2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
(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
인한 제품
중소기업이 녹색기술
인증제품

1

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2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법령 및 행정규칙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발에 성공한 제품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 시행령 30조
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
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단, 해당개발선 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
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 의 계약 건에
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
조5호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해당기관의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
계약 건에 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
률 제8조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제 17조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0-33호)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요령

4. 최초 인증 시 유효/지정/보호 기간
기술 및 기술개발제품

기간

법령 및 행정규칙

성능인증제품

3년

판로지원법 제16조

우수조달물품

3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2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3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6조

NEP

3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1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
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
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2

기술 및 기술개발제품

기간

법령 및 행정규칙

GS인증제품
신 기 술 산업신기술
(NET)

최대 3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의3

농림식품신기술 및 최대 5년
수산식품신기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4

전력신기술

3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6

보건신기술

최대 3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환경신기술

5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

건설신기술

최대 5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교통신기술

최대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
100조

방재신기술

3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목재제품신기술

3년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5조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 인증의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0조
잔여 유효기간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
업 성공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
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2년

공고문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3년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조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3

3년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
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 4

개발선정품

2 녹색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
3 기간을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에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내부 문서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5.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

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6.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

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NEP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

목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NEP에 부

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NEP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NEP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8. 기술개발제품 검색
기술 및 기술개발제품

누리집

담당 기관

전체

www.smpp.go.kr

중소기업중앙회

우수조달물품

www.pps.go.kr

조달청

jungwoo.or.kr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shopping.g2b.go.kr

조달청

www.pps.go.kr

조달청

shopping.g2b.go.kr

조달청

152.99.46.28/nep

국가기술표준원

buynp.or.kr

신제품인증지원센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NEP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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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술개발제품
GS인증제품

신기술
(NET)

산업신기술

누리집

담당 기관

www.swit.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tta.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sw.ktl.re.kr/itweb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netmark.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식품신기술 www.newat.or.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산식품신기술 www.kimst.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전력신기술

kenta.or.kr

대한전력신기술협회

보건신기술

www.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신기술

www.koetv.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설신기술 및 www.kaia.re.kr
교통신기술
kcnet.or.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방재신기술

kodipa.or.kr

한국방재협회

목재제품
신기술

forest.go.kr

산림청

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
산업신기술
적용제품 적용제품

전력신기술적용 kenta.or.kr
제품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대한전력신기술협회

녹색기술제품

greencerti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품목

knicc.re.kr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test.tta.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 인증서·지정증서·지정서·확인서 발급 기관
발급 기관

5

기술개발제품 및 신기술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제품,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발급 기관

기술개발제품 및 신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GS인증제품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제품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농림식품신기술

해양수산부

녹색기술제품, 수산식품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술제품, 산업신기술, 산업신기술적용제품, 전력신기술,
NEP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환경부

녹색기술제품, 환경신기술

국토교통부

녹색기술제품, 건설신기술 및 교통신기술

국민안전처

방재신기술

산림청

목재제품신기술, 목재제품신기술적용제품

해당 수탁기관

개발선정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10.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통보 기관 및 사업 성공 통보 기관
통보 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술개발제품
방재신기술적용제품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6

로드킬방지용가드펜스, GM-RG1
제품정보 및 특징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로에서 흔히 일어나는 로드킬
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펜스로써 도로의 가드레일의 하부
에 시공하여 도로로 나오려는 야생동물을 안전한 이동
통로로 유도하여 로드킬방지와 로드킬로 인한 사고를 예
방할수 있고, 추가적으로 방초기능과 시인성 향상을 유
도할수 있는 제품
우수제품 : 2012068(2012.7-6-2018.7.5.),
K마크인증제품
특 허 : 제10-0638264호
업 체 명 : (유)금오안전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9
연 락 처 : 063-211-6167
홈페이지 : www.roadguard.co.kr

제품규격
◦GM-RG1 : 상부레일 4330*154(238)mm*0.5∼0.6t
하부레일 4330*213(455)mm*0.5∼0.6t

다기능 교통시설물 철주
제품정보 및 특징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적 강도가 우수한 체결
방식을 적용한 제품으로 좌우 흔들림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부착대 제작방법을 적용하여 사하중 및 자중
에 의한 처짐이 없고 풍속 대응력이 크며, 다기능적
능력이 포함되어 작업시간 단축, 도심환경개선, 예산
절감 등 활용도가 큰 제품
우수제품 : 2014133호 (2014.8.25.~2017.8.25.)
특
허 : 제10-1312622호

업체명 : 도로앤도시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17
(팔보동2가)
연락처 : 063-212-3302
홈페이지 : www.도로앤도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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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 풍하중 : 50m/s

우수조달물품

곡면형 및 경사면형 프레임 구조를 가진 투명방음판, SS_SP-005
제품정보 및 특징

|투명 사선 방음판 구조도
측바
사선 유지보수형 보강제

사선 유지보수형 보강제

ㄷ자형 유지보수형 보강재

- 소음을 측면 및 상/하부 프레임으로 유도하여 소음
이중감쇄
- 파손 및 훼손 시 고정편 및 분리 보강편을 분리하여
쉽게 패널부의 교체가 이루어져 유지 보수가 용이
우수제품 2015039호(2015.03.20~2018.03.19)
특허 10-1304986호
제품규격

업체명 : (유) 삼신기업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7-20
연락처 : 063-211-5775
홈페이지 : www.lsamsin.com

◦SS-SP-005
(1960*500*100T, 비강화 접합유리 8.38T)
◦SS-SP-006
(1960*1000*100T, 비강화 접합유리 8.38T)
◦SS-SP-007
(3960*500*100T, 비강화 접합유리 8.38T)
◦SS-SP-008
(3960*1000*100T, 비강화 접합유리 8.38T)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 방식이 적용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제품정보 및 특징
1.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방식으로 손잡이를 이용
하여 공구없이 편리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
2. 상판이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교실환
경개선에 도움
우수제품 : 2013209(2013.11. 1.~2017.10. 31.)
특허 : 제1060242호, 제1072586호

업체명 : ㈜진성기업
주 소 :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3길 26-11
연락처 : 063-643-9392
홈페이지 : www.js21.co.kr
우수조달물품

제품규격
650×450×580~760mm, 700×500×580~7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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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 방식이 적용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제품정보 및 특징
1.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방식으로 손잡이를 이용
하여 공구없이 편리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
품
2. 상판이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교실
환경개선에 도움
3. 앞가림판이 설치되어 있어 여학생들의 수업 집중
도를 높이는데 도움
우수제품 : 2013209(2013.11. 1.~2017.10. 31.)
특허 : 제1060242호, 제1072586호

업체명 : ㈜진성기업
주 소 :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3길 26-11
연락처 : 063-643-9392
홈페이지 : www.js21.co.kr

제품규격
650×450×580~760mm, 700×500×580~760mm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 방식이 적용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제품정보 및 특징
1. 레버를 이용한 높이조절방식으로 손잡이를 이
용하여 공구없이 편리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
2. 등좌판이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교
실환경개선에 도움
우수제품 : 2013209(2013.11. 1.~2017.10. 31.)
특허 : 제1060242호, 제1072586호

업체명 : ㈜진성기업
주 소 :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3길 26-11
연락처 : 063-643-9392
홈페이지 : www.js21.co.kr
9

제품규격
380×400×380~460mm

우수조달물품

HI-3P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
제품정보 및 특징
- 삼중 구조를 갖는 PVC내충격성 수도관으로 물
리적 강도가 우수하고 장기내구성 및 내후성 내
식성이 뛰어나며 위생성과 안정성을 인증 받은
향균 제품
우수제품 2014191호(2014.10.31.~2018.10.30)
특허 10-1214800호, 특허10-0968081호
K마크, Q마크, 자가품질, 녹색인증
업체명 : (주)고리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
연락처 : (063)532-9961
홈페이지 : www.goleepipe.co.kr

제품규격
◦호칭지름(직관) : 16mm~400mm
◦호칭지름(편수칼라관) : 50mm~400mm
◦길이 : 4000mm~6000mm

지아이에스 관로탐사선을 구비한 내충격 수도관 하수관
제품정보 및 특징
- 삼중 구조를 갖는 내충격 PVC수도관,하수관과
GIS관로탐사선은 지하 매설 관망의 탐사를 가능하
게 하며 4가닥 한 개 선으로 강력한 충격에도 단선
되지 않고 일부 단선되더라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2013095호(2013.06.27.~2017.06.26)
특허10-120784호, K마크, 자가품질, Q마크

업체명 : (주)고리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
연락처 : (063)532-9961
홈페이지 : www.goleepipe.co.kr

우수조달물품

제품규격
◦호칭지름 (관) : 50mm~400mm
◦길이 (관) : 4000mm~6000mm
◦길이 (GIS선) : 6.1m, 50m~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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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층구조 내충격 하수관
제품정보 및 특징
- 삼중 구조를 갖는 PVC내충격성 하수관으로 충격 및
인장강도가 우수하며 내약품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편수칼라관은 수밀이 완변한 친환경 하수관입니다
우수제품 2013249호(2013.12.27.~2017.12.26)
특허 10-1218405호, 특허 1218406호, K마크
업체명 : (주)고리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
연락처 : (063)532-9961
홈페이지 : www.goleepipe.co.kr

제품규격
◦호칭지름(직관) : 100mm~400mm
◦호칭지름(편수칼라관) : 100mm~400mm
◦호칭지름(SP관) : 100mm, 150mm
◦길이 : 4000mm~6000mm

HI-VAN 오수받이
제품정보 및 특징
- 사각형의 오수받이로 유입부와 오수 유입부를 선택
할 수 있고 V형 트랩을 사용하여 적체물이 쉽게 쌓이
지 않습니다, 또한 높이조절형 입상관은 높이 조절을
절단하지 않고 손쉬운 조절이 가능하며, 기존 입상관
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2013269호(2014.02.28.~2018.02.27)
특허 10-1336587호, K마크, Q마크

업체명 : (주)고리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
연락처 : (063)532-9961
홈페이지 : www.goleepi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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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호칭 : 300mm X 100mm X 150mm
◦높이조절 : 700mm~1000mm

우수조달물품

합성목재,그린우드,GW_N RO1
제품정보 및 특징
재활용 목재와 고분자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되는 목질복합체로 폼알데히드 및 VOCs 방산량이 거
의 없어 인체에 무해아며, 폐기 및 재활용성이 뛰어난
소재임, 흡수율과 흡수팽창률이 낮아 탁월한 내수성으
로 50일이상 물속에 잠겨있어도 변형이 없으며, 온도
변화나 외부의 자극, 환경 요인에 의한 변형이나 갈라
짐이 거의 없으므로 치수 안정성과 가공성이 우수함

업체명 : (주)그린우드
주 소 :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1길 101
(흥사동)
연락처 : 063-546-3401
홈페이지 : www.greenwood.co.kr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번호20145090,
2015.09.22.~2017.09.21),
성능인증서(제24-173호, 2015.02.03.~2018.02.02.)
녹색기술인증서 (제GT-15-00022호,
2015.01.29.~2018.01.28.)
특허 제10-0552418호, 특허 제10-0944453호,
특허 제10-0965627호, 특허 제10-1393163호,
특허 제10-1458750호
제품규격
◦GW_N RO1 (난간재), GW_N PO2 (기둥재)
GW_N DO1 (바닥재), GW_N DO2 바닥재)

성토부용 통가드레일(KSI-G410-SB4)
제품정보 및 특징
노측 성토부용 통가드레일로 차량 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대형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
을 최대한 확보, 주로 사고다발구간에 설치하며 충돌시
원상복원력이 뛰어나 유지관리면에서 경제적임
야간운전시 회전롤러 글라스비드의 빛반사로 시인성이
좋음
우수제품 : 2014243(2014.12.30.~2017.12.29.)
업체명 : ㈜금성산업
주 소 : 전북 남원시 광치산업2길 19
연락처 : 063-634-8686
홈페이지 : www.ksikorea.com
우수조달물품

제품규격
◦KSI-G410-SB4(W4000×H725mm)
◦KSI-G470-SB4(W4000×H7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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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용 가드레일(KSI-G224-SB2)
제품정보 및 특징
성토부 비탈면 실물 충돌시험에 합격한 개방형 가드레
일로 지주에 지주보강판을 사용하여 횡방향 지지력을
향상시켰으며 충격흡수브라켓을 설치하여 충돌시 차
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한 제품
개방형 가드레일로 시야확보가 좋고, 운전자의 시선유
도가 좋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줌
우수제품 : 2016024(2016,04,01~2019,03,31)
업체명 : ㈜금성산업
주 소 : 전북 남원시 광치산업2길 19
연락처 : 063-634-8686
홈페이지 : www.ksikorea.com

제품규격
◦KSI-G224-SB2(W3000×H800mm)
◦KSI-G535-SB5(W2000×H1100mm

가 동 보
제품정보 및 특징
1) 하천에 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하고 비상시 도복하
여 홍수예방
2) 격자형 보강포 구조의 고무본체는 장기간 사용해
도 늘어나지 않음
3)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고무본체 보호
커버 적용
4) 저층수 자동 배출로 상류측 수질오염, 악취발생 방지
5) 저수지, 저류지, 관거, 펌프자, 소수력발전소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
* 우수제품 2014237(2014.12.30.~2017.12.29.)
* 건설신기술 738호, 성능인증 제 24-169호,
특허 10-0737839 등 다수 인증서 보유
업체명 : ㈜대도엔텍
주 소 :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성덕로 10
연락처 : 본사063-543-5455
설계사무소031-919-9524
홈페이지 : www.erubberd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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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재 질 : EPDM 고무
◦조작 방식 : 공압식 고무보
◦규격 : 높이 0.5~5.0m까지, 길이 무제한(통상 5~100m)
우수조달물품

고강성 PVC 이중벽관(편수칼라관)
제품정보 및 특징

<고강성 PVC 이중벽관 – 직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 - 편수칼라관>

1.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일체화 할 수 있는 편수
칼라 소켓을 채택하여 연결이 용이하므로 시공성이
우수함
2. 손상된 관의 유지, 보수 시 편리하며 원터치 시공
이 가능함
3. 완충 고무링으로 충격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
하고, 완벽한 수밀성을 보장함
4. 지반침하로 인한 관의 꺾임 및 이탈현상에 저항
성 매우 큼
조달우수제품 : 2014029호 (2014.4.25~2018.4.24)

업체명 : ㈜삼정디씨피
주 소 :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연락처 : 063-540-1400
홈페이지 : www.dcpi.co.kr

제품규격
◦고강성 PVC 이중벽관 - 직관 : 100 ~ 600mm
◦고강성 PVC 이중벽관 - 편수칼라관 : 100 ~ 600mm

내충격 PVC 수도관
제품정보 및 특징

<내충격 PVC 수도관 - 직관>

<내충격 PVC 수도관 - 편수칼라관>

1. 내충격 PVC 수도관(HIVP)로서 내·외부 충격에
강하고 인장강도가 우수한 수도관
2. 강관 및 주철관에 비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운반 및 시공성이 우수함
3. PVC 재질이므로 유체와의 마찰이 적어 유속이
빠르고, 내부식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
수명을 가짐
조달우수제품 : 2013148호 (2013.8.30~2017.8.29)

업체명 : ㈜삼정디씨피
주 소 :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연락처 : 063-540-1400
홈페이지 : www.dcpi.co.kr

우수조달물품

제품규격
1. 내충격 PVC 수도관(HIVP) - 직관 : 16 ~ 400mm
2. 내충격 PVC 수도관(HIVP) - 편수칼라관 : 50 ~ 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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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충격 PVC 하수관
제품정보 및 특징
1. 내충격 PVC 하수관(HI-VG2)으로서 내충격성과 인
장성능이 매우 우수함
2. 완벽한 수밀성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표면이 매끄러
워 통수능력이 뛰어남
3. 무독, 무취하며 내식성, 내약품성, 내유성이 우수함

<내충격 PVC 하수관 - 직관>

<내충격 PVC 하수관 - 칼라관>

<내충격 PVC 하수관 - SP-type관>
업체명 : ㈜삼정디씨피
주 소 :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연락처 : 063-540-1400
홈페이지 : www.dcpi.co.kr

조달우수제품 : 2013149호 (2013.8.30~2017.8.29)
제품규격
1. 내충격 PVC 하수관(HIVG2) - 직관 : 100 ~ 300mm
2. 내충격 PVC 하수관(HIVG2) - 칼라관 : 100 ~ 300mm
3. 내충격 PVC 하수관(HIVG2) - SP-type : 100 ~ 200mm

PVC ST 오수받이
제품정보 및 특징
1. 오수받이는 일반주택 및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생
활오수 등을 수용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중간시
설물의 역할을 함
2. 몸체 내부에 S트랩을 내장하여 근본적인 취기 차
단으로 완벽한 악취방지 기능을 함
3. S트랩 상단에 역류방지 플랩을 설치하여 오수의
역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함
조달우수제품 : 2013200호 (2013.11.1~2017.10.31)
제품규격
업체명 : ㈜삼정디씨피
주 소 :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 1길 21
연락처 : 063-540-1400
홈페이지 : www.dc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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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지름(단위:mm)
지름

유입측

300

100

유출측
100
150
우수조달물품

폴리에틸렌 고압력 연결구일체형 상수도관
제품정보 및 특징
1. 강성이 향상되어 매립 배관 사용시 변형 방지 기능
2. 코팅기술(1,2차) 적용으로 외력에 의한 변형에도
안전함
3. 볼트회전방지 기술로 수밀성 및 내구성 향상
우수제품 :2015032(2015.03.20.~2018.03.19.)
특허 : 제1547599호
환경표지: 제15897호
녹색기술 :제GT-16-00141호
녹색기술제품 : 제GT-16-00278호
업체명 : 동원프라스틱
주 소 :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6-37
연락처 : 063-858-8335
홈페이지 : www.dongwonpl.co.kr

제품규격
◦ 이중벽관 (D150 ~ D600)
◦ 다중벽관 (D150 ~ D600)
◦ 유 공 관 (D150 ~ D600)

지열 열교환기의 열원성능을 향상시킨 고효율 지열 냉난방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1․ 지열히트펌프의 부하측 및 열원측에서 생산되
는 열 및 폐열,잉여열의 단독 또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품 (회수열로 지중열교환기
효율 증대 기존대비 지중열교환기 설치량 70%로
100% 성능이 있음
2․ 실내 온도조절장치로 자동온도조절
3․ 부하측 저장탱크로 상시 균일온도 공급

업체명 : ㈜선이앤씨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8
연락처 : 063-251-5157
홈페이지 : www.ssunenc.co.kr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증서(지정번호 2015179)
인증기간-2015.12.24.~2018.12.23.
성능인증(제24-160호)
인증기간-2014.06.03.~2017.06.02
제품규격
◦SWHP 005A~SWHP 500A
5~500 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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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복합열원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지하수열과 공기열(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을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공기열 및 지하수열을 동시에 이용함
공기열에 비해서 냉, 난방 효율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절감
지열원에 비해 시설비 절감 및 공기열의 단점과 지열의
단점을 보완
우수제품 2016091 (2016.06.30.~2019.06.29.)

업체명 : ㈜신진에너텍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하오용흥길
18-7
연락처 : 063)222-4456, 4462
홈페이지 : WWW.참좋은냉장고.kr

제품규격
◦용 량 : 냉 94kW급/ 난 119kW급
◦중 량 : 400kg
◦냉 매 : R-404A
◦공급전원 : 3상 380V

대나무 고정핀이 적용된 다층구조 천연식생매트
제품정보 및 특징
천연섬유층, 볏짚, 코아네트 등의 다층구조로서 식생
의 안정적 활착 및 잡풀번식 억제
우수제품 2013244 (2013.12.27~2018.12.26)
특허증 제0956031호, 제0972106호,
성능인증 제15-1005호 (2016.05.20~2019.05.19)
제품규격
업체명 : 주식회사 인우에코텍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8, 3층
연락처 : 02-3446-3445
홈페이지 : Http://www.inwoo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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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그린식재형 A-1(무게:750g, 두께:8mm, 인장강도
위사·경사:15kn
◦ 인우그린식재형 A-2(무게:750g, 두께:8mm, 인장강도
위사·경사:15kn
◦ 인우그린시드형 B-1(무게:400g, 두께:6mm, 인장강도
위사: 5kn, 경사:4kn

우수조달물품

PFP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제품정보 및 특징
KS D 3619
◦PFP는 기계, 물리적 면에서 품질이 가장 뛰어난
배관재인 강관(Steel Pipe)에 위생적인 고분자 물질
인 폴리에틸렌을 특수피복 및 라이닝 하여 내식성을
완벽히 부여한 제품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배관재보
다 우수한 제품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
◦NEP-MKE- 2012-008
우수제품 : 2012113(2012.08.31.~2018.08.30.)
특허 : 제1037586호, 제0987014호
제품규격
업체명 : ㈜코팅코리아
주 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공단1길 135
연락처 : T)063-542-4151 F)063-542-4152
홈페이지 : www.coatingkorea.co.kr

◦우수제품 생산규격 : 80A~600A
◦구조 : 외부 3LAYER , 내부 3LAYER
◦내면피복재질 : 폴리에틸렌분체
◦위생성 : 매우우수(폴리에틸렌 열융착방식)
◦흡수율 : 0.01이하 ◦내진성 : 2˚~3˚

광케이블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품정보 및 특징
10

1

6
6c

2

교통표지판에 표시되는 도형면에 다수개의 광케이
블 단부를 일정간격으로 조밀하게 노출시켜 배치
하고, 광케이블에 광을 투사하여 일정 가시거리에
서 노출된 다수개의 광케이블 단부가 선 또는 면으
로 현시 되도록 하는 기술
특허 10-1098857호, 성능인증 24-176호

3

업체명 : (주)피엘티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로 15(상동동)
연락처 : 063-285-9121
홈페이지 : http://pltech.kr

우수조달물품

제품규격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발광형 교통안내표지
◦발광형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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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광전송에 의한 조도센서와 광기전력 방식을 적용한 교통표지판
제품정보 및 특징
태양전지에서 발생되는 광기전력 전압 출력값을 제어
부로 보내어 축전지의 충전 및 표시부 발광 여부를 결
정하는 제어에 관련된 기술
우수제품 : 2012114(2012.08.31.~2017.08.30.)
특허 : 10-1090275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피엘티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로 15(상동동)
연락처 : 063-285-9121
홈페이지 : http://pltech.kr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발광형 교통안내표지
◦발광형 도로표지

절수형 대변기, GK 1
제품정보 및 특징
물 총 사용량이 3.5리터 이면서 인공트랩을 사용하여
막힘히나 역류가 없고 기존 양변기 설치 규격과 완벽
호환되어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에 적합한 제품
우수제품 2016023호(2016.04.01.~2019.03.31.)

제품규격
업체명 : 글로벌코리아(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9203
연락처 : 063-229-7447
홈페이지 : www.g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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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720☓400☓660 mm
◦물사용량 : 3.5리터
◦볼배출시험 : 배수관통과 100개
◦입자배출시험 : 변기내잔류 1개

우수조달물품

건축용 패널품 단열재, NEOS-PFB 150W
제품정보 및 특징
준불연성을 가진 고성능 친환경 내화열재입니다
자기소화 온도가 480℃의 내화성 소재로 우수한 난
연성과 내연성, 내약품성을 지니며 특히 고온에서
열변형이 적고,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이 적어 화재
에 매우 강한 건축 자재입니다
기존 우레탄 및 스티로폼 단열재보다 우월한 난연성
능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
열 소재입니다
우수제품 : 2014075(2014.06.27.~2017.06.26.)
제품규격
업체명 : 덕유패널(주)
주 소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76
연락처 : 063-451-0114
홈페이지 : www.dypanel.co.kr

마감재 (Finishing Material)......부직포 / Al-foil
내부단열재 (Core Material).......35 ~48 (kg/m3)
폭 (Wide) × 길이 (Length)......1,000mm × 2,000mm
두께 (Thickness)......40mm ~ 130mm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0.02 kcal/mh℃
최고사용온도(Maximum operating temperature).....480℃

차량번호판독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주요도로의 “목”에 통행하는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만일의 사건/사고 발생 시 검색 및
범인의 검거를 위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시스템
- 우수제품 지정번호 : 2012092
(2012.08.31.~2017.08.30.)
- 특허 : 제10-1039016호, 제10-0936443호,
제10-0936444호
- GS인증 : 12-0014, 12-0018
제품규격

업체명 : 렉스젠(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27
연락처 : 063-285-6885
홈페이지 : www.rexgen.co.kr

우수조달물품

◦촬영부 : 칼라카메라, 칼라렌즈, 하우징, 조명, 팬틸트,
카메라 제어보드, PT제어보드
◦검지부 : 차량검지기
◦제어부 : 지역제어장치
◦함체부 : 함체, 라우터, 누전차단기, 써지프로텍터(전원용),
써지프로텍터(통신용), 전원제어장치
◦구조물부 : 차량검지센서, 철주, 기초
20

TDR 기반의 스마트 영상감시 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현장 CCTV 및 주변기기의 장애 발생을 검지하고 자
동으로 복구하는 시스템. 특히, 네트워크 장애 시
TDR(Trouble Detection & Recovery System)을 이
용한 실시간 영상 백업 제공
- 우수제품 지정번호 : 2014161
(2014.10.31.~2017.10.30)
- 특허 : 제10-1238303호
- GS인증 : 14-0009
제품규격
업체명 : 렉스젠(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27
연락처 : 063-285-6885
홈페이지 : www.rexgen.co.kr

◦스피드돔 카메라 : 200만화소, 30X, IR일체형
◦SMPS : DC 12V 5A
◦REX-TDR : 제어, 저장
◦케이블(VCT Cable) : 1.0mm x 2C
◦케이블(UTP Cable) : Cat5e 4P

처짐 및 흔들림에 강한 다목적 폴(종합폴)
제품정보 및 특징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CCTV 카메라, 신호등, 가로
등, 교통 안전시설, 안전 표지판 기타 부속 장치를 부
착 및 고정설치 할 수 있는 구조물
- 우수제품 지정번호 : 2014247
(2014.12.30.~2017.12.29)
- 특허 : 제10-1216104호, 제10-1343504호
- K마크 : PB12014-188

업체명 : 렉스젠(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27
연락처 : 063-285-6885
홈페이지 : www.rexg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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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철주(지주) 외경 및 길이 : Ø267.4 , 8m
◦부착대(Arm) 길이 : 7m

우수조달물품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운영자가 다수의 단속 카메라 작동 상태를 “실시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단속에 개입 및 처
리 가능한 효율적인 주차 단속 운영 시스템
- 우수제품 지정번호 : 2016036
(2016.04.01.~2019.03.31.)
- 특허 : 제10-1051005호, 제10-1397453호
- 성능인증 : 제24-191호
- GS인증 : 15-0031
제품규격
업체명 : 렉스젠(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27
연락처 : 063-285-6885
홈페이지 : www.rexgen.co.kr

난

◦촬영카메라(SPD), 검지카메라(2EA) : 200만화소
◦제어기, 제어 S/W, 함체, 전원제어기,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스위치 허브, 폴

간

대

제품정보 및 특징
- 용접없는 조립식구조 각도조절형 제품으로 모든
현장(경사지,평지)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 가능하여
치수안정성 높음
- 조립구조로 시공이 편리하며 사후 부품파손 시
유지관리가 용이함
우수제품 2012223호 (2012.12.21~2017.12.20)

제품규격
업체명 : 모던메탈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71
연락처 : 063.214.5565
홈페이지 : www.modernmetal.co.kr

우수조달물품

◦W2000*H600
◦W2000*H800
◦W2000*H1000

◦W2000*H1200
◦W2000*H1400
◦W2000*H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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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생태경계석(자연석경계석)
제품정보 및 특징
-도로를 아름답게 연출합니다
-안전보행 안전운전을 유도합니다
-생태계도 보존합니다
-배수기능으로 반사판을 세척하는 다 기능 경계석

주간 시인성

-우수제품 : 2015-038호(2015.3.20.-2018.3.19.)
-성능인증 24-170호
-특허 제10-0944406호
제품규격
ECO-S-DI 직선,곡선등28종(식별번호:22772712)
자연석경계석/분류번호:30131503

야간 재귀 반사

업체명 : 에코로드(주)
주 소 : 전북 익산시 보석로6길 85(신흥동)
연락처 : T063-831-0565 F)0557
홈페이지 :www.ecoroad.co.kr

거름망, IF3949
제품정보 및 특징
도로변, 공원, 상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빗물받이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거름망으로써, 빗물받

이로 유입되는 협잡물(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여과시키
고, 배수를 유지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

우수제품 : 2014037호(2014.04.25.~2018.04.24.)
특허 : 제10-1126280호
제품규격
업체명 : (유) 신정알앤디
주 소 : 전북 김제시 효자로 82
연락처 : 063-545-7702
홈페이지 : www.sjr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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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mm / 400*800mm / 400*1000mm
◦500*500mm / 500*1000mm
◦600*600mm /
* 규격 외 사이즈 맞춤제작 가능

우수조달물품

알루미늄 단열커튼월,WJ-CAW-C03(08)
제품정보 및 특징
- 방풍, 기밀, 방음, 환기, 채광기능과 미려한 마감을
위한 창
- 외기의 차가운 온도 유입 차단, 내부의 따뜻한 온도
손실 방지
- 유리와 단열바 사이의 열 손실을 방지하는 제품
* 우수제품 제 2012111호 (~2017.08.30.)
* 녹색인증 제GT-15-00165호 (~2018.08.11.)
* 환경표지인증
제품규격

업체명 : (유) 원진 알미늄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16
연락처 : 063-278-2577
홈페이지 : http://www.won-jin.net

◦ 모 델 명 : WJ–CAW–C03(08)
◦ 규격 (폭) : 158mm
◦ 유리두께 : 42mm (삼중유리)
◦ 열관류율 : 0.924
◦ 효율등급 : 1등급

투수성 인터로킹블록
제품정보 및 특징
주로 보도 및 차도에 시공하는 투수성인터로킹블
록이며, 최적의 공극률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빗
물을 지반으로 빨리 투수시키고, 블록의 오염후에
도 투수성 지속성능이 유지되어 쾌적한 보도 환경
을 유지하는 제품
우수제품 2015087(2015.07.03.~2018.07.02.)
성능인증 제24-192호(2015.11.23.~2018.11.22.)
녹색기술인증서 제GTP-15-00001호
업체명 : (유)한스
주 소 : 김제시 서흥공단 1길 38
연락처 : 063-548-6000
홈페이지 : http://www.hans.kr

우수조달물품

제품규격
◦200 × 200 × 60(80)T
◦200 × 100 × 60(80)T
◦221 × 109 × 60(8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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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감시카메라 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CCTV 설치 현장의 항공사진, 도면, 지도 등
의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 상에서 카메라 설
치위치, 촬영영역, 중복촬영 영역 등의 실시
간 관제상황을 보면서 카메라의 촬영 자세
를 제어(팬, 틸트, 줌 인/아웃 제어)하는 “맵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
이다
우수제품지정번호 : 2014218 (2014.12.
30. ~ 2019.12.29.)
특허 1297294호, 성능인증 24-167호
업체명 : 유한회사 홍석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66
연락처 : 063-835-6530
홈페이지 : www.hongseok.co.kr

제품규격
◦FA-MAP-1A 외 다수 규격

내진핀이 매설된 조립식 암거
제품정보 및 특징
지하에 매설되는 우수, 하수,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통로박스 등에 이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내진핀
과 내진핀 결합구에 의해 내진성능(전단저항)이 향상
된 제품
우수제품 2015151호(2015.9.21.～2018.9.20.)
성능인증 제24-174호(2015.2.10.～2018.2.09.)
제품규격
업체명 : (주)금강피씨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라로 245
연락처 : 063-45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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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0808외 204종
◦강 도 : 35.0 MPa
◦적용활하중 :DB-24

우수조달물품

고·저압 배전반

제품정보 및 특징
1. 아크나 코로나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2. 비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감시 가능
3. 중성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4. 표준화 설계로 시스템 증설이 용이
5. 디지털 전력 감시장치 사용으로 전력 계통의 이상유무 확인
6. 옥내 및 옥외 단독 설비용
7. 변전실, 빌딩, 상하수 처리장, 공장 등에 설치
8. 접촉불량 및 아크에 의한 전기화재 사고가 빈번한 장소 설치
◦조달우수제품(2016008)
◦성능인증제품(24-183,24-184)
◦단체표준제품표시인증제품(2015-004)
◦K마크(PC12015-166,PC12015-167)
◦특허(초음파신호에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10-1457881
◦특허(전력제어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10-1533948

제품규격
◦정 격 정 압 : 22.9kV, 7.2KV, 600V
◦제 어 전 원 : AC 220V, DC 110V
◦정격차단전류 : 12.5KA, 35KA
◦정격 주파수 : 60Hz

우수조달물품

업체명 : ㈜대경산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연락처 : 063-214-9911
홈페이지 : dgsj.co.kr

26

전동기제어반

제품정보 및 특징
1. 아크나 코로나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2. 비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가능
3. 중성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4. 대체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추가 재해예방 및 감시
5. 전동기나 저항 부하 등의 개폐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제작
6. 회로 개폐기 및 감시제어 기구등을 단위 회로마다 정리된 단위 장치를 패쇄된 외함에 집합적
으로 조립
◦조달우수제품(2016008)
◦성능인증제품(24-186)
◦단체표준제품표시인증제품(2015-004)
◦K마크(PC12015-168)
◦특허(초음파신호에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10-1457881
◦특허(전력제어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10-1533948

제품규격
◦정 격 정 압 : 600V
◦제 어 전 원 : AC 220V, DC 110V
◦정격차단전류 : 12.5KA
◦정격 주파수 :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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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경산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연락처 : 063-214-9911
홈페이지 : dgsj.co.kr

우수조달물품

태양광 발전장치

(태양광접속반/태양광발전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1. 중성선 단선과 R,S,T 3상 상태 감시 및 제어를 통한 태양광 발전장치를 보호하는 장치
2. 태양광 설비의 접촉 불량 감지 기능을 통한 피해 예방으로 유지보수에 용이
3. 태양광 발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특히 태양전지 어레이와 접속함 및 선로의
접속불량 등을 단계별로 검출하여 감시
◦조달우수제품(2015063)
◦특허(감시 및 중성선 대체기능이 구비된 태양광발전시스템)10-1030925
◦특허(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접속함 접촉 불량 검출장치)10-1479285
◦특허(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10-1509536
◦단체표준제품표시인증제품(2016-006)
◦K마크(PC12015-078)
제품규격
◦태양전지 모듈(200W~400W)
◦지지대
◦접속반 최대전압 1000V
◦계통형 인버터 (3KW~100KW)
◦인버터 및 채널감시 모니터링 가능

우수조달물품

업체명 : ㈜대경산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연락처 : 063-214-9911
홈페이지 : dgs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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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반
제품정보 및 특징
1. 아크나 코로나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2. 비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 가능
3. 중성선 단선이 발생하면 부하가 공급되는 단상전력을 차단
4. 단상 전력에 연결된 부하의 소손을 방지
5.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격 전압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조달우수제품(2016008)
◦성능인증제품(24-185)
◦단체표준제품표시인증제품(2015-004)
◦K마크(PC12015-169)
◦특허(초음파신호에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10-1457881
◦특허(전력제어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10-1533948
업체명 : ㈜대경산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연락처 : 063-214-9911
홈페이지 : dgsj.co.kr

제품규격
◦정 격 정 압 : 600V
◦제 어 전 원 : AC 220V, DC 110V
◦정격차단전류 : 12.5KA
◦정격 주파수 : 60Hz

폴리가보네이트 벨크로 일체형 합성수지 마스크, 오펜 (OFFEN )
제품정보 및 특징
* 신기술(NET)이 적용된 필터 교환형 마스크로 필터
교환만으로 반영구적 사용가능- 재구매 비용 절감
* 필터 분집 효율 97.84% 벨크로 방식의 편리한 탈/부착
*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 밀폐력 우수. 안경
김서림 방지. 외부 커버 가드 (TPE재질) : 강하지만 탄력성,
무독성 재질로서 안면 보호 및 습기에 강함
* 끈조절 기능
우수제품 : 2016057 (2016.06.30.~2019.6.29.)
특허 : 제10-1359321호, NET 제0919호, 성능인증서 제 24197호, 품질인증업체 지정서 Q257N001-4001, G-PASS 기
업 제 2016-054호, 품목허가증 보건용 마스크 32200
업체명 : 주식회사 인텍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0
연락처 : 063-212-1539
홈페이지 : www.hoooa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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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규격 : 121*108*66.5mm
◦재질 : TPE (가드), Non-woven (필터) Nylon ( 끈)
◦색상 : 화이트 그레이 옐로우 블루 레드 블랙
◦구성 : 가드 1개 + 필터 3매 / 블리스터 포장
우수조달물품

친환경 목재 보드를 이용한 가정용 주방설비(싱크대)
제품정보 및 특징
* 목재 치장 시트의 떨어짐과 곰팡이 세균번식에 대한 향균
성이 강화
* 내구성,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 가능
* 낮은 열전도율과 화재 위험에 의한 사용자의 안정성을 배가
* 신개념의 경첩도입(앙카경첩)으로 도어 탈락 및 파손 줄임
* 강재와 목재는 모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인체이 무해
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제품
* 표면 경도가 높고 빠른 경화 속도로 생산성이 우수하며 환경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UV 하이그로시 도장 마감
우수제품 : 2015214 (2015.12.24.~2018.12.23.)
업체명 : ㈜인플러스
주 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
지길 41
연락처 : 063-564-0113

제품규격
◦규격 : 121*108*66.5mm
◦재질 : TPE (가드), Non-woven (필터) Nylon ( 끈)
◦색상 : 화이트 그레이 옐로우 블루 레드 블랙
◦구성 : 가드 1개 + 필터 3매 / 블리스터 포장

모바일 원격감시 및 하네스 연결시스템을 적용한 수배전반(고압/저압/MCC/분전반)
제품정보 및 특징
◦제어회로를 표준화하고 PCB에 집적하
여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향상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전반의
누설전류/온도/시퀀스 원격 제어
- 우수제품 제 2016141호
(2016. 9. 29 ~ 2019. 9. 28)
- 성능인증 제 24-201~203호
(2016. 3. 21 ~ 2019. 3. 20)
제품규격
업체명 : ㈜주왕산업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묘길 100
연락처 : 063)635-1146
홈페이지 : WWW.JWIC.KR

우수조달물품

◦고압배전반 HJW-HV 등 71종
◦저압배전반 HJW-LV 등 30종
◦전동기제어반 HJW-MCC 등 15종
◦분전반 HJW-BU 등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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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보상장치가 적용된 통합감시제어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원격 감시제어 설비(TM/TC)에 자체 개발한
전원보상장치를 적용하여 순간 정전 등 외부 계
통이상 발생에도 시스템의 오동작을 방지, 안정
적 시스템 운용
-성능인증 제 24-216호
(2016. 10. 7 ~ 2019. 10. 6)

업체명 : ㈜주왕산업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묘길 100
연락처 : 063)635-1146
홈페이지 : WWW.JWIC.KR

제품규격
◦통합감시제어시스템 JW-SG05SIM 등 4종
◦원격제어설비 JW-SG051P 등 2종

친환경 스톤블록
제품정보 및 특징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특수결합제를 사용하여 초고강도,
염내에 대한 내화학성, 표면 차열효과, 동결융해방지 및
높은 투수성을 지닌 제품으로 주·야간에 아름다운 경관
을 연출함
우수제품(지정번호 2013043) / 지정기간: 13.04.19 ~
18.04.18
녹색기술 인증(제GT-16-00177호) / 인증기간:
16.12.22 ~19.12.21
특허증(제10-1161606호)

업체명 : (주)청원산업
주 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30
연락처 : 02-2226-2244
홈페이지 : www.cw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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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두께 : T60 / T80
◦사이즈 : 가로×세로
200×100/200×200/250×250/300×300/250×500/200×
300/400×400

우수조달물품

탄소발열에어벤치
제품정보 및 특징
높은 열전도율의 탄소발열체를 사용하여 버스승강장, 지하
철, 공원 등에 설치되어 겨울철 추위에 떨고 있는 시민들에
게 효과적인 공공시설물의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
으며, 공기단열층에 의한 열손실 차단 기술과 내외부 온도
센서와 타이머의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제어시스템으로 에
너지소비를 절감시킨 발열벤치 제품
우수제품 2015203호(2015.12.24.~2018.12.23)
특허 제10-1528798호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 24-190호)
업체명 : ㈜피치케이블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212
연락처 : 211-2967
홈페이지 : http://www.pitchcable.com

제품규격
◦PC-HB(S)-2000 : 2000✕320✕450mm
◦PC-HB(S)-2400 : 2400✕320✕450mm
◦PC-HB(S)-2700 : 2700✕320✕450mm
◦PC-HBS-3000 : 3000✕320✕450mm

태양광 LED 가로등 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일반전원 공급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가로등
시스템으로 태양광 발전전력을 복수의 축전지에
충전하고 야간에 점등하여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태양광 LED 조명 시스템 제품
우수제품 2015116호(15.9.21~18.9.20)
특허(제10-1405882호), (제10-1378708호)
성능인증(제24-178호), 녹색기술제품인증(제GT15-00138호)
환경표지인증(제14270호)
제품규격
업 체 명 : ㈜해라이트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67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기계벤처동 309호
연 락 처 : 063-272-7900
홈페이지 : www.halight.co.kr

우수조달물품

◦ 태양광 모듈: 160W~320W
◦ LED 등기구: 30W~80W
◦ 축전지: 납축전지(130Ah~400Ah), 리튬이온전지
(44Ah~132Ah)
◦ 컨트롤러: 12V/24V. 10A
◦ 등주높이: 4~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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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제품정보 및 특징
- 폐기처분된 석분오니를 점토벽돌의 주성분중 하
나로 재활용하여 원가 절감
- 점토 및 석분오니에 기능성물질을 혼합하여 성형
/ 소성 압축강도 및 휨강도에 효과 좋음
-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성 건축자재
- 우수제품 2014131호(2014.08.26.~2017.08.25.)

제품규격
업체명 : 주식회사 현대씨엠
주 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평장길 32
연락처 : 063-832-8833
홈페이지 : www.hyundaecm.co.kr

◦미장벽돌 : 190×90×57 / 205×90×75 / 210×90×75
◦미장벽돌 : 230×90×75 / 190×25×57 / 230×25×75
◦바닥벽돌 : 230×114×50 / 230×114×55 / 230×114×60
◦바닥벽돌 : 230×114×70 / 230×114×76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장치
제품정보 및 특징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에 있어서, 폐열을 지

중으로 버리지 않고 급탕, 바닥코일 등에 재사용함으로
써 에너지 이용의 극대화가 가능함

-년간 사용전력의 최소화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실현
우수제품 2013227(2013.12.27.~2018.12.26.)

업체명 : ㈜제이앤지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8, 2층
연락처 : 063-271-3207
홈페이지 : www.jng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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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물-물 방식(기본형)
◦물-물 방식(수축열식)
◦물-공기 방식

우수조달물품

GIS 위치탐지 일체형 수도용 폴리에틸렌관,KGIS-SDR11-D63
제품정보 및 특징
- 배급수관로(지방상수도)에서 누수율이 높거나 민원이
많은 관로에 적용
- 해안 또는 토질에 의해 금속관이 부식이 우려되는 지역의
관로에 적용
- 관의 탐지가 되지 않아 관망관리가 어렵거나, 타공사에
의한 누수가 많은 지역에 적용
◦비금속 배관으로 부식 및 전식이 없음
◦PE재질로서 관의 접합이 용접(융착)이 가능여 접합부의
수밀성능이 우수함
◦기존 PE관의 장점을 위하며, 매설 후 탐지 기능 부여
업체명 : 케이넷(주)
주 소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농단길 41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17(가양동,
A-604호)
연락처 : 02-2063-5466
홈페이지 : www.e-knet.com

우수제품 2014259호(2014.12.30.~2017.12.29.)
특허10-1411281호, 특허10-1424207호
제품규격
◦PE100 SDR11 D63 ~ PE100 SDR26 D800

세라믹 방수·방식재
제품정보 및 특징
나노크기의 무기소재인 나노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이 다양한 기재의 미세한 공극에까지 침투부착하
여 열화부위 및 부식부위의 확산을 억제하고, 복합실란이
다양한 반응기로 기존 도막 및 다양한 기재와 반응하여 부
착하는 침투 및 반응성 방수/방식공법
우수제품 : 2011135호(2011.10.28.~2017.10.27.)
건설신기술715호, 특허 : 제10-0943158호, 제10-0935808호
제품규격(식별번호)
업체명 : 티오켐(주)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8로 80
연락처 : 063-291-7750
홈페이지 : www.tiochem.com

우수조달물품

현장설치도 :
◦정수지및배수지세라믹방수방식재(식별번호:22284196/22284197)
◦하수및폐수처리세라믹방수방식재(식별번호:22284198/22284199)
◦철재용세라믹방수방식재(식별번호:22284194/22284195) 등
관급자재 (납품장소 하차도) :
◦세라믹코팅제 (식별번호:217225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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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폴<개선형 교통신호등주>
제품정보 및 특징
자체하중 및 풍하중을 최적 분산시킨 관체보강구조를 적
용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여러 가
닥의 조가선으로 가로부착대와 신호등주를 연결하는 기
존 교통신호등주와 달리 조가선(와이어)을 사용하지 않
고 지주와 부착대를 연결하여 제품 디자인 및 도시미관
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
우수제품 2013266호(2014.02.28.~2019.02.27)
특허 제10-1216951호, 10-1172514호
K마크 품 질인증 (PB12013-127, PB12015-0 63,
PB12015-063)
업체명 : 한국씨티에스주식회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7-6
연락처 : 212-0830
홈페이지 : http://www.mycts.co.kr

제품규격
◦지주 : 200Φ✕8m, 부착대 : 3, 5, 7, 9, 11m
◦지주 : 250Φ✕8m, 부착대 : 5, 7, 9, 11m
◦지주 : 300Φ✕8m, 부착대 : 5, 7, 9, 11m
◦지주 : 350Φ✕8m, 부착대 : 5, 7, 9, 11, 13m

무전극램프를 적용한 터널등기구, ET-TL001(A) 70W
제품정보 및 특징
◦고효율, 장수명, 고연색성의 무전극램프 적용한 터널등
기구
: 기존광원 대비 6배 이상의 장수명 램프사용
: 광속유지율이 좋아 유지보수비용 절감
◦도로조명용 나트륨/메탈할라이드 램프 대비 45%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
◦ 연색성개선에 따라 낮은 조도에서도 시인성이 높음
◦ 75W~200W까지 각각 사이즈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우수제품 : 제2013126호(2013.08.30.～2019.08.29)
제품규격
업체명 : (주) 이 텍
주 소 : 전북 정읍시 2산단 1길 16
연락처 : 063-536-7984
홈페이지 : http://www.e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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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 ET-TL-001(A) 70W, 75W, 80W, 100W, 120W,
150W, 200W
◦적용램프 : 무전극램프 70W~200W
◦방수방진등급 : IP66

우수조달물품

화강석을 이용한 컬러 석재의 제조 기법이 적용된 건축용 내외장재 컬러 판재
제품정보 및 특징
블 랙
(Black)

레 드
(Red)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Dark Brown) (Light Brown)

- 회백색의 화강석을 재단 가공하고 특정 색상을 착색
하여 컬러 석재로 제작한 자연석 판석 제품
- 무기질의 천연 안료를 사용하여 착색 안정성을 도모
하고 수명을 증대시키며 외관이 미려한 건축자재
- 금속염을 이용하여 화강석 내부에 금속산화물 각각
의 고유 색상으로 착색하여 친환경적이고 변색이 없는
컬러석제품
우수제품 : 2016133 (2016. 9. 29 ~ 2019. 9. 28)
특허 : 제10-1472438호
성능인증 : 제24-189호(2015. 10. 6 ~2018. 10. 5)

업체명 : 세진산업(주)
주 소 : 전북 익산시 약촌로8길61-19(어양동)
연락처 : 063-832-1991
홈페이지 : www.seajin.net

제품규격
◦ SJ-BKG20(자연석 판석(화강석), 블랙, 20mm) 외 다수 규격
◦ SJ-DBG20(자연석 판석(화강석)), 다크브라운, 20mm) 외 다수 규격
◦ SJ-DBG20(자연석 판석(화강석)), 라이트브라운, 20mm) 외 다수 규격
◦ SJ-RDG20(자연석 판석(화강석)), 레드, 20mm) 외 다수 규격

통돌이를 이용한 가드레일
제품정보 및 특징
차량충돌시 충돌 충격을 EVA소재의 충격흡수통체가 회
전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D자형 구조의 가로후레임과
0.7m 간격의 지주가 단계적으로 충격을 대폭 감소시켜 충
돌 후 충돌차량을 원래의 진행방향으로 유도하여 2차, 3차
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는 제품
우수제품 2012279호(2013.02.22 ~ 2018.02.21.)
특허 제10-0980028호, 제10-936948호

제품규격(식별번호)
업체명 : 주식회사 태평양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921(오식도동)
연락처 : 063-461-2788, 063-471-0034
홈페이지 : www.tpy.kr

우수조달물품

◦지주간격 : 0.7m 롤러형
◦규격높이 : 960mm
◦충돌등급 : 노측용 SB5등급, 성토부 SB4등급
◦수평레일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전.후 상하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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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 노측용 개방형 가드레일
제품정보 및 특징
국내 최초 개발하여 특허등록한 토압보강용 “W"형태의
굴곡형 충격흡수부재 버팀판을 부착하여 도로노견 성토
부 경사면에서의 토압을 보완하여 경사면 지지력 방호성
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
우수제품 2014136호(2014.08.26. ~ 2018.08.25.)
특허 제10-1198826호

업체명 : 주식회사 태평양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921(오식도동)
연락처 : 063-461-2788, 063-471-0034
홈페이지 : www.tp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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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지주간격 : 2m 개방형
◦규격높이 : 900mm
◦충돌등급 : 성토부 SB4등급
◦수평레일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전면 3단

우수조달물품

수중 펌프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을 장착하여 펌프의 효율 상승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와, 무급수 구동이 가능하
여 상시 구동검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사전예방점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10-1572913호
방재신기술지정서(NET) 제2016-12호
성능인증서(EPC) 제24-211호
제품규격
업체명 : (유)한성산기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연락처 : 063-441-9100
홈페이지 : www.hansunghi.com

◦토출구경 : 350~2,000 mm
◦전 양 정 : 2~40 m
◦토 출 량 : 8.7~659.7 ㎥/min
◦소요동력 : 3.7~3550 kW

입축 사류 펌프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을 장착하여 펌프의 효율 상승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와, 무급수 구동이 가능하
여 상시 구동검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사전예방점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10-1572913호
방재신기술지정서(NET) 제2016-12호
성능인증서(EPC) 제24-211호
제품규격
업체명 : (유)한성산기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연락처 : 063-441-9100
홈페이지 : www.hansunghi.com

성능인증제품

◦토출구경 : 300~2,000 mm
◦전 양 정 : 4~30 m
◦토 출 량 : 6.4~659.7 ㎥/min
◦소요동력 : 7.5~395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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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흡입 벌류트펌프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을 장착하여 펌프의 효율 상
승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와, 무급수 구동이
가능하여 상시 구동검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사전예
방점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10-1572913호
방재신기술지정서(NET) 제2016-12호
성능인증서(EPC) 제24-211호
제품규격
업체명 : (유)한성산기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연락처 : 063-441-9100
홈페이지 : www.hansunghi.com

◦토출구경 : 350~900 mm
◦전 양 정 : 5~120 m
◦토 출 량 : 8.7~133.6 ㎥/min
◦소요동력 : 11~3150 kW

펌프 수문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을 장착하여 펌프의 효율 상
승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와, 무급수 구동이
가능하여 상시 구동검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점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10-1572913호
방재신기술지정서(NET) 제2016-12호
성능인증서(EPC) 제24-211호
제품규격
업체명 : (유)한성산기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연락처 : 063-441-9100
홈페이지 : www.hansung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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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구경 : 400~1,200 mm
◦전 양 정 : 1~7 m
◦토 출 량 : 11.3~237.5 ㎥/min
◦소요동력 : 3.7~375 kW

성능인증제품

정수장용 자동복합연동 주입장치
제품정보 및 특징
정수 및 하수에 사용되는 염소투입기로서 원수․정수
의 세균, 유기물, 암모니아성․유기성질소화합물제거,
망간, 철등의 산화를 위한 장치로서 수질과 유량의
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하고 염소농도제어 및 염소
투입량 보정이 가능한 염소투입장치
(사용처 : 정수처리공정, 하수처리 공정, 재염소처리
공정)
성능인증제품 제24-221호(2016.12.29.～2019.12.28)
제품규격
업체명 : ㈜백광아이에스티
주 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2길 86
연락처 : 063)545-8901 / 010)5391-1847
홈페이지 : www.bkist.co.kr

◦규 격 : 50mL/hr ～ 600L/hr
◦저 장 량 : 0.5㎥ ～ 60㎥
◦잔류염소 : 0.1ppm ～ 5.0ppm
◦투입방식 : 유량과 잔류염소 복합비례운전

세라믹코팅 리브강관 우수저류조
제품정보 및 특징
융착 이음부와 락심부로 구성되는 리브강관 제조기술
및 세라믹 코팅 리브강관으로 제작되는 우수 저류조
NET 제 18-1호(2014.04.13.~2018.04.12.)
특허 10-1352885

제품규격
업체명 : ㈜보원건설산업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후정4길 58-36
연락처 : 063-858-0851(익산공장)
031-706-1154(분당 사무실)
홈페이지 : www.bowonconst.com

성능인증제품

◦7 0 톤 : 10,000(L)×3,000(D)
◦140톤 : 20,000(L)×3,000(D)
◦210톤 : 30,000(L)×3,000(D)
◦280톤 : 40,000(L)×3,000(D)
(70톤을 기준으로 크기 비례함/길이(mm) × 관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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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코팅 금속 리브 강관
제품정보 및 특징
아연도금강판을 원통현태로 형성하면서 리브를 나
선현으로 형성하고 강판의 경계부분을 락심형태로
연결한 뒤 세라믹 코팅한 제품
성능인증제품 제24-213호
(최초인증2014.04.04.～2020.04.04)

제품규격
업체명 : ㈜보원건설산업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후정4길 58-36
연락처 : 063-858-0851(익산공장)
031-706-1154(분당 사무실)
홈페이지 : www.bowonconst.com

◦강관 직경 : 270~3,300mm
◦코팅 종류 : 일반, 내면피복, 양면피복
◦강판두께 : 1.6T, 2.0T, 2.7T, 3.2T

HIBS-PA, AV (하이브리드 방송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 디지털-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비상방송시스템
- 손쉬운 화면터치로 다원화 방송기능 탑재
- EM, 타이머, 화재감지 등을 디지털믹서에서 통합 수행
- 특허 제10-1522661호, 성능인증 제 24-219호
- 전주시의회, 평창 아이스하키경기장 등 다수 설치/시공

제품규격
업체명 : (주)썬더테크놀로지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
3길 15-15
연락처 : 063-247-1673
홈페이지 : www.thunderspea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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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앰프: 8대의 파워앰프 출력 모니터링 (8CH)
◦ 디지털 하이브리드 믹서: 16CH 입력, 8CH 출력
◦ 디지털-아날로그 스피커 셀렉터: 24CH, RS232C
◦ 디지털 파워앰프: 2CH, 90% 이상 고효율, 낮은 왜율
◦ 파워서플라이 전원분배기: 고효율 SMPS 채택, LCD

성능인증제품

TC-1248 (피라미드 실링 스피커)
제품정보 및 특징
-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닛으로 전체 커버

- 4개의 네오디뮴 LF/HF 통합 동축 유닛으로 설계/제작
- 높은 성능과 깨끗한 음질로 모니터링

- 각각의 LF/HF 유닛은 90도 각을 유지, 360도 넓은 커버각
-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설치/시공 (2017년 2월 완료)
- 폴리 우레아 코팅 마감 (특허 제 0506581호)

제품규격
업체명 : ㈜백광아이에스티
주 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2길 86
연락처 : 063)545-8901 / 010)5391-1847
홈페이지 : www.bkist.co.kr

◦ Frequency Response: 55Hz ~ 20KHz
◦ Power: full range passive 800W / 3200W (peak)
◦ Dimensions: 680 × 510 × 680 mm (W × H × D)
◦ Weight: 32.5kg

TAD-168M (하이브리드 믹서)
제품정보 및 특징
- 디지털/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믹서
- Sigma DSP에 의한 고음질 오디오 믹싱 및 신호처리
제공
- (세계 최초) 음성안내 조작방법 탑재
- 믹서간 2중화구조로, 디지털 고장 시 아날로그로
자동전환
- 시보, 비상, 리모트앰프, 스피커셀렉터 제어 등
통합제어

업체명 : (주)썬더테크놀로지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 3길
15-15
연락처 : 063-247-1673
홈페이지 : www.thunderspeaker.com

성능인증제품

제품규격
◦ 입력: 16CH, 비상마이크 1CH, 내부 오디오 1CH
◦ 출력: 8CH
◦ 오디오 출력신호 모니터링 및 광통합 수신기 제어기능 내장
◦ 스피커 셀렉터 등 외부기기 통합제어 (LAN / RS2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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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1280 (라인어레이 스피커)
제품정보 및 특징
- 높은 수준의 고성능 라인어레이 스피커

- 콘서트, 투어링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발, 제작

- 전체 주파수 범위에 걸친 안정적인 커버리지 확보
- 넓은 수평각으로 분산되도록 설계

-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설치/시공 (2017년 2월 완료)

제품규격
업체명 : (주)썬더테크놀로지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 3길
15-15
연락처 : 063-247-1673
홈페이지 : www.thunderspeaker.com

◦ Frequency Response: 55Hz ~ 20KHz
◦ Power: 800W / 1600W / 3200W (LF)
◦ Dimensions: 880 × 360 × 515 mm (W × H × D)
◦ Weight: 40.5kg

유약도포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유약점토벽돌
제품정보 및 특징
점토벽돌 제품의 원하는 색상에 따라 선택된 1종 이상
의 발색물질의 수용액 또는 물과의 혼합물을 성형 또
는 건조 단계를 거친 반제품 형태의 점토벽돌에 도포
한 후 소성함으로써 벽돌 소지의 표면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하는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특허 : 제 10-1138425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비젼세라믹
주 소 : 전북 부안군 보안면 부안로 1256
연락처 : 063-581-2043
홈페이지 : www.visionceram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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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190 mm
◦나비 : 90mm
◦두께 : 57mm
◦압축강도 : 24.5 N/㎟ 이상
◦흡수율 : 10% 이하

성능인증제품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 GDisk
제품정보 및 특징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중의 SS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SS의 농도가 높거나 여과포의 부하
량이 많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고효율 여과
장치
성능 인증 제24-180호(2015. 7. 2 ~ 2017. 7. 1)
특허 제10-1125187호, 특허 제 10-1154370호

업체명 : ㈜그레넥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605호(삼성동)
연락처 : 02-3453-9166
홈페이지 : www.grenex.co.kr

제품규격
◦여과면적 : 0.67, 1.46, 5.2, 10 ㎡/DISK
◦여과속도 : 100 ∼ 250m/day
◦역세수량 : 유입유량 대비 약 3 ~ 7%

총인처리 공법, ChemDisk
제품정보 및 특징
화학적 처리를 위한 응집제 투입 및 교반 시설, 여과면
적을 최대한 이용하는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로 구성
된 총인처리 시스템
성능 인증 제24-180호(2015. 7. 2 ~ 2017. 7. 1)
특허 제10-1125187호, 특허 제 10-1154370호

업체명 : ㈜그레넥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605호(삼성동)
연락처 : 02-3453-9166
홈페이지 : www.grenex.co.kr

성능인증제품

제품규격
◦여과면적 : 0.67, 1.46, 5.2, 10 ㎡/DISK
◦여과속도 : 50 ∼ 150m/day
◦교반속도 : 급속교반기 180rpm, 완속교반기 60rpm
◦역세수량 : 유입유량 대비 약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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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와이어앵커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식생매트
제품정보 및 특징
기존 식생매트의 문제점인 고정방법의 안전성을 보
완 개발한 어스 와이어 앵커는 땅속에서 잡아주는
인발 하중력을 높혀 매트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성을
높혔다
특허 제10-1243104호, 성능인증 제24-218호 등

업체명 : ㈜자연과학
주 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춘향로 749
연락처 : 063-631-0047
홈페이지 : www.3670.co.kr

제품규격
◦w2.0*50m
◦t15

KSM 6080 2종 수용성형 도료
제품정보 및 특징
운전자의 안전운행 도모 및 주․야간 시인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시설물의 일종, 수용성 아
크릴계 폴리머를 한 제품으로 건조가 빠르고 내후
성, 내마모성, 내세척성등 KSM6080 2종에 적합한
제품이며 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로 친화적인
노면표지용 도료
환경표지인증서 제3440호(인증기간 : ~2017.09.25까지)
특허증 제10-1558876 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식회사 정석케미칼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92, 1층
연락처 : 063-260-2302
홈페이지 : http://www.jsch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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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분용적비(%) : 흰색 59, 노란색 59, 파란색 56
◦추천건조도막(1회) : 300㎛ 이상
◦이론사용량: 흰색13M/ℓ, 노란색13.6M/ℓ, 파란색
12.2M/ℓ
◦포장단위 : 18ℓ/통

성능인증제품

KSM 6080 4종 융착식 도료
제품정보 및 특징
운전자의 안전운행 도모 및 주․야간 시인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시설물의 일종, 합성수지
및 고기능 열가소성 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파우더 타입의 무용제형 도료, 시공시 가
열 융해하여 도로면 등의 선을 표시하는데 사용되
는 노면표지용 도료
환경표지인증서 제10684호, 제15788호, 제8570
호, 제14485호
특허증 제10-1563931호, 제10-0727717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식회사 정석케미칼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92, 1층
연락처 : 063-260-2302
홈페이지 : http://www.jschem.co.kr/

◦고형분용적비(%) : 100%
◦추천건조도막(1회) : 2.０㎜～２.５㎜
◦이론사용량(15㎝) : 600g~750g/m
◦포장단위 : 20㎏/포

세레탄 F-3390 (콘크리트 방수·방식 코팅제)
제품정보 및 특징
2액형 불소수지를 이용한 도료로 주제와 경화제를 혼
합하여 사용하는 무황변 상도용 도료, 내오존성이 우
수하여 고도정수장처리장의 내오존조에 사용 가능한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서(KC인증) : NO. KCW-2015-0195
환경표지인증서 제15037호 (인증기간: ~2018.02.02
까지)
특허증 제10-1212572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식회사 정석케미칼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92, 1층
연락처 : 063-260-2302
홈페이지 : http://www.jschem.co.kr/

성능인증제품

◦고형분용적비(%) : 51%
◦추천건조도막(1회) : 40㎛~75㎛/1회
◦이론사용량: 10㎡/ℓ, 0.5㎏/㎡(50㎛ 기준)
◦포장단위 : 주제(A액)/11㎏, 경화제(B액)/5㎏
◦광택 : 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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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파괴방수차(JWF210A), EPC
제품정보 및 특징
1.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건물, 조립식 공장 화재
진압
2. 화학공장 / 유류저장시설 화재 시 접근이 어려울
때 무인조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 가능
3. 목재 및 문화재 시설 초기 진압으로 시설물 보호
가능 (적심부 화재진압)
4. 산업단지 샌드위치 판넬 공장 화재 시 외벽/천장
파괴 작업으로 조기 화재진압 가능
성능인증 제24-220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진우에스엠씨
주 소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53
연락처 : 063-838-2529
홈페이지 :www. jinwoosmc.com

◦적재차량 : 18톤
◦피어싱 노즐 방수량 : 4,500L/min
◦파괴력 : 철판 4mm, 콘크리트블럭 160mm
◦물탱크 2ton, 폼탱크 400L
◦붐자동격납, 아웃트리거 오토레벨링, 직/분사
자동시스템

추적식 태양광 모듈과 발광형 광섬유가 적용된 교통안전표지판
제품정보 및 특징
기존 LED소자를 사용하는 표지판에 비해 광섬유를
사용한 발광형 표지판이 시인성 및 판독성이 좋고
고정식 태양광 모듈보다 추적식 모듈이 태양을 추
적하며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일 전기 생산량
이 높고 배터리 방전횟수가 적어 기존의 고정식 표
지판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우수한 제품
성능인증 제24-214호, 특허10-1621730

제품규격
업체명 : (주)태성라이팅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생산지원
A동 211,213호
연락처 : 063)243-0794 FAX : 063)237-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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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기 : 700×700×60
◦광섬유 : 1∅
◦태양광모듈 : 285*295*25mm(12V20W용)
◦축전지 : 95*150*95mm(DC 12V 12A)

성능인증제품

금속재 패널(HNP)
제품정보 및 특징
*금형기술을 이용한 제품
*모서리 일체형 제작으로 누수방지 기능
*결합체결구조 개선으로 안정성 확보 및 열팽창 수축
에 안정감 있게 대응하고, 변형방지 및 내구성 향상
*한쪽면 고정방식으로 시공의 편리성 확보
*단차부 성형으로 굽힘강도 향상과 백업재 없이 시공
가능하여 편리성 및 경제성 확보
*평활도 향상 및 화재확산 방지 기능
특허 제10-0938110호
성능인증 제24-164호 (2017.7.31.)
업 체 명 : (주)하나패널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44-12
서군산산업단지 내
연 락 처 : 063)464-9916 팩스: 063)464-9915
홈페이지 : www.hanapanel.co.kr

제품규격
◦1000*600( 10T )
◦1000*275( 10T )
◦600*600 ( 10T )
◦600*300 ( 10T )

스노우멜팅 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겨울철 강설 및 결빙 시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안전 확보의 수단으로 취약지점에 대한 효
율적인 제설체계를 구축하여 포장면 아래 일정 깊이에
탄소 재질의 절연 발열체를 매설하고 자동으로 온도
및 습도를 감지하여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눈 및 노면
의 결빙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 교
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는 시스템 제품

<적용전>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 24-215호)
기술정보(특허 제10-1594526호, 10-1626731호, 101682940호)
<적용후>
제품규격
업체명 : ㈜피치케이블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212
연락처 : 211-2967
홈페이지 : http://www.pitchcable.com

성능인증제품

◦PC-C72K-SC1 : 220V/60Hz, 30kw
◦PC-C72K-SC2 : 220V/60Hz, 60kw
◦PC-C72K-SC3 : 220V/60Hz, 100kw
◦PC-C72K-SC4 : 220V/60Hz, 150kw
◦PC-C72K-SC5 : 220V/60Hz, 2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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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보호기, EPC
제품정보 및 특징
전력계통의 수/배/분전반 및 전산장비, 통신장비, 보
안장비, 계측제어장비 등의 전자장비에 설치하여 서지
발생시 유입되는 서지전압을 제한하고 서지전류를 전
환하는 장치
KS인증 제15-0489호
특허 제 10-1163963호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지보호장치
특허 제 10-1160792호 열폭 방지장치를 구비한 서지
모듈
제품규격

업체명 : BJTEK(비제이텍)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41
(여의동)
연락처 : 063-212-5751
홈페이지 : http//www.bjtek.co.kr

◦ 정격계통전압 : AC 220V/380V
◦ 공칭방전전류 : In 20KA
◦ 전압보호레벨 : 2,500V 이하
◦ 외장보호도 : IP20

흙콘크리트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섬유를 재활용 첨가하여 기제품보다 내구성을
향상시킨 흙콘크리트, 매트릭스에 고르게 반산시
켜 인장력과 변형력을 증가심킴으로서 균열발생을
저감시키고 내구성을 향상시킨 친환경 도로포장재
성능인증 제 24-198호(2016.02.11.~2019.02.10.)
특허 제 10-0901004호
제품규격

업체명 : (주)한국건설기술공사
주 소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수룡귀지길 514
연락처 : 063-542-8831
홈페이지 : http://www.e-kct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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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ON-T80, t80mm, 일반습식,
18MPa이상, 주차장용
◦CABON-T100, t100mm, 일반습식,
18MPa이상, 주차장용
◦CABON-T150, t150mm, 일반습식,
18MPa이상, 주차장용
◦CABON-T200, t200mm, 일반습식,
18MPa이상, 주차장용
성능인증제품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HABIS v5.0
제품정보 및 특징
각 행정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한 전산화업무는 각각 보조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업 관련 프로그램들은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측면보다도 해당보조사업에 대한 업무진행절차에 대
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HABIS는 개별적인 보조사업 관
리 뿐 만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과정부터 보조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종합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보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조사업 행정업무를 지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규격
업체명 : (주)휴메인시스템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IT벤처센터 403호
연락처 : 063-282-0031
홈페이지 : www.humane.co.kr

◦ 사업등록 - e호조 예산, 자체사업 기반으로 보조사업을 등록
◦ 사업관리 - 보조사업의 세부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교부관리 - 교부내시,신청관리,확정관리,지출관리,미선정관리,
포기관리 기능
◦ 집행관리 - 집행내역등록, 정산내역등록 등 내려 받기 등을 할 수
있는 기능
◦ 사업마감 - 사업마감 시 교부, 집행 처리가 불가능 하도록 기능
◦ 현황조회 - 통계현황: 사업 조건별 통계현황을 조회 기능

내외부망연계프로그램 VToServer v1.0
제품정보 및 특징
VToServer는 기존의 망대망 연계 솔루션과는 별도로 내부망의
서버와 외부망의 서버에 대한 TCP/IP 기반의 네트워크 통신을 지
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VToServer는 내부망과 외부망간의 전용 통신구간을 설정하여 편
리하게 자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
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규격

업체명 : (주)휴메인시스템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IT벤처센터 403호
연락처 : 063-282-0031
홈페이지 : www.humane.co.kr

성능인증제품

◦ 내외부망연계시 터널링 기능 지원 공인 및 사설 인증서를 통한
SSL기반의 터널링 지원
◦ 이기종간의 운영 플랫폼 지원 운영체제 : Unix(Solaris, HPUX, Linux 등), Windows 계열 플랫폼 지원
◦ 내부망 방화벽 차단 정책에 따른 유동적 지원
- 방화벽의 InBound 및 Outbound 정책에 따른 연계시스템
구성을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 Reverse Connection Pooling 지원
◦ 접근제어 정책
- 접근차단 또는 접근허용 정책 적용 기능
- 단일 IP 또는 IP 범위를 이용한 접근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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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식 제진기
제품정보 및 특징

확장형 레이크

확장형 레이크 : 협잡물의 처리능력 및 인양능력, 인양
할 수 있는 최대 직경을 715mm에서 960mm로 증대
회전형 전위스크린 : 하부에 침전물이 축척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유물의 제거효과를 증대
성능인증 : 제24-171호
특허 : 제10-1366523호

회전형 전위스크린

업체명 : 금전기업(주)
주 소 :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연락처 : 063-546-9933
홈페이지 : http://www.keumjeon.com

제품규격
◦적용수로크기 :
W(2100mm~6000mm)×H(4250mm~8200mm)
◦주행모터동력 : 3.7kW~5.5kW
◦칼퀴크기 : 350mm
◦형식 : 전면 인양형 로터리식
◦프레임, 갈퀴재질 : STS304

수중 모터 펌프
제품정보 및 특징
컬럼관에 감압부와 토출용 앨보를 설치하여 와류와
유체저항 감소, 펌프의 운전 성능과 효율개선, 진동
과 소음의 저감으로 설비 유지기능 증대
성능인증 : 제24-193호
특허 : 제10-1471808호

제품규격
업체명 : 금전기업(주)
주 소 :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연락처 : 063-546-9933
홈페이지 : http://www.keumj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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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출 량 : 161.9 ㎥/min
◦펌프효율 : 80.9 %
◦회전속도 : 389 rpm
◦축 동 력 : 140.9 kW

성능인증제품

불법주정차 단속솔루션
제품정보 및 특징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의 VMS에 연계 가능한
불법주정차단속솔루션
성능 인증 제24-208호
특허 제10-1596896호, 특허 제10-1453386호
GS 1등급 제15-0402호

제품규격
업체명 : ㈜ 새눈
주 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3-7 2동 201호
연락처 : 063)715-6531
홈페이지 : http://www.saenoon.co.kr

◦ 연동가능한 VMS : Tybis, 마일스톤, 기타 연동가능
◦ 자사의 서버당 단속가능한 개소수 : 최대 80채널
◦ 연동 가능한 영상감시장치 :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시
스템, 생활방범, 통합관제센터 GIS 시스템과 연계 가능
◦ 개소당 단속 지점 설정 : 검지카메라 없이 각 카메라
당 28개소의 자동단속지점 설정 가능

하부 더블 스프라킷 로터리 제진기
제품정보 및 특징
1. 제진기의 하부에 체인스프로킷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회전부하의 감소 및 체인이탈 발생을 방지하였고 레인
크가 1,500구간에서 직선운동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 바닥면의 협잡물인 비닐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하여 기존설비보다 월등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음
2. 제진기의 고유기능인 협잡믈의 유입차단과 특히 기
준제품과 달리 하부의 비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서 펌
프 임펠라를 보호, 펌프의 고장을 방지하여 펌프의 정
상가동을 확보함으로서 침수피해를 방지할수 있음
제품규격
업체명 : 덕산엔지니어링(주)
주 소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농단길 29
연락처 : 063-536-5010
홈페이지 : 원심탈수기.한국

성능인증제품

◦용량 : 50~50㎥/hr
◦유입성상 : 잉여슬러지
◦고형물함수율 : 50%
◦케익함수율 : 80±3%
◦동력및전원 : 380V,∅3,6Hz, 3P~4P
◦차속제어방식 : 인버터에 의한 자동연속 차,감속 제어방식
◦슬러지조건 : 유입농도≤1%이하, TVS≤70%이하, SVI
≤120ml/g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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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판
제품정보 및 특징
영상(8bit) 및 환경제어(4bit)를 동시에 처리하고 세부
적인 제어방법으로 전송효율 우수하고 송수신 시스
템을 하나로 적용하여 내부배선의 최적화로 관리 비
용절감 효과가 우수. 하나의 메인컨트롤러로 여러 개
의 영상 멀티 표출하여 제작 비용 절감효과우수. LED
모듈, 온도 습도 센서모듈, 냉각팬 모듈 이상 여부를
진단 검출결과를 사전에 인지하여 고장률을 미리 차
단하여 수명 연장 우수
성능인증제품 제24-168호
업체명 : 도가테크
주 소 : 익산시 무왕로 1248
연락처 : 063-835-1982
홈페이지 : www.doga-tech.com

제품규격
◦휘도 : 옥외-10000mcd/㎡이상, 옥내-제작사양
◦MAIN CONTROLLER : 성능인증DGT2014
◦자동환경제어 : STATUS CONTROLLER
(DGT2014)
◦표출부 : 환경표지인증 (제14259호,5748호)

충격흡수 장치가 구비된 목재 미닫이문
제품정보 및 특징
본 제품은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및 공공기관 건축
물 옥내 출입구에 사용되는 수동 개폐조작 목재출입
문으로 탄성재질 충격흡수 장치, 친환경 손보호대가
구비되어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특수압축 오메
가레일을 적용하여 마모로 인한 소음·변색·개폐기능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우수한 제품
◦성능인증 제품: 제24-210호
◦KS인증 제품: 제15-0386호
◦환경표지인증제품: 제15340호
◦전주우수상품인증(buy 전주): 제2017-01호
업체명 : 유한회사 에스지우드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새논밭길 24
연락처 : TEL: 063-252-0407 FAX: 063252-0408 H.P: 010-5278-0407
E-Mail : sgwood0407@naver.com
홈페이지 : http://목재창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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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품 명: 목재문
◦형 태: 양개미닫이문
◦모델명: SG-WD-M42
◦규 격: 2100*245*2600mm
성능인증제품

부식억제장비 이오렉스 IOR-Best
제품정보 및 특징
부식억제장비 이오렉스는 관 내부의 녹물, 위생문
제, 열 효율 감소, 누수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스케
일, 녹, 슬라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제거합니다.
배관의 부식을 억제함으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물
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부식으로 인한 물 낭비,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
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 제10-0378363호 등 6건, 미/중 특허 및 상표
권, NSF, TR CU 인증 등
업체명 : ㈜이오렉스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51
연락처 : 1644-2564
홈페이지 : www.iorex.co.kr

성능인증제품

제품규격
◦15mm~600mm 배관 구경에 따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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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방석

제품정보 및 특징
국내에니메이션 캐릭터를 라이
센싱하여 그 캐릭터를 제품의 용
기 자체가 될 수 있게 개발하여
차별성을 높인 제품

업체명 : (주)솔토씨앤에프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208호
연락처 : 063-211-8352
홈페이지 : www.little-i.co.kr

CFRP,GFRP용 EPOXY접착제
제품정보 및 특징
동박적층판용 접착제조성물에 우수한 열전
도도를 갖는 필러와 에폭시수지의 혼합물을
충전제로 사용하여 우수한 접착력과 열전도
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PCB
의 근본적인 단점을 해결하며, 방열을 목적
으로 고가의 미국 또는 일본산의 열전도성
절연수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열우위성과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

업체명 : 제이씨케미칼(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팔복동2가)
연락처 : 063-22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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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01562647호(열전도도가 있는
동박 적층판용 에폭시 접착제 조성물)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옻칠한지 사각/복주머니 금박 핸드백
제품정보 및 특징
-제품의 소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지로
제작하였다. 한데 한지의 단점인 방수의 기능보완을
전통공예기술인 옻칠로 보완하였다. 친환경 도료인
옻칠을 가지고 한지위에 마감을 하여 방수기능도 더
해주고 살균효과 방충 기능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였
다. 제 3의 완벽한 친환경소재로 제작 되었다.
- 전 세계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
한 원단을 제작 하였다.
-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 그 값어치를 더해 주기
위해서 금박장식을 하여 중국인도 좋아하고 좀 더
High Quality 있는 제품으로 완성되었다.
업체명 : 오칠구칠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번지 효성창업보육센터 201호
연락처 : 063)272-5797
홈페이지 : www.5797.co.kr

옻칠 줌치한지 원단 특허 제 10-1480981호
제품규격
◦소재 : 한지, 옻칠, 소가죽, 99.9% 금박
◦사이즈 : 25*15.3*8(cm)

옻칠한지 금박 여권지갑
제품정보 및 특징
-제품의 소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지로
제작하였다. 한데 한지의 단점인 방수의 기능보완을
전통공예기술인 옻칠로 보완하였다. 친환경 도료인
옻칠을 가지고 한지위에 마감을 하여 방수기능도 더
해주고 살균효과 방충 기능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
였다. 제 3의 완벽한 친환경소재로 제작 되었다.
- 전 세계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
한 원단을 제작 하였다.
-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 그 값어치를 더해 주기
위해서 금박장식을 하여 중국인도 좋아하고 좀 더
High Quality 있는 제품으로 완성되었다.
업체명 : 오칠구칠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번지 효성창업보육센터 201호
연락처 : 063)272-5797
홈페이지 : www.5797.co.kr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옻칠 줌치한지 원단 특허 제 10-1480981호
제품규격
◦한지, 옻칠, 소가죽, 99.9% 금박
◦사이즈 : 13.8*9.6*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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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한지 금박 명함지갑
제품정보 및 특징
-제품의 소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지로 제
작하였다. 한데 한지의 단점인 방수의 기능보완을 전
통공예기술인 옻칠로 보완하였다. 친환경 도료인 옻
칠을 가지고 한지위에 마감을 하여 방수기능도 더해주
고 살균효과 방충 기능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였다. 제
3의 완벽한 친환경소재로 제작 되었다.
- 전 세계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원단을 제작 하였다.
-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 그 값어치를 더해 주기 위
해서 금박장식을 하여 중국인도 좋아하고 좀 더 High
Quality 있는 제품으로 완성되었다.
업체명 : 오칠구칠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번지 효성창업보육센터 201호
연락처 : 063)272-5797
홈페이지 : www.5797.co.kr

옻칠 줌치한지 원단 특허 제 10-1480981호
제품규격
◦소재 : 한지, 옻칠, 소가죽, 99.9% 금박
◦사이즈 : 10.2*8*1.5(cm)

옻칠한지 명함지갑
제품정보 및 특징
-제품의 소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지로
제작하였다. 한데 한지의 단점인 방수의 기능보완을
전통공예기술인 옻칠로 보완하였다. 친환경 도료인
옻칠을 가지고 한지위에 마감을 하여 방수기능도 더
해주고 살균효과 방충 기능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였
다. 제 3의 완벽한 친환경소재로 제작 되었다.
- 전 세계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
한 원단을 제작 하였다.
-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 그 값어치를 더해 주기 위
해서 금박장식을 하여 중국인도 좋아하고 좀 더 High
Quality 있는 제품으로 완성되었다.
업체명 : 오칠구칠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번지 효성창업보육센터 201호
연락처 : 063)272-5797
홈페이지 : www.579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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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 줌치한지 원단 특허 제 10-1480981호
제품규격
◦소재 : 한지, 옻칠, 소가죽
◦사이즈 : 10.2*8*1.5(cm)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자동차용 루프박스
제품정보 및 특징
클래식한 디자인과 더불어 주행 시 공기저항과 방
수, 진동흡수, 소음방지, 1980m의 낮은 잔고, 효
율적인 적재공간,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장착/분해
와 2중 잠금장치를 포함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특허 제30-2015-0024675호
(자동차용 루프박스)
제30-2015-0050999호
(자동차용 루프캐리어 한지)
업체명 : 유니캠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30-13
연락처 : 1577-5241
홈페이지 : www.unicamp.co.kr

제품규격
내부적재함용량 200L

잉크젯 미디어
제품정보 및 특징
1) 제품정보
Light Box 조명용 Display Film
Roll Up, Pop Up용 Film
옥내외 간판 및 Display, Poster용 Film
PP, PVC 점착제품
인화지 등
2) 특징
High Resolution, High Color Saturation
수성/Solvent/Latex/UV등 다양한 프린터에 사용 가능

업체명 : 나투라미디어(주)
주 소 : (54001)전북 군산시 자유무역1길
97(오식도동)
연락처 : 063-441-5116
홈페이지 :www.naturamedia.co.kr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특허 제10-0958942호
(잉크젯 프린트용 소재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10-0898128호(잉크젯 프린팅과 플라즈마 표
면처리법을 이용한 미세패턴제작방법)
제품규격
폭 : 36인치, 42인치, 50인치, 54인치, 60인치 64인치
(고객 요구에 따른 규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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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응용 LLDPE 필름
제품정보 및 특징
- 일반 LLDPE 수지와 탄소응용수지(LuxF-1302)를
혼합 생산한 필름
- 열접착 강도 및 열봉합성 우수
- 실링성이 증가되어 물에 젖은 내면과 저온에서도
실링 탁월
- 내핀홀성과 충격강도 우수

업체명 : 나투라미디어(주)
주 소 : (54001)전북 군산시 자유무역1길
97(오식도동)
연락처 : 063-441-5116
홈페이지 :www.naturamedia.co.kr

제품규격
두께 : 25～200um, 폭 : 350～16,000mm,
길이 : 3,000m (고객 요구에 따른 규격 변경 가능)

풍력블레이드
제품정보 및 특징
- 독일의 Dewi-occ로부터 제조 인증을 획득하여
다양한 모델의 풍력블레이드를 제작 공급
- 풍력발전기에 사용하는 블레이드의 출력성능을
높일 수 있는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익형을 제공
특허 제10-1445106호
(풍력발전기용블레이드 40%익형)
제10-1440587호
(풍력발전기용블레이드 21%익형)
제품규격
업체명 : ㈜휴먼컴퍼지트
주 소 : 전북 군산시 서해로 251
연락처 : 063-73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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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W Blade(3.5m) ◦100kW Blade(11m)
◦2MW Blade(42/44m)
◦3MW Blade(48/56/65m)
◦5MW Blade(68m) ◦5.5MW Blade(68m)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중형저상버스 복합재 차체
제품정보 및 특징
- 고유가 시대의 연비 개선 및 환경규제에 대응
하기 위한 차체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중형저상
버스의 차체를 고강도/강성의 소재인 복합재료
로 제작하여 경량화 실현
특허출원 10-2017-0049633
(복합재 차체 및 그 제조방법)
10-2017-0049634
(차량용 차체 조립구조체)

업체명 : ㈜휴먼컴퍼지트
주 소 : 전북 군산시 서해로 251
연락처 : 063-730-7723

제품규격
◦중형저상버스 복합재 차체 구조물

복합재 차체 구조물
제품정보 및 특징
- 복합재료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
로, 복합재료 설계/해석, 시제품 개발 및 제품인
증을 포함하는 “복합재료 엔지니어링 토탈서비
스”를 제공

제품규격

업체명 : ㈜휴먼컴퍼지트
주 소 : 전북 군산시 서해로 251
연락처 : 063-730-7723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 승용차 Roof Rail
◦ 트럭용 후부안전판
◦ 차량용 Wheel
◦ 판 스프링
◦ 차량 Door 및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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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반용 스케이트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초경량 화물운반용 스케이트
는 수평-수직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현재 상용화 된 스케이트에 비해 가벼워 작업자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steel과 동등한 강도를
지닌 제품

특허 제10-1679599호(화물이동용스케이트)

제품규격
업체명 : (주)에스지테크
주 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2길 28
연락처 : 063-543-2982

두께 : 25～200um, 폭 : 350～16,000mm,
길이 : 3,000m (고객 요구에 따른 규격 변경 가능)

GILBOT
제품정보 및 특징
-접어서 차량탑재가 가능한 폴딩 기능, 배터리
의 잔량을 표시, 리모컨을 이용한 원격정지기능
(option), 원하는 속도로 전진레버 누를 필요 없이
주행하는 크루즈기능 등이 있습니다
특허 제10-1515086호(전동식 보행 보조장치)

제품규격
업체명 : (주)한호기술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85
연락처 : 070 - 4066 - 0802~4
홈페이지 : www.hanho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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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Z E : 1,124mm / 545mm / 520mm
◦ 차체무게 : 40kg
◦ 최고속도 : 8km/h
◦ 충전시간/이동거리 : 5h / 30km
◦ 등판각도 : 12도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탄소재패널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재, 복합소재 및 무기질재를 이용하여 실험
대용 상판을 제조함으로써, 친환경성, 고강도,
고인장성, 내구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경량성
등이 우수한 제품
특허 제10-15866177호(복합탄소재를 이용한
패널 및 이의제조방법)

업체명 : (주)지오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37
연락처 : 1644-2850

탄소발열조끼
제품정보 및 특징
기존 제품은 열선이나 SUS면상 발열체로 만들
어진 제품이나 당사 제품은 활성탄소섬유 종이
를 면상체로 한 제품
기존 제품에 비해서 열전도와 발열 온도가 높고
축열기능 및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매우 높
고 효율이 좋은 제품

업체명 : 주식회사 쓰리제이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 301호
연락처 : 063-272-1133
홈페이지 : www.threej.kr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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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 천정 난방기(NHR36)
제품정보 및 특징
천정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난방기로 원적외선이 방
출되어 건강에 유익하고 소음, 냄새, 진동이 없어 쾌
적하고 탈취효과 및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
적인 제품. 천정에 위치하기에 공간 효율적이며 손
에 닿지 않아 위험성이 적음

사이드커버

323

1530

앞면

온도조절기

AL열판

마감커버

히터봉

반사판

발열홈

50

옆면

특허 10-1000046호 실내난방장치
MAS물품계약번호 00169254200(2016.10.26.~201
9.10.19.)
제품규격

업체명 : (주)에니에스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110
R&D동205호
연락처 : 063-272-1288
홈페이지 : nesq.co.kr

◦제품종류: NHR12/NHR24/NHR36
◦규 격: 1530*323*50(mm)/1530*222*50
/1530*142*50
◦소비전력: 1.2kw/2.4kw/3.6kw
◦난방면적: 2~3평/5~6평/8~10평

탄소볼라드(BNS-14)
태양광 LED모듈
고휘도반사지

GRFP몸체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섬유를 사용한 볼라드로써 우수한 강도를 가지
며 오뚜기형의 경우 최대 60도까지 기울어져 차량
의 흠집과 파손을 예방하며 보행자와 시설물 보호
효과가 있는 제품
특허 10-1515578호 오뚝이볼라드
/10-1286042호 탄소볼라드
MAS물품계약번호 00168269300
(2016.11.01.~2019.10.31.)

업체명 : (주)에니에스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110
R&D동205호
연락처 : 063-272-1288
홈페이지 : ne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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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규
◦용
◦종

격 : 121mm*870mm
도 : 차량진입억제
류 : BN-14, BN-14-F, BN-14-A, BNXS-14
BNS-14, BNS-14-F, BNS-14-A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탄소응용필름
제품정보 및 특징
기존 LLD PE 필름에 탄소응용필름을 접목한 탄소
응용필름은 열접착강도를 향상시켜 실링성(접합성)
이 뛰어나며, 진공포장시 드립현상을 감소시켜 완벽
한 진공포장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을 부패하게 한
는 산소차단효과가 우수하여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
키며, 비결정탄소구조로 이루어져 포장지의 투명성
을 향상시킨 제품

업체명 : ㈜이앤코리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연락처 : 063-858-4999
홈페이지 : enkorea.asia

특허등록 : 식품포장용필름(제10-1577331호)
특허등록 : 포장필름 유닛 및 이를 이용한 음식 포
장방법(제10-1570835호)
특허등록 : 분해성 및 항균성을 갖는 폴리우레탄 수
지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제10-1133810호) 외 6
개의 특허등록

토르말린 바이오셀룰로오스 탄소 마스크팩
제품정보 및 특징
코코넛열매를 숙성발효시킨 3차원 망상구조의 셀룰
로오스 마스크 시트원단과 탄소결정체인 토르말린
(전기석)에서 추출한 추출액을 첨가하여 여성들의
스킨케어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품
특허출원 : 토르말린 탄소 마스크팩의 제조방법
(제10-2014-0150456호)

업체명 : ㈜이앤코리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연락처 : 063-858-4999
홈페이지 : enkorea.asia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제품규격
◦ 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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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토르셀 6종 탄소 마스크팩
제품정보 및 특징
100%탄소결정체인 다이아몬드 가루와 탄소결정체
인 토르말린(전기석)에서 추출한 추출액을 첨가하
여 여성들의 스킨케어를 위한 기초화장품

제품규격

업체명 : ㈜이앤코리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연락처 : 063-858-4999
홈페이지 : enkorea.asia

◦바이오토르셀 진주 탄소 마스크팩 25g
◦바이오토르셀 석류 탄소 마스크팩 25g
◦바이오토르셀 홍삼 탄소 마스크팩 25g
◦바이오토르셀 달팽이 탄소 마스크팩 25g
◦바이오토르셀 알로에 탄소 마스크팩 25g
◦바이오토르셀 로즈마리 탄소 마스크팩 25g

탄소핫팩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결정체인 토르말린(전기석) 가루를 첨가하여
철분, 활성탄과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열기능을
지닌 탄소핫팩은 토르말린가루 첨가로 기존 발열
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향상시킨 겨울철 생활
제품이다
특허출원 : 토르마린 탄소 핫팩 및 그 포장체(제
10-2014-0149070호)

업체명 : ㈜이앤코리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연락처 : 063-858-4999
홈페이지 : enkorea.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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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가로 165mm 세로 125mm(중량 90g)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가정용 탄소보일러 1.8kW~2.8kW
제품정보 및 특징
바닥난방용 탄소보일러 제품으로 간단한 설치
와 99%의 높은 열효율이 특징임
이노페널과 함께 설치시 1.8kW~6kw 전기로
21~50평형 난방이 가능한 제품으로 현존하는
보일러 중 난방효율이 가장 우수한 가정용 보일
러임
특허(한국/10-0544343)
제품규격
업체명 : ㈜이노핫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연락처 : 063-214-9770
홈페이지 : www.inno-hot.com

◦사이즈 25cm×25cm×55cm
◦열효율 99%
◦사용전력 : 1.8~6 kW 목표온도 도달후 50%
이하로 유지

상업용 탄소보일러 9kW
제품정보 및 특징
9kW 탄소보일러는 60~80평형 건물 난방에 최
적화된 제품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기숙
사, 종교시설등에 설치될 수 있는 제품임. 고온의
탄소발열튜브를 활용한 직열식 난방으로 열효율
99%로 100평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적용이
가능함
특허(한국/10-0544343)

제품규격
업체명 : ㈜이노핫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연락처 : 063-214-9770
홈페이지 : www.inno-hot.com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사이즈 : 25cm×25cm×70cm
◦열효율 99%
◦사용전력 : 9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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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산업용 탄소보일러
제품정보 및 특징
2000평 이상 농업용 대형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에 적용되는 100kW 탄소 보일러는 3kW탄
소튜브 33개를 적용하여 3초이내 700℃ 이상
의 순간고열에 의해 온수를 생성하고 대형면적
에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한 제품임, 농작물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조절 시스템으로 건강한 농
작물 생산과 40%이상의 난방비 절감으로 인해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함
- 단일제품 최대 1,000kw 까지 제작가능
제품규격
◦사이즈 : 80cm×120cm×110cm
◦열효율 100%
◦사용전력 : 100kW
◦사용 온수량 5000ℓ

업체명 : ㈜이노핫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연락처 : 063-214-9770
홈페이지 : www.inno-hot.com

이노플로어
제품정보 및 특징

초고압 폼

패널 한장당
150cc

일반패널 우레탄 폼

난방비
DOWN

1.8~2.8kW 가정용 탄소보일러에 가장 적합한
난방패널로 당일 설치 당일 난방이 가능한 간
편한 건식시공방법으로 패널 설치 후 장판 및
마루 마감으로 시공이 완료
패널 내부에 탄소소재가 적용된 4각 온수관이
내장되어 있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 열전
달과 열확산이 빠른 특징과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함
제품규격

업체명 : ㈜이노핫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연락처 : 063-214-9770
홈페이지 : www.inno-h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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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174cm×83cm×2cm
168cm×38cm×2cm
83cm×83cm×2cm
◦열효율 100%
◦수량 : 1평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교통신호제어기
제품정보 및 특징
각종 제어전략 및 ITS 장비와의 연계성을 고려
한 첨단 교통신호제어기, 2010년 신규격 적용,
경찰청 표준 신형 디자인, 표준형 함체/소형함
체, 3색등화/4색등화 지원
KC인증(MSIP-REM-PDM-KB-F1000)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필증(제16-98호)
조달청식별번호:22812410

업체명 : (유) 파워드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502호
연락처 : 063-212-5385

제품규격
크기(HxWxD) : 1,000 × 600 × 450mm

교통신호제어기
제품정보 및 특징
각종 제어전략 및 ITS 장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첨단 교통신호제어기, 2010년 신규격 적용, 경찰
청 표준 신형 디자인, 슬림형 함체/철주 부착 가
능, 3색등화/4색등화 지원
KC인증(MSIP-REM-PDM-KB-F2000)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필증(제16-20호)
내구성시험성적서(KIMM-16-0195(R))
조달청식별번호:22981226

업체명 : (유) 파워드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502호
연락처 : 063-212-5385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제품규격
크기(HxWxD) : 1,350 × 320 × 3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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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 장치(ESS)
제품정보 및 특징
- 내환경성이 탁월하며, 안전성을 고려한 시
스템 운전
-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를 24
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정전시에는 대체 에너지 자
원으로 사용 가능함

제품규격
업체명 : (주)네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망성로 106,
1층 103호
연락처 : 063 - 901 - 9900

◦용량 : 100kW
◦저장효율 : 99.3%
◦셀간 Balancing 허용 전압 : 126mV
◦냉각방식 : 공랭

Hybrid 소형 전원 공급기
제품정보 및 특징
- 탄소섬유를 이용한 고강도 CFRP하우징
사용으로 경량화시켰으며 고밀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리튬인산염 배터리를 사용하여
자가방전에 따른 배터리 수명이 안정적임
- 포터블이 가능한 저중량 이동식 전원 공급
장치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특허 제10-1400163호(탄소나노트리 및 그
의 제조방법)
업체명 : (주)네프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망성로 106,
1층 103호
연락처 : 063 - 901 -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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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사용 가능 시간 : 10시간/1kW
◦중량 : 18kg
◦충전 방식 : AC220, DC외부전원장치
◦소음 : 0dB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저전압 HHO 가스 발생 장치 시스템
제품정보 및 특징
HHO 가스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물을 구성하고
있는 H2O 구조를 갖는 모든 종류의 물을 사용
함으로써 원료비에 대한 경쟁력이 우수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없고, 비용이
저렴함. 저전압 HHO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장치로 기존 고전압을 이용한 시스템보다 저렴
한 운영비 가능

업체명 : (유) 파워드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502호
연락처 : 063-212-5385

특허 제10-0113977호(HHO가스 생성유닛 및
그 생성 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터빈 장치)

탄소발열매트
제품정보 및 특징
한지전통문화의 예술성을 접목한 고품격과 에
너지절감형 탄소면상발열체를 적용하여 가정
및 대중 친화적인 제품으로 예술성과 첨단 탄소
소재 융복합형 발열매트

제품규격
업체명 : ㈜에너칸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골2길 3, 2층
(인후동1가)
연락처 : 070-8846-4337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제품 규격: 200*156cm
◦조 절 기 : DC 24V
◦난방방식 : 투난방( 양쪽 분리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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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하우스
제품정보 및 특징
- 카본폰툰을 사용하여 매우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수상에 설치되어도 훼손이나
부식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아주 튼튼한 제품입
니다. 또한 상부 하우스는 전문디자이너가 설계
하여 기능성과 세련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육상이 아닌 수상
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간이며, 비용절감과
쉽고 편하게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규격
업체명 : (유)아하산업
주 소 :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70-30
(오식도동)
연락처 : 063-466-7763

◦가로 5M × 세로 10M (독립TYPE)
◦가로 5M × 세로 20M (독립TYPE)
◦모듈TYPE
◦부잔교

즉석라면조리기(글로벌IP)
제품정보 및 특징
편의점 등의 매장에 설치하여 봉지라면을 비
롯한 즉석식품류를 버튼 조작만으로 빠르게
조리하도록 고안된 제품
<조리기>
특허10-016-0161762호,10-2016-0009863
호,10-1565982호, PCT-KR2015-011835호,
10-1633037호, 디자인 30-2016-0057964
호, 상표40-1195388, 40-1195389호, 저작권
C-2017-010064호, ISO9001-QA023716호,
ISO14001-EA013316호.
<용기> 시험성적서CT16-082410호
업체명 : (주)다윈
주 소 :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189 전북새만금
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 610호
연락처 : 063-471-0470
홈페이지 : www.d-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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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전원 AC220V/60HZ
◦소비전력 동작 시 1,700W
◦크기 23 × 42 × 34.5 (CM) , 중량 4.8 (KG)
◦안전장치(과열방지) 전기온수기-바이메탈2개,
가열히터-바이케탈 2개, 히터센서, 온도감지센서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탄소섬유 발열체

제품정보 및 특징
탄소섬유를 이용한 발열 제품
1) 저저항 탄소섬유 부직포(특허 제10-0648379호(탄소섬유 부직포 및 이의 제조방법 그리고 이를 이
용한 사용방법)를 사용한 휴대용 5V 배터리 기준 4시간 이상 연속 발열될 수 있는 휴대용 면상발열
체 제품
2)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기존 자동차용 금속열선시트 대비 빠른 발열과 단선화재 위험을 줄인 자동차
용 시트히터 제품
3) 스마트 팜과 같은 대형 구조물 내에서 과실생육 적합온도 조성을 위한 농업용 밴드히터 제품

제품규격
◦면저항(부직포): < 5 Ω/sq
◦두께(부직포): < 150 um (10 g/m2 기준)
◦발열온도: 15~30 ℃ (5 V 기준, 휴대용 면상발열체)
< 60 ℃ (9 V 기준, 자동차 시트히터)
◦최대 발열먼적: 폭 200 mm, 길이 200 mm (부직포)
폭 200 mm, 길이 50 m (밴드히터)

탄소기업, 유망IP기업제품

업체명 : (주)다인스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1,
나노기술집적센터 513호
연락처 : 070-8816-4601
홈페이지 : www.da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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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다운라이트 (LLDL-12C6)
제품정보 및 특징
LED매입형 등기구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
하여 견고하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를 이룬다
※기술정보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제 품 명 : LLDL-12C6
(조달식별번호 : 22988240)
◦소비전력 : 12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6 inch

LED 다운라이트 (LLDL-30CW8)
제품정보 및 특징
LED매입형 등기구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
하여 견고하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를 이룬다
※기술정보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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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 LLDL-30CW8
(조달식별번호 : 23193645)
◦소비전력 : 30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8 inch

선도기업제품

LED 공장등 (LLFL-120A)
제품정보 및 특징
LED 고정형 등기구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
여 견고하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
를 이룬다
※기술정보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제 품 명 : LLFL-120A
(조달식별번호 : 23173361)
◦소비전력 : 120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355 (mm)

LED 조명 (LLPL-50C-1230)
제품정보 및 특징
LED등기구로 조명의 깜박이는 현상인 플리커 현상
을 제거한 제품으로 두께가 얇은 직부형이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를 이룬다
※기술정보
- 실용신안 제20-0482417호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선도기업제품

◦제 품 명 : LLPL-50C-1230
(조달식별번호 : 23015147)
◦소비전력 : 45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1300 × 320 ×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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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LLPL-50C-6060)
제품정보 및 특징
LED등기구로 조명의 깜박이는 현상인 플리
커 현상을 제거한 제품으로 두께가 얇은 직
부형이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
조를 이룬다
※기술정보
- 실용신안 제20-0482417호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제 품 명 : LLPL-50C-6060 (조달식별번호
: 23015146)
◦소비전력 : 45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630 × 630 × 20 (mm)

LED 조명 (LLPL-50-C1220J)
제품정보 및 특징
LED등기구로 조명의 깜박이는 현상인 플리
커 현상을 제거한 제품으로 두께가 얇은 직
부형이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를 이룬다
※기술정보
- 실용신안 제20-0482417호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
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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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 LLPL-50-C1220J (조달식별번호
: 23170470)
◦소비전력 : 50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1300 × 180 × 20 (mm)

선도기업제품

LED 조명 (LLPL-25-C6030)
제품정보 및 특징
LED등기구로 조명의 깜박이는 현상인 플리커 현
상을 제거한 제품으로 두께가 얇은 직부형이며,
벌레 및 분진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를 이룬다
※기술정보
- 실용신안 제20-0482417호
- KC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환경표지등록 제품
제품규격
업체명 : 루미컴(주)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46
연락처 : 063)211-3223
홈페이지 : www.lumicom.co.kr

◦제 품 명 : LLPL-25-C-6030
(조달식별번호 : 23170469)
◦소비전력 : 25W
◦색 온 도 : 5700K
◦크 기 : 640 × 320 × 20 (mm)

전동 상하지 운동기 (Q Health UL)
제품정보 및 특징
휄체어 또는 의자에서 상지 및 하지 관절기능 회복
을 위해 모터 구동에 의한 수동 또는 능동운동이
가능한 전동 상하지 운동기
의료기기 허가품목(제인 17-4143호)

제품규격
업체명 : ㈜싸이버메딕
주 소 : 전북 익산시 약촌로 8길 20-23
표준공장 1동203호
연락처 : 1544-3269
홈페이지 : www.cybermedic.co.kr

선도기업제품

◦모터회전 속도: 1~60rpm
◦저항운동조절: 1~20단계
◦사용시간: 1~60분
◦제품크기: 650(L) × 630(W) × 1,05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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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동 상하지 운동기 (Q Health PUL)
제품정보 및 특징
병원이나 재활 센터에서 상지 재활 훈련이나
하지 재활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동 상
하지 운동기를 소형화시켜 이동성이 편리하
며 가정이나 중소 병원, 재활 센터 등에서 재
활 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
의료기기 허가품목(제인 17-4139호)

제품규격
업체명 : ㈜싸이버메딕
주 소 : 전북 익산시 약촌로 8길 20-23
표준공장 1동203호
연락처 : 1544-3269
홈페이지 : www.cybermedic.co.kr

◦모터회전 속도: 1~60rpm
◦저항운동조절: 1~20단계
◦사용시간: 1~60분
◦제품크기: 520(L) × 400(W) × 300(H)mm

체중부하 조절 의료용 트레드밀 (GAT SYSTEM)
제품정보 및 특징
골반하네스를 이용한 신개념 체중부하조절
보행재활 트레드밀이며,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의 보행능력 회복 및 증진에 재활훈련
을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
의료기기 허가품목(제허 15-1236호)

제품규격
업체명 : ㈜싸이버메딕
주 소 : 전북 익산시 약촌로 8길 20-23
표준공장 1동203호
연락처 : 1544-3269
홈페이지 : www.cybermed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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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0.3km/h~10km/h
◦모터 : 3HP AC 모터
◦속도조절 : 0.1km/h
◦제품크기 : 2,200(L)×850(W)×
900~1,500(H)mm
선도기업제품

운동성시험평가장치 (SpineBalance 3D)
제품정보 및 특징
척추안정화 근력의 불균형을 측정하여 근육의 강
도, 관절의 운동범위 등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기
구이며, 운동실조의 정도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기구
의료기기 허가품목(제허 14-384호)

제품규격
◦모터각도 정확도 : 8가지 방향별 최대 60도
◦체간각도 정확도 : 8가지 방향별 최대 60도
◦4정점 힘판센서: 200kg 로드셀
◦제품크기 : 1,330(L)×2,200(W)×2,000(H)mm

업체명 : ㈜싸이버메딕
주 소 : 전북 익산시 약촌로 8길 20-23
표준공장 1동203호
연락처 : 1544-3269
홈페이지 : www.cybermedic.co.kr

스폿용접장치
제품정보 및 특징
서로 접한 상태인 다수의 철근의 교차부위를 스폿
용접하는 과정 중에 다수의 상기 철근의 교차부
위로 고압공기를 분사하여 교차부위 주변에 발생
하는 냉각전인 슬래그를 보다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다수의 상기 철근의 품질
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 장치
특허 제 10-1345627호

업체명 : (주)아시아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72
연락처 : 063-240-4288
홈페이지 : www.asiafence.co.kr

선도기업제품

제품규격
◦ 125KVA×10EA
◦ W:6000×2400mm
◦ 전극봉 28·30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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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 절곡기
제품정보 및 특징
메쉬망의 상단과 하단을 각각 절곡하도록
절곡될 메쉬망을 자동으로 이송하고 준비
부에 판이 올려진 후 유압을 이용하여 틀에
맞춰진 후 로봇팔을 이용하여 이동되도록
구비된 메쉬망 절곡 시스템

제품규격
업체명 : (주)아시아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72
연락처 : 063-240-4288
홈페이지 : www.asiafence.co.kr

◦구동방식 : AC서보방식
◦가반중량 : 2156N(220kg)
◦최대속도 : 250mm/s
◦본체중량 : 955kg

파이프 자동 절단·타공·용접장치
제품정보 및 특징
주주원자재로 사용되는 파이프를 이송하여
자동으로 정해진 길이로 절단하고 타공부로
이송하여 자동으로 정해진 위치에 타공한
뒤, 자동으로 주주상단에 캡을 씌우고 용접
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장치며 3가지 공정을
한번에 하여 효율성이 뛰어난 장치

업체명 : (주)아시아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72
연락처 : 063-240-4288
홈페이지 : www.asiaf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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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0.75KW×4EA
◦드릴척 1/2MG

선도기업제품

파이프 다축드릴·타공기
제품정보 및 특징
길이가 길거나 특이주문제품에 대하여 대량생
산할 수 있는 기기로 상단에 드릴을 다수 고정
하여 일정한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 타공이 가능
하고, 캡을 자동으로 용접하여 공정을 단축한
장치

제품규격
업체명 : (주)아시아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72
연락처 : 063-240-4288
홈페이지 : www.asiafence.co.kr

◦ 0.75KW×13EA, 0.75KW×11EA
◦ W:6000mm
◦ 1마력×13EA
◦ 드릴척 1/2MG

대형냉장고
제품정보 및 특징
농산물 및 식품 보관 대형냉장시설로 전류차제어
시스템과 일체형냉동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에너
지소비효율은 높이고 저장공간은 극대화한 제품
기술정보(특허 10-1269068호, 특허 10-1419660호)
성능인증제품(2013.12~216.12)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정(2013년)

제품규격
업체명 : (주)쿨테이너
주 소 : 전북 익산시 황등면 도선길 67
연락처 : 063-855-5197
홈페이지 : www.cooltainer.co.kr

선도기업제품

◦대표규격: 2.5*4.0*2.4
3.0*5.5*2.4(1평부터 사이즈 주문제작)
◦사용온도 : 냉장(-5℃~5℃)
냉동(-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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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메탄올 발전기

제품정보 및 특징
- 200W급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시스템과 160Wh급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결합된 하이브
리드 발전 시스템
- NET기술인증을 받은 스택을 장착하였으며,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력 공급과 장시간 연속 운전 가능하며 저소음, 저공해, 이
동성이 편리하여 실내설치 가능
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기술:(유효기간2017.08.26)
일체형분리판을 적용한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스택 제작기술
제품규격
상품명
정격
출력
출력 전압

연료전지
배터리

200W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160Wh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24VDC

수명(DMFC STACK) 10,000hours
출력
연료종류

정격

최대

연료소모량
무게
크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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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kWh/days
360Wh

Methanol
1ℓ/kWh
25kg

33cm×57cm×30cm(W×D×H)
AC 출력

업체명 : (주)프로파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6로 212
연락처 : 063-262-0522
홈페이지 : www.propower.co.kr

NET(주) 프로파워 제품

친환경 메탄올 발전기
제품정보 및 특징
- 1kW급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시스템과 2kWh급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 NET기술인증을 받은 스택을 장착하였으며, 디
젤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 Grid Back-up용 전원시스템으로 무선중계
탑, 외딴지역 및 전력을 요하는 기기들이 장시간
Back-up을 요할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
며, 독립전원 형태로 사용 가능
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기술:
(유효기간2017.08.26)
일체형분리판을 적용한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스택
제작기술

제품규격
상품명
정격
출력
출력 전압

연료전지
배터리

1kW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2kWh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48VDC

수명(DMFC STACK) 10,000hours
출력
연료종류

정격
최대

연료소모량
무게
크기
옵션

NET(주) 프로파워 제품

24kWh/days
3kWh

Methanol

0.9ℓ/kWh
150kg

60cm×80cm×126cm(W×D×H)
외부 연료탱크 및 탱크 용량
가변 AC 출력

업체명 : (주)프로파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6로 212
연락처 : 063-262-0522
홈페이지 : www.pro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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