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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일렉콤은 교육 훈련용 시뮬레이션 및 CBT 개발,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을 비롯하여 

국방, 교통, 철도 등 국가기반 시설의 정보화를 선도해 온 ICT 정보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50여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M&S (모델링&시뮬레이션), SI (시스템통합) 및 IT 아웃소싱과 

더불어 솔루션 유통, ITS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원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사격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문인력을 

자체 보유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 및 경찰청, 경호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민수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많은 국내외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렉콤은 방산사업과 민수사업의 균형적인 토대로 최고의 기술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조

하는 Best Company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고의 품질, 투명성을 갖춘 일류기업으로 도약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핵심역량 강화, 경쟁우위 확보

•구성원과 프로세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경영수준 향상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적·도전적·스피디한 경영 지향

가치창조

경영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로 회사의 지속적 발전 추구

•고객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가치 창조경영 지향

•회사가치 극대화로 주주권익 보호

인간존중

경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정직·성실한 

자세로 회사에 기여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권한·책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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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COM

사업분야

YOUR BEST

VALUE PARTNER

ELECCOM

(주)일렉콤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Best Business Partner가 될 것 입니다.

ICT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통한 고객 비즈니스 환경 개선

BIS
기존 버스 운영체계에 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시스템

M&S
3D 영상기술과 다양한 IT요소를 접목하여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

TARGETZONE
기존 스크린사격 개념을 완전 탈피한 신개념 스크린 영상사격 레포츠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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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 SIMULATION

사업개요

군 사격 시스템

해군·해경 사격 시스템

경찰 사격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사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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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 SIMULATION

사업분야

3D 영상시스템과 시뮬레이션 총기

(실총기개조 또는 모의화기)를 사용한 

훈련시스템으로 실전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사격훈련 솔루션이며, 엔터테인먼트

용으로 활용한 Shooting Simulation 

게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D 영상기술과 다양한 IT 요소를 접목

하여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디지털 인테리어 및 

광고 매체로 활용이 가능하며, 3D 가상

현실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감성적 솔루션입니다.

3D 영상기술, 3D 컨텐츠 제작기술, 영상

사격 시스템 기술, 트레드밀 및 모션

베이스 등을 이용한 신 개념의 3D 가상

체험 분야의 R&D를 통하여 3D 체험

컨텐츠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3D 영상

사격 시스템

3D 컨텐츠

서비스

국가기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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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 SIMULATION

기술요소

3D 컨텐츠 개발능력과 영상처리기술 등을 이용하여 기록사격, 클레이사격 

등 다양한 사격관련 게임 개발능력과 가상현실 체험용 게임 등 우수한 3D 

게임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기제원을 분석하여 동일한 기능을 탑재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당 60Frame 이상의 속도로 탄착점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간 총구궤적 추적 및 궤적분석을 통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D 게임

개발 능력

무장훈련 시뮬레이션

제작 기술

3D 영상사격

영상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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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3D 컨텐츠(배경,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훈련용 3D 컨텐츠팀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팀으로 구성되어 품질 만족을 보장합니다.

배경 개발 / 캐릭터 개발 / 애니메이션 개발

•Realistic Weapon : 실 총기 제원을 분석하여 설계 제작하고, 당사의 특허기술인 반동력 

발생장치를 부착하여 우수한 사격효과를 제공합니다.

•Real Weapon Remodeling : 실 총기를 레이져장치와 반동장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총기로 개조하여 실총훈련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설계기술 : 실제총기와 동일한 사양(무게, 크기, 재질 등)의 모의총기 설계기술 보유

•제작기술 : 설계된 3D 데이터를 이용한 모듈가공

•유무선총기 : 모의 총기와 통제기 데이터 통신방식에 따라 유무선을 모두 지원(공압방식, 

가스방식)합니다.

•반동력 : 당사의 특허기술인 반동력 발생장치를 실총기 또는 모의총기에 삽입, 공압 또는 

가스를 이용해 실총기와 가장 유사한 반동력을 제공합니다.

3D 컨텐츠

제작 기술

시뮬레이션

총기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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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 SIMULATION

주요제품

군 훈련용 영상사격 시스템은 M16 실총기를 시뮬레이션용 총기로 개조

하여 실총 훈련과 유사한 훈련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군 

훈련장에 10사로 동시사격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납품되었습니다.

청소년 사격체험관, 유적지 사격체험관 등 일반인들이 유무상으로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납품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효과를 위해 고품질

3D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찰 사격 훈련용 영상사격시스템은 38구경 실총기를 시뮬레이션용으로 

개조하여 실총 훈련과 유사한 훈련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광주 지방경찰청에 납품되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함의 함포사격 훈련을 위하여 수동 함포발사장치와 3D 컨텐츠를 접목

하여, 실전과 동일한 훈련효과를 제공합니다.

군 훈련용

영상사격시스템

엔터테인먼트용

영상사격

경찰용

영상사격시스템

함포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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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비와 동일한 절차로 훈련할 수 있도록 대공미사일 하드웨어와 

HMD를 이용한 영상시스템으로 실전감 있는 훈련환경을 제공합니다.

광주과학관에서 감성적 로봇을 주제로 한 3D 영상 컨텐츠 전시회를 

참고하였습니다. 동작인식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 컨텐츠

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성적인 로봇을 주제로 한 3D 컨텐츠와 영상사격 전시회를 창원과학

체험관에서 3개월간 주최 하였습니다.

나무 로봇이 주는 따뜻한 감성과 첨단기술의 컨텐츠가 주는 흥미로운 

체험의 조화를 제공하는 감성 로봇 스토리를 부산 벡스코에서 웅장한 

스케일로 전시되었습니다.

대공미사일

시뮬레이션

3D 컨텐츠 전시회 :

국립 광주과학관

3D 컨텐츠 전시회 : 

창원과학체험관

3D 컨텐츠 전시회 : 

부산 벡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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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 SIMULATION

주요실적

3D 이미지는 실제훈련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실 총기 제원을 분석하여 설계/제작하고, 

당사의 특허기술인 반동력 발생장치를 부착하여 우수한 반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LINC+사업 /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실습실(사격장) 구축

•레이저 및 스크린 사격장비 구매 설치 (창원사격장)

•청안예비군훈련대 영상모의사격장 장비 추가 구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스크린사격 시스템 구매설치

•모의사격(K2 등 22종) 훈련장비 도입 사업

•전주기전대학교 영상사격 시뮬레이터 구매 설치 사업

•한국잡월드 2015년 청소년 체험관 모의사격 시스템

(군훈련캠프) 제작 및 구축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군문화체험관 사격

시뮬레이션 구축 용역

•해군 모의사격 훈련장비 교체사업

•101경비단 모의사격술 훈련 장비 구매 설치

•부산동주대학교 부사관학과 영상사격 시스템 납품

•유성경찰서 청사신축 관급자재 (사격장비 설치)

•낙동강호국평화기념관 전시체험물 (사격시뮬레이션)

•투르크매니스탄 국립대학교 통합시뮬레이션 설치사업

(함포 시뮬레이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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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격훈련용 시뮬레이션 구축사업,

광주지방경찰청

•예비군 훈련용 사격시뮬레이션 구축사업, 육군 재정관리단

•경찰 훈련용 사격시뮬레이션 구축사업, 베트남공안

(국내 최초 사격시뮬레이션 시스템 해외 수출)

•마일즈장비 전자탄창 교보재 연구개발사업, 육군교육사령부

•사격체험 시뮬레이션 시스템 공급, 거제포로수용소 공원

•대구 체육체험관 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공급, 대구광역시

•HMD를 이용한 사격시뮬레이션 연구개발사업, 지식경제부

•타겟센서를 이용한 유무선복합 모의사격 시뮬레이션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경찰경호학과 훈련용 사격시뮬레이션 구축사업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부산경상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부산동의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잠수함 훈련장비(SCTT : Submarine Command Team 

Trainers) 유지보수사업, 해군

•전술개발장비(ASTT : Action Speed Tactical Trainer)

유지보수사업, 해군

•체감형 하드웨어 3D 입체 소부대전술훈련체계 개발사업,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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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보 수집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수집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수집

버스 정보 가공

•수집정보 가공

•제공정보 형태로 정보 가공

버스 정보 제공

•시민 : 실시간 버스도착정보

•운영자 : 버스운행정보

버스 정보 연계

•인근 지자체 실시간 버스정보 연계

버스 운행정보

제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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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기존의 버스 운영체계에 정보, 통신, 컴퓨터, 전자, 제어 등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켜 버스의 이용효율과 관리성을 제고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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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INFORMATION SYSTEM

기대효과

BIS는 버스 정보 수집, 버스 정보 변환, 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의 과정을 통해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이용률 증가

•실시간 광역버스 정보제공으로 (목적지, 노선 및 환승정보)

편리성 증가

버스 이용자
대기시간 절감효과

•운행정보 인지로 난폭운전 해소 

•차간 간격 조정 운행으로 정시성 확보

•버스 운전자 안전운행 유도로 사고율 저하

버스 운전자
통행시간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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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의 시간 절감 효과

& 비용 절감 효과

•운행정보 확보로 정확한 정책 데이터 확보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행 관리 및 감독 수행 툴 확보

지자체
관리비용 절감효과

•실시간 운행관리와 운행이력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여건 제공

•버스 회사 합리화 기반 조성으로 수익성 개선

버스 회사
버스운행비용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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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INFORMATION SYSTEM

솔루션

(주)일렉콤은 BIS 관련 현장장비를 직접 설계·제조·설치하는 BIS 전문기업으로

스마트폰 앱 개발 능력과 웹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관제센터는 서버 및 

네트워크, 상황판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운전자 등에게 

신뢰성 있는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

하도록 설계 및 구축되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센터구축
(H/W, N/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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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 및 구축된

고품질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

정류소안내기(BIT : Bus Information 

Terminal)은 버스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대중교통 정보 (버스 도착예정정보, 시정

홍보, 뉴스, 날씨 등)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 제작됩니다.

차량단말기(OBE : On Board Equipment)

는 시내 버스에 설치되어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운전자에게 앞뒤 차 정보 제공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한 고품질의 버스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장치로 설계 및 제작됩니다.

정류소안내기(BIT)

설계 및 제작

차량단말기(OBE)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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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INFORMATION SYSTEM

주요실적

(주)일렉콤은 스마트폰 APP과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며, 

제조·생산·설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있습니다.

2018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울주군청정류소 버스정보 단말기 구매 설치, 울산광역시

•2018년 시내버스 차량단말기 제작설치건 차량단말기 구입,

경상남도 김해시

2014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량단말기(OBE)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2017

•버스도착안내기(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구매설치,

경상북도 경산시

•도계광장 외 19개소 노후제어기 교체 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동상동 외 2개소 버스정류소안내기 교체공사 관급자재(정류소

안내기) 구입, 경상남도 김해시

•UTIS 운영용 교통 CCTV 및 도로전광판 장애발생 대비품 구입,

경상남도 양산시

2013

•창원시 도시광역 교통정보 UTIS 기반 확충 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량단말기(OBE)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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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Best Value Partner 19

GLOBAL COMPANY

(주)일렉콤

(주)일렉콤은 국방, 교통,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 시장과 민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량단말기(OBE : On-Board 

Equipmen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량단말기(OBE)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전방차로 후방추적 CCTV 시스템 설치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2012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통합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창원시 경륜공단

2015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 노선 이탈 알림 SW개발 설치,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스토리지 증설 구입 설치, 경상남도 진주시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기반설비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2011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BIT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량단말기(OBE) 확대구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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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콤 ICT

사업 분야

IT 시스템
개발 서비스

IT 시스템
통합 서비스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고객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존의 IT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게 구축

체계적인 운영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고객시스템

안정적 운영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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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서비스

(주)일렉콤은 기존 사업환경의 조직적 통합과 최적의 IT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SI, NI)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IT
솔루션

안정적인 네트워크 설계를 통해

장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

CCTV, VMS, 통신공사, 전기공사,

IT 장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서비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고객 비즈니스 환경 개선

IT 시스템 개발

기존의 IT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게 구축

IT 통합

체계적인 운영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고객시스템 안정적

운영서비스를 제공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고객 비즈니스 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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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콤 ICT

사업 분야

(주)일렉콤은 통신·전기분야 설계, 구축, 유지보수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사업대상 : 정보기관, 빌딩, 아파트, 주택, 공장, 터널 등

•광통신회선 구축

•통신선로 구축

•AV(Audio & Video) 시스템 구축

•CCTV 통신회선 공사

•통합배선시스템 공사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컨설팅 및 개발

•U-CITY 개발 사업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통신회선공사
Communication Line Construction

공공 시스템
Public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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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기분야

설계 및 구축

(주)일렉콤은 통신·전기분야 설계, 구축, 유지보수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사업대상 : 정보기관, 빌딩, 아파트, 주택, 공장, 터널 등

•서비스 컨설팅 및 개발

•U-CITY 개발 사업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모바일 통신기지국 장비 설치

•무선 회선설계 및 구축

•무선 솔루션 개발

•ITS(Intelligent Traffic System) 통신회선 구축

•HFC 회선장비 공사

•FTTH 장비공사

공공 시스템
Public System Development

무선기지국 시스템
Wireless Base Station System

전송 시스템
Transmission Syste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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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콤 ICT

설계 및 개발

구축 사례

일렉콤은 교육 훈련용 시뮬레이션 및 CBT 개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을 비롯하여 국방, 교통, 철도 등 

국가기반 시설의 정보화를 선도해 온 ICT 정보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특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한 단일 시스템 및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해 지능형 홈 테스트

베드 구축, 안드로이드 기반 관리 시스템 개

발, GPS 기능을 이용한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

비스 앱 개발 등 다양한 개발 실적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IT 솔루션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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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CCTV, VMS, 주차관제, 방송, 

영상, 계측제어 등과 같은 다양한 IT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IT 

인프라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리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통신선로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

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등 유무선 

통신 설비 분야의 다양한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및 군부대, 일반기업체의 서버, 

네트워크, 전자, 통신, 기타 부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24시간 중단없는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설계 및 구축

전기·정보

통신공사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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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02011

(주)일렉콤은 IT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으며, 통신설비·전송시스템·무선

기지국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렉콤 ICT
주요실적

•밀양권관리단 중앙감시제어설비 제조구매설치

•2017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관급자재현장)

•도계광장 외 19개소 노후제어기 교체 공사

•고정식 진술녹화시스템 구매 설치

•17-진-주도로 전광판 설치공사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구매 설치

•경주실황 방송용 TV모니터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양산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구입 및 통신 개선사업

•2017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UTIS 운영용 교통 CCTV 및 도로전광판 장애발생 대비품 구입

•마산 합포구 정보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창원시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창원시 정보통신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

•실리콘밸리테크 구내 네트워크 구축공사

•경상남도 하동군 안드로이드 기반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창녕군 S/S 침투 감지 설비 시설공사

•경전선 및 부산 신항배후철도 마산역 외 9개소 통신설비 

신설공사

•창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

•경상남도 소방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양산 경찰서 신청사 회의실 전광판 제작설치

•창원시 의회 상임위원회 방송시설 시스템 구축

•해군군수사령부 열영상 카메라 납품

•사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시스템 제작 설치

•마산시 서운곡 주차장 자동 음성 동보시스템 이설공사

•마산시 정수장 및 취수장 외곽 감시용 CCTV 신설 및 이설공사

2014

•KT이엔에스 경남 BCN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구내통신공사

•창원대학교 구도서관 통신공사

•지식경제부 경인지방우정청 건립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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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09 2008

2015

20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 소하 아파트 5공구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육군중앙경리단 원격교육체계 장비 구매 설치

•양산시 우범지역 보안용 CCTVs 구축사업

•마산시 서성어린이집 건립 통신공사

•통영시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매 설치

•양산시 학교 주변 방범용 CCTVs 구축사업

•한국철도부산지사 경전선 낙동강 외 4역 무선통신장치 보완공사

•경상대학교 교육문화센터 신축 통신 공사

•마산시 합포동 사무소 신축정보통신공사

•해군중앙경리단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공사

•해군중앙경리단 클럽하우스 통신공사

2013

•창원시 하수관리사무소 수질TMS실 COD자동측정기 제작 설치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 노산 중계펌프장 PLC, MCC 교체 구매

•함안군 다기능카메라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송용양배수장 자동화시스템 제조 구매 설치

•국군재정관리단 16년 ICT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체계 구축

•진주산청지사 사옥 신축공사 방송 및 AV설치 제조. 구매 설치

•통영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조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물 관리 

자동화시스템 제조 구매 설치

•창원시 공용자전거 누비자 터미널 설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학야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 제조 구매 설치

•진주시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함양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관리

•창원시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공사

•진해 해군정비창 우도 병사 쉼터 조성 통신공사

•공군군수사령부 IR카메라 제조 설치

•고성군 역도전용 경기장 음향 전광판 제작 설치 

•마산대학교 교내 정문 LED안내 전광판 설치공사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비디오 프로젝트 및 스마트 통합제어

시스템 구매 설치

•한국주택토지공사 서초2구역 아파트 1공구 정보통신장비

구축 사업

•경상남도 하동군 안드로이드 기반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주)포스텍 단말기 설치공사

•합천군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

자동측정장치 구매 설치

•(주)동인시스템 구내 통신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