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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세기건설㈜ DCIP 주철이형관 외

장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경기도 양주시 세화엔스텍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롯데호텔제주 해온 리뉴얼

관련 기계설비 공사
롯데호텔제주 창하엔지니어링 이중보온관 외

고양정수장 전오존

도입사업 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진종합건설 밸브접합관

포천2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대창기업

주식회사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홍천군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주식회사 우평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고성군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한국환경공단 에스지건설㈜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건설 STS구조용파이프/STS커버 외

예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경상북도 예천군

자미산업

주식회사
STS304파이프/부속 외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DCIP 주철이형관 외

신북처리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서경건설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2022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

업 (봉오리 산58번지 일원)
강원도 화천군 ㈜동영 내충격 수도관 외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
강원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호황건설

주식회사
DCIP 주철이형관 외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강원도 화천군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DCIP 주철이형관 외

홍천군 풍암등 10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한국환경공단 ㈜대양 DCIP 주철이형관 외

소양강댐 소수력 개발사업

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영건설 PE 강관 및 STS304파이프 외

횡성군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 시설공사
한국환경공단 효성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오산하수처리시설 진공발생

장치 및 밸브교체 공사
오산환경사업소 태신 STS 버터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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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서면정수장

확장사업
강원도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장원건설㈜ 밸브접합관 / STS 파이프 외

속초시 하수처리장 분뇨

처리시설 개량사업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예스코이에스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강원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신화건설 주식회사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노천외 7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개선사업
한국환경공단 태백건설산업㈜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상수배관 구조시험
한양대학교 (주)페트라텍 DCIP 주철이형관 외

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경상남도 산청군 재성건설 주식회사 DCIP 주철이형관 외

휴암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
동광건설주식회사 STS사다리/난간 납품 및 설치

근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강원도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신화건설 주식회사 STS316L파이프/부속/밸브류외

읍면하수처리장(강촌,서면)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주식회사 진양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배관교체공사
충청남도 공주시 금아건설㈜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STS304 슬리브관 외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토목·건축·기계)
강원도 화천군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DCIP 주철 직관 및 이형관 외

간동정수장증설및오음상수도

시설공사 제3가압장설치공사
강원도 화천군 ㈜우삼호 DCIP 주철 직관 및 이형관 외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공사
강원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남해종합개발

주식회사
STWW 강관 및 신축관 외

웅상정수장 고도산화처리시설

설치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국건설 STS316L파이프/부속/밸브류 외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주식회사 경동건설 STS 사다리/커버/난간 외

대청댐3단계 정수시설공사 2

공구
한국수자원공사 동부건설㈜ 대구경 U볼트/너트/와샤 SET

제주시 중문 e편한세상 아시아신탁㈜ 대림건설 주식회사 내충격수도관 외

시흥장현 A5-BL

공동주택시설공사 7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건설 DCIP 주철이형관 외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강원도 인제군지방상수도 (합자)명진건설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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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다원엠테크㈜ 앵글/잔넬

속초시 하수처리장 분뇨

처리시설 개량사업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예스코이에스 피팅/밸브류/PE강관 외

철원군 서면정수장

확장사업
강원도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장원건설㈜ 이중보온관 / 주철이형관 외

부촌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강원도 화천군 주식회사 동서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강원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주식회사 진양 DCIP 주철이형관 외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강원도 양구군 진지건설㈜ PE강관/STS부속/밸브류 외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대일건설주식회사 주철이형관 외

OO부대 노후송유관

교체공사
제OOOO부대 인본건설주식회사 API-5L 흑관 외

대청댐3단계 정수시설공사

  2공구
한국수자원공사 동부건설㈜ STS304 환기구 외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강원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신화건설 주식회사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시험센터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다다랩 DCIP 주철 이형관

일동배수지 증설공사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한남종합건설 DCIP 주철이형관/스텐제작품

노천외 7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개선사업
한국환경공단 태백건설산업㈜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강원도 인제군지방상수도 (합자)명진건설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근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강원도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신화건설 주식회사 STS316L 파이프

시흥장현 A5-BL

공동주택시설공사 7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건설 배수용 주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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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강원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주식회사 진양 STS304파이프/부속/밸브류 외

김포공항 경항공기지역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주식회사 동서 각파이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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