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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아파트 명 전화 번호 범 위 교체 전 기기 교체 년

1 역삼동 럭키 02-3462-1077 MMI+D+S+V+A 엘지하니웰 2000/1

2 신원당1차동신 031-967-0820 MMI 랜디스기어 2000/2

3 중계10단지주공 02-932-3970 MMI 랜디스기어 2000/3

4 등촌5단지주공 02-658-6236 MMI+D+S+A 사우터+나라계전 2000/3

5 분당이매3단지동신 031-704-3271 MMI 랜디스기어 2000/4

6 분당이매9단지동신 031-707-0702 MMI 랜디스기어 2000/5

7 수서목련 아파트 02-459-0318 MMI+D+S 독일 삼손 2000/6

8 일산강선두산 031-912-4159 MMI+D+S 스위스 스테파 2000/7

9 등촌2단지주공 02-658-9688 MMI+D+S 스위스 스테파 2000/12

10 분당이매6단지청구 031-703-0491 MMI+D+S 동양+랜디스기어 2001/2

11 분당이매2단지한신 031-704-3797 MMI+D+S 사우터/나라계전 2001/5

12 분당매화3단지주공 031-705-3037 MMI+D+S+A 하니웰SAVIC500 2001/6

13 일산문촌뉴삼익 031-912-7344 MMI+D+S 영국 쌔치웰 2001/9

14 일산문촌 신안 031-914-6000 MMI+D+S+V+A 동양화학+써니 2002/8

15 일산강선4단지동신 031-912-3425 MMI+D+S 랜디스기아 2002/11

16 분당매화주공2단지 031-703-4947 MMI+D+S+V+A 트렌드/,ACxx 2002/11

17 분당효자촌현대아파트 031-701-5953 MMI+D 지멘스 2002/11

18 분당시범현대아파트 031-701-8061 MMI+D+S+V+A 독일SAMSON사 2003/2

19 분당아름마을두산삼호 031-703-1278 MMI+D+S 하니웰SAVIC500 2003/4

20 일산화정달빛신안 (031)964-6432 MMI+D+S 독일Samson 2003/5

21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043)840-2024 MMI+D+S+ JOHNSON 2003/7

인터넷 관리 아파트 리스트 (유지 관리)

대 상: 지역난방 아파트 (당사 직영 공사 분) 기 간 : 2000/1 ~ 2005/12/31

가. 시스템 설치 실적

시스템 명칭: VisionX22 동일 기종 및 모델(PCD1/2)

나. PLC 설치 실적

국내 판매 분 4300 대 이상

다. 밸브 또는 밸브 액튜에이터

국내 판매 실적 : 기록 대상 아님 :약 25,000 기 이상

교체 대상 표기: MMI=개방형 감시프로그램, D=DDC, S=센서, V=밸브, A=액튜에이터

산본지역 완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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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아파트 명 전화 번호 범 위 교체 전 기기 교체 년

22 분당야탑장미현대 (031)705-2014 MMI+D+S+ 미국 앤도버 2003/10

23 수서샘터현대아파트 02-3411-0807 MMI+D+S+ 독일 삼손 2003/12

24 인천계산주공아파트 (032)541-9160 MMI+D+S+V+A 독일 삼손 2003/11

25 산본주공우륵아파트 (031)395-4638 MMI+D+S+V+A 유니온 시스템 2004/3

26 분당양지마을한양2차 (031)718-7111 MMI+D+S LG하니웰+YH 2004/10

27 청담동삼익 아파트 (02)545-5584 MMI+D+E 랜디스+Danfoss 2004/12

28 분당효자현대아파트 031-701-5953 MMI+직수시스템 직수 추가설비 2004/12

29 분당한솔청구아파트 031=713-2713 MMI+D+S+V+A LG 하니웰+YH 2005/1

30 탄현4차 건영아파트 031-911-6005 (MMI)+D+S+ 사기노미야 2005/6

31 산본12단지우방아파트 031-394-1974 MMI+D+ 독일 Samson 2005/8

31 수원영통현대아파트 031-204-2832 MMI+D+S+V+A Unipoint 2005/9

32 분당아름마을두산아파트 031-703-1278 MMI+D+WS 하니웰 시스템 2005/10

33 등촌동미주/진로아파트 02-2658-0085 MMI+D+WS 지멘스 2005/12

34 분당시범현대 031-701-8061 WS 직수 추가 2006/7

35 산본목련한양아파트 031-346-2251 MMI+D+S+WS 자동제어+직수 2006/9

실적표05 ATI 기술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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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시공 실적(디지털 제어기) PLC

사용자 명 공장 자동화 기계/ 로보트
빌딩/

지역난방
기 타

1 동서 산업 종합 제어 로보트 등 건축용타일 생산

2 선경 화학 종합 제어 로보트 등 섬유 생산

3 선경 UCB 온/습도 제어 냉/난방제어 화학 약물생산

4 오뚜기 식품 식용유 생산

5 승일(태양산업) 자동기계 자동 캔생산 부탄가스 통생산

6 LG 화학 온도제어 특수 잉크

7 삼성전관 종합제어 공장자동화

8 삼성 자동차 조립공장 냉난방보일러

9 현대정보기술 통신 인터페이스

10 신원휄트 공정제어 MMI+중앙감시 휄트 생산

11 한국담배인상공사 자동생산라인 MMI+중앙감시 담배 생산

12 한국 수자원공사 원거리감시 MMI+중앙감시

13 제일 모직(구미) 염색자동라인 MMI+중앙감시

14 선경 합섬 염색자동라인 MMI+중앙감시

15 보성주택사옥 MMI+중앙감시 냉난방관리

16 동신주택사옥 MMI+중앙감시 냉난방관리

17 일산강선동신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18 일산주공4차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19 한보미도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20 안양 미륭아파트 열교환기 2대 지역난방 협진

21 대치 주공아파트 열교환기 2대 지역난방 협진

22 도곡동신아파트 열교환기 4대 지역난방 Samson

23 개포주공2차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24 대덕연구단지 MMI+중앙감시 담수화설비

25 중동 동신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26 신원당동신1차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27 행신동신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28 중계주공10단지 MMI+중앙감시 MMI+지역난방

29 동신이매3단지 MMI+중앙감시 MMI+지역난방

30 동신이매9단지 MMI+중앙감시 MMI+지역난방

31 후곡동신아파트 MMI+중앙감시 지역난방

32 동신충무 축양장 MMI+중앙감시

33 금호 타이어 연구소 MMI+중앙감시 냉난방제어 Landis&Gyr

국내 1999~2005년 12/31

특기사항: 당사는 전국의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경유하여 판매되는 상황이며

아래에 명기된 고객명단은 당사가 직접 공급 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 대형

규모의 설비이며 PCD혹은 PCD+MMI의 판매 실적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총 판매량은 공장, 건물, 선박을 포함하여 약4100개소 정도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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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명 공장 자동화
기계/

로보트

빌딩/

지역난방
기 타

34 광주신세계백화점 MMI+중앙감시 냉난방제어

35 광주고속종합터미날 MMI+중앙감시 냉난방제어

36 반포 경남아파트 지역난방제어 사우타

37 온실(농장) B 장미 농장 MMI+중앙감시

38 온실(농장) C 장미 농장 MMI+중앙감시

39 온실(농장) D 카네이션 MMI+중앙감시

40 온실(농장) E 채소류 MMI+중앙감시

41 미원 군산공장 MMI+중앙감시

42 삼현 타일 타일 생산 로보트

43 KOEX 신관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44 빙 축열제어장치 법원청사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45 빙 축열제어장치 검찰청 청사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46 빙 축열제어장치 MBC 사옥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47 빙 축열제어장치 대구MBC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48 빙 축열제어장치 아셈타워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49 빙 축열제어장치 애경백화점 MMI+중앙감시 냉방장치

50 역삼 한신아파트 지역난방 독일 Samson

51 효성 T&C 자동 라인 MMI+중앙감시

52 XX 제약회사 콘택 제조기 자동포장기

53 대림요업 자동라인

54 신사현대아파트 열교환기 4대 지역난방 Samson

55 서초현대아파트1차 열교환기 2대 지역난방 협진

56 안양현대아파트 열교환기 4대 지역난방 협진

57 천일식품 자동화

58 수서삼익아파트 열교환기 3대외 Samson DDC

59 안양진흥아파트 열교환기 5대 협진

60 과천주공5단지 열교환기 14대 협진

61 안양뉴타운5차 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62 주)신원휄트 공정제어 MMI+자동조립

63 수서복지관 지역난방+MMI Honeywell

64 LG 전자 광주공장 전자부품 생산 냉난방+MMI

65 동주산업 천안공장 자동차페인트 낸난방+MMI

66 신반포중앙교회 지역난방 싸우타

67 과천주공아파트 8단지 열교환기 12대 지역난방 협진

68 과천주공 6단지 열교환기 14대 지역난방 협진

69 과천 성당 지역난방 협진

70 신반포 한신 20차 지역난방 협진-사우타

판매 실적 (싸이아 PCD) 직영 공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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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명 공장
기계/

로보트

빌딩/

지역난방
기 타

71 수서 삼익아파트 지역난방 Samson DDC

72 대한 방직대구공장 염색라인자동

73 수서 한아름아파트 열교환기 8대 지역난방 Honeywell

74 수서 상록수아파트(유) 지역난방 싸우타

75 안양 뉴타운4차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76 안양호계현대 지역난방 협진

77 안양중앙교회 지역난방 Landis&Gyr

78 강촌건영아파트 지역난방+MMI Sagynomiya

79 과천주공 4단지 지역난방+기타 협진

80 분당매송초등학교 지역난방 Landis&Gyr

81 이매초등학교 지역난방 Landis&Gyr

82 하탑중학교 지역난방 Barbercoleman

83 야탑초등학교 지역난방 Controlli

84 서현초등학교 지역난방 TA

85 강선두산아파트 지역난방+MMI Staefa

86 역삼럭키아파트 지역난방+MMI Honeywell

87 등촌주공10단지 지역난방+MMI Staefa

88 일산 백마플라자 빌딩 지역난방 Satchwell

89 도곡진달래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90 화정효원빌딩 지역난방 Barbercoleman

91 서초현대2차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92 개포주공7차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93 효성 빌라 지역난방 Honeywell

94 일원한신 지역난방 협진

95 안말초등학교 지역난방 Landis&Gyr

96 매송초등학교 지역난방 Landis&Gyr

97 한신투자여의도사옥 지역난방 Honeywell

98 정우 빌딩 여의도 지역난방 Sauter

99 반포한신 21차아파트 지역난방 Sauter

100 반포 본동 주공1단지 지역난방 Sauter

101 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지역난방+공조 Sauter

102 대치현대4단지 지역난방 협진

103 수서 목련아파트 지역난방+MMI Samson DDC

104 청담 효성 빌라 지역난방 TA

105 주)신원휄트2공장 공정제어 MMI+자동조립

106 JC엔지니어링 HDD생산 MMI+클린룸

107 현대개포 4차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108 엘지실트론구미공장 반도체생산 MMI+ Siemens PLC

판매 실적 (싸이아 PCD) ATI 직영 처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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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명 공장
기계/

로보트

빌딩/

지역난방
기 타

109 등촌주공5단지아파트 지역난방설비+MMI 사우터+나라계전

110 아쎔(ASEM) 센터 냉난방설비+MMI 신 축

111 분당 하이트 빌라 지역난방 Andover+B/c

112 개포 대우아파트 지역난방 협진 정보

113 등촌 주공2단지 지역난방+MMI 스테파

114 일원 대우아파트 지역난방

115 분당 이매4 청구아파트 지역난방 랜디스기어+동양

116 대치 청실 아파트 지역난방+MMI 협진 정보

117 주)신원 휄트1공장 공정제어 자동조립+MMI

118 분당 이매2 한신 아파트 지역난방+MMI 나라계전,싸우터

119 분당 미매9 동신 아파트 지역난방+MMI 업그레이드

120 일산 장성건영아파트 지역난방

121 대영 모방(주) 염색후처리 자동기계

122 (주)신원 휄트 제 3라인 공정제어 생산기계+MMI

123 (주)삼현 자동 팔레트 로보트 장치 건축용 타일생산

124 분당 이매3 동신 아파트 지역난방+MMI

125 분당매화3단지주공아파트 지역난방+MMI 하니웰 새빅500

126 일산 문촌뉴삼익아파트 지역난방+MMI 쌔치웰사 철거

127 분당 현대시범아파트 지역난방+MMI 삼손사 제품철거

128 분당정든동아2차아파트 지역난방 삼손사 제품철거

129 분당한솔청구아파트 지역난방 하니웰사 철거

130 분당 구미초등학교 지역난방 랜디스기어 철거

131 분당 수내1동동사무소 지역난방 댄포스사 철거

132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물 자동화 기계장치 일체 공기조화 +MMI 업그레이드

134 별표수세미(주)당진공장 생산라인 기계장치 자동화 기계 + MMI 기존 시설 자동화

135 동우엔지니어링 생산라인 산업용 보일러 기계 + 터치스크린

136 일산문촌17신우아파트 온도제어 개 보수 교체 지역난방+기계설비 랜디스+써니등

137 SK 산업(주) 로보트 건축용타일생산 신설+보수

138 일산문촌신안아파트 지역난방+MMI 동양화학+써니

139 분당시범현대아파트 지역난방+MMI 독일 삼손

140 일산강선4단지동신아파트 지역난방+MMI 랜디스기아

141 분당매화주공2단지아파트 지역난방+MMI 트렌드

142 분당효자촌현대아파트 지역난방+MMI 랜디스기어V40

144 분당시범현대아파트 지역난방+MMI 독일Samson

145 분당아름마을한성앞트 지역난방 트렌드

146 분당아름마을두산아파트 지역난방+MMI 야마다게 하니웰

147 일산화정동신안아파트 지역난방+MMI 독일 삼손

148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특호텔급 보일러/냉동기 MMI+D+S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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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명 공장
기계/

로보트

빌딩/

지역난방
기 타

149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역난방설비+MMI 독일 삼손

150 분당야탑장미현대아파트 MMI+D+S+V 미국 앤도버

151 수서샘터현대아파트 MMI+D+S+A 독일 삼손

152 인천계산동주공아파트 MMI+D+S+A+PS 독일 삼손

153 분당양지마을 한양2차 지역난방 +D+S+V+A 삼성+LG하니웰

154 산본우륵주공아파트 지역난방 MMI+D+S+ 기아정보+TA

155 울산 부곡하와이호텔 수축열냉난방 MMI+D+S+V 하니웰 사

156 DMS 평택공장 수축열냉난방 MMI+D+S+V 2004/6/30

157 분당양지마을한양2차 지역난방제어 MMI+D+S 2004/11/10

158 청담동 삼익아파트 지역난방 MMI+D+ 2004/12

159 반포 서래 한신아파트 지역난방 D+V+A 2004/11/25

160 분당효자현대아파트 직수시스템 D+Wilo pumps 2004/12

161 청담동 삼익아파트 +전기 MMI +D+S 2005/1

162 분당한솔청구아파트 지역난방+기타 MMI+D+S+V+A 2005/2

163 진주SK산업 타일생산 자동화 설비 MMI+D+S 2005/4

164 전남 광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스템 MMI+D+S 2005/5

165 분당아름 두산 아파트 급수+직수 추가 D+S 2005/6

166 탄현4차 건영아파트 지역난방 D+V+S 2005/6

167 산본12목련한양아파트 지역난방 D+S 2005/6

168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지역난방 D+S+V 2005/7

169 대치동국제아파트 지역난방 D+S+V 2005/7

170 산본12단지우방아파트 지역난방 MMI+D 2005/8

171 수원영통현대아파트 지역난방 MMI+D 2005/9

172 분당아름마을두산삼호 급수난방/직수 MMI+D 2005/10

173 분당수내고등학교 지역난방 MMI+D 2005/10

174 등촌동 미주진로아파트 지역난방/직수 MMI+D 2005/12

175 분당시범현대 직수 MMI+직수 추가 2006/7

176 산본목련한양아파트 지역난방+직수 MMI+D+S+직수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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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선 기계실 수 열교환기 대수 공사 금액 비고

인천계산동주공아파트 3 6

분당시범현대아파트 10 26

분당효자현대아파트 2 16

수서샘터현대아파트 2 12

산본우륵주공아파트 4 12

분당매화주공3단지아파트 4 13

분당매화주공2단지아파트 4 15

분당야탑장미현대아파트 4 16

분당한솔청구아파트 2 10

분당양지마을한양2차 4 18

청담동 삼익아파트 4 16

분당 미매3 동신 아파트 2 10

산본12단지우방아파트 2 20

분당 이매2 한신 아파트 3 12

분당 이매6 청구 아파트 2 12

분당 미매9 동신 아파트 3 9

아름마을두산삼호아파트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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