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식 & 차압식 질량유량계 200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납품수량: 1,779대
수출 -> 63대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

도시가스 및 기타가스(LNG, LPG, N2) -> 34대
대성에너지(구, 대구도시가스), 고려가스(주), (주)KC열기, 단일가스켐(주), 광주하수처리장, 부
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 유진엠에스대구, 대전하수처리장, 동서 & 진양아스콘,

조선소 -> 86대
한진중공업 필리핀수빅조선소, 현대중공업특수선박, 대우조선해양

R&D 및 실험장비 -> 107대
포스코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RISS, 한국전력연구원, 국방과학창원연구소, 대학연구소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부산대),
KIST, 미국UTC POWER, 수국, 삼성전자광주연구소, 중국카본블랙, 천안자동차부품연구원, 기
상연구소, 삼성테크윈, 케너텍, 자스텍화성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코원진공, ㈜월드에너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
항공우주산업, 한양이엔지(주), 미성가스이엔지연구소, 수자원공사

제철소 -> 329대
포스코포항 / 광양, 현대제철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Y.K STEEL, 제철세라믹, 한국철
강, 통합철강, 동부제철 당진/포항공장, 현대스틸순천공장, 테노바코리아

물재생센터(블로워 공기) -> 245대
탄천, 난지, 만수, 고성군, 양평, 수원환경사업소, 대전, 부산수영, 동해, 횡성우천, 청주환경사
업소, 안성제2산업폐수, 군산, 문경, 담양, 경기광주도척, 부산장림, 당진군고대부곡, 광주망월
동, 고령군다산, 가좌, 롯데삼강, 동국제약, 경남양산, 아산시, 태백, 신애리, 수지레스피아, 포
월농공단지, 인천수도권매립지, 축령산자연휴양림 배수지, 부산환경공단, 거제도, 전주구이공공
하수, 강원랜드, 김해진례하수, 오창폐수, 화계리우수, 태백시공공하수, 괴산유기식품폐수, 양
산, 진부, 목포남악, 구리갈매, 경기양주, 대구풍산, 무안군하수처리장,청주오송폐수처리장, 문
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촌산업단지, 조치원공공하수, 목포북항하수처리장, 광양하수처리
장,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전남함평명안하수처리장, 경기광주경안하수처리
장, 주왕산공공하수처리장, 대전월평정수장, 진로발효폐수처리장,

음식물음폐수, 쓰레기 매립, 가축분뇨열병합, 하수처리장소화조가스 (바이오가스) -> 168대
베트남폭힙, 장수열 병합, 김포, 경북영천, 목포매립, 담양가축분뇨, 충남아산, 서구매립지, 송
파리클린센타, TK케미칼, 홍천, 제주, 전주제지 소화가스발전기, 청주환경사업소, 경산잉여가
스연소기, 송도리클린센타, 인천음폐수바이오가스, 인천수도권매립지, 인천드림파크 문화재단,
영천바이오 유기성폐기물, 대전도시공사, 코카콜라여주공장, (주)홍보에너지, 광주환경공단, 전
주리클린센타, 평택축산폐수, 한미약품평택공장, 대경에스코(주), 강원바이오, 청주환경공단, 이
천소고리 매립장, 인천수도권매립지 침출수매립시설, 순천하수처리장, 굴포천하수처리장여수매
립장, 음폐수바이오직접연료화사업, 익산하수처리장, 김천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자동클린넷룸 -> 17대
성남판교, 대전, 송도, 광명, 세종시 첫마을

발전소 -> 21대
영동, 제주, 울산복합, 하동화력, 오산열병합, 한전원자력연료, 옥산엔이티발전소

케미칼 -> 26대
KP케미칼, 효성(울산, 베트남, 중국), LG생명과학 전주공장, 태경화학,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대산공장, LG화학청주공장, SK케미칼울산공장, 한미정밀화학시화공장, 코오롱글로텍구미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신창여수공장, 포스코케미칼, KCC여수공장, KCC대죽공장

한국가스공사 -> 4대
삼척기지, 통영기지본부, 광주육묘장 DME시범사업

자원회수시설 -> 6대
경남양산, 목동양천

의약 -> 4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한미약품평택공장

대교 -> 22대
부산광안대교, 영종대교, 목포새천년대교

자동차 -> 110대
현대파워텍당진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반도체 &전자 -> 53대
삼성전자 수원/화성공장, LG실트론 구미공장, LG전자청주공장, (주)LG이노텍 청주공장, 동진
쎄미켐(주)화성공장, 한국몰렉스광주공장

건설 -> 109대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화, 한라OMS, 두산건설, (주)태영건설

식품 -> 13대
동서식품 부평/창원공장, 남양유업, 해태음료, OB맥주청주공장

시멘트 -> 5대
한라시멘트부천공장, 한일시멘트(공주,목포,함안,가야공장)

통신 -> 2대
KT부산

기계 -> 31대
한국NSK천안공장, (주)베어링아트 영주공장

Energy Saving System Project (압축공기용) -> 162대
1. 경북지역(대구달성공단& 경북구미공단)~압축공기용 300대 2016.8월 수주후 현재 129대 납
품후 계속해서 납품 설치공사 진행중입니다.
2. 기타 지역 공장에 압축공기 사용량에 대한 원단위 체크용으로 당사의 제품이 납품되고 있
습니다. -> 11대 납품
포스코광양 65A-1ea(2005.12), 보광휘닉스파크250A-2ea(2006.5),
삼성바이오로직스100A-2ea(2012.7), 포스코광양50A-1ea(2012.8),
삼양밀맥스 아산공장80A-1ea(2015.8), 엘지전자청주공장80A-1ea(2015.8),
기아자동차화성공장250A-1ea(2017.1), 코오롱글로텍 구미공장 100A-1ea(2017.7),

SK테크노팩천안공장 150A-1ea(2017.8)등
3.경남&부산지역 공단 에너지관리시스템 PJT 에너지절감 압축공기용 16대납품
(주)캐스텍코리아부산공장80A-1ea(2016.7), (주)동은단조부산공장65A-1ea,
80A-1ea, 100A-2ea, 150A-2ea(2016.7)
삼신정밀(주)경남함안공장200A-3ea(2018.8),
-3ea 등

보영금속고령(2018.9)-3ea,

HM금속함안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