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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1996년 10월 02일

대 표 이 사 황 복 영

주 요 사 업

ᆞ신재생 에너지 사업

ᆞ환경[수질]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

ᆞ수질측정기 및 분석기기개발, 제조업

지 적

재산권 현황

특허 2건 / 실용신안 2건 등록 외 다수

NEP, KT, CE, 우수 품질 인증, 국산 신기술등 다수의 기술 인증

10-2.회사 개요 및 연혁 : (주)이스텍

NEP(신제품인정서)

INNO-BIZ 기업확인서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증

조달청 우수제품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실용신안 등록

우수환경산업체

신기술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서

CE인증서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

형식승인(잔류염소측정기)

형식승인(COD측정기)

수출 유망 중소 기업 지정증

ISO 9001,2000 KS9001,2001

www.istek.co.kr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ᆞ 주요연혁

2015. 06 수질다항목측정기 Manta-DO 형식승인

2013. 10 벤처기업 확인서 [제 20130111249호] 재지정

2013. 10 수질다항목측정기 Manta2-30, 35pH 형식승인

2013. 07 영국 Partech사 대리점 계약 체결

2013. 06 다항목수질측정기 Multi-90i 신제품 출시

2012. 10 수질다항목측정기 Manta2-SUB2 pH 형식승인

2011. 12 기술 혁신 중소기업 [INNO-BIZ 기업] 재선정 - 중소기업청

2011. 04 환경기업 동반성장 기업선정

2010. 07 수출 기업화사업 선정

2010. 01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재지정

2009. 07 “수출유망중소기업” 재지정

2009. 07 우수환경산업체 선정

2008. 07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

2008. 03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 [SI]

2007. 11 제 WTMS-pH-2007-6호 pH Controller [형식승인]

2007. 03 RC-500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및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획득

2006 . 11 신제품인증서[NEP획득 : 잔류염소측정기[RC-500]

2006. 04 CE 마크 획득 [PDC-70N, Ph-200L, pH-20N] 신형제품

2005. 10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 및 우수 벤처 디자인 상품 선정

2005. 10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재선정

2005. 08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제2005-63호]

2005. 04 “환경우수환경산업체”선정 [사단법인 환경산업협회]

2005. 04 기술혁신사업선정[과제명 : 극미량 환경오염중금속 바이오센서 개발]

2004. 02 “화상을 이용한 수질측정장치 및 수질측정방법” 특허 등록

2004. 03 “기체투과막형 전기화학식 잔류염소센서 및 측정장치” 실용신안 등록

2003. 11 COD연속자동측정기 “SOWA COD200Mn” 형식승인

2003. 09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수질종합측정기술” 특허 등록 [제0404279호]

2002. 12 “수질측정시스템” 실용신안 등록 [제 0277970]

2002. 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중소기업청]

2002. 08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제2002055호] : NEOMET

2002. 07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 선정 [산업자원부] : NEOMET

2002. 05 한국 우수환경산업체 선정 [환경부]

2000. 07 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제00-1675호

2000. 01 수출지원대상업체 및 수출기업화 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제00-006호]

2000. 01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1999. 11 기술혁신상 표창 [중소기업청 제327호]

1999. 10 신기술 실용화 촉진 표창 [산자부장관 제44279호]

1999. 07 ㈜이스텍 기술연구소 설립 [제991527호]

1999. 04 벤처기업지정 [중소기업청 제99112746-962호]

1999. 02 ISO9001 품질인증 획득

1996. 10 ㈜이스텍 법인설립



1-3.조직도 및 사업 방향

1996~2003년
기본 Meter 등
국산화 개발
국가지원에 의한
성장기

2004~2011년
수질분석기기로의 전환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
산업화 제품개발

2012년 이후
수출주도형 ITEM개발(이화학기기)
TMS 전문 시공회사(정보통신공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접목

 

매
출
액

정착기 안정기 성장기

대표이사
이사회

영업팀 해외영업팀 환경시스템사업팀 경영지원팀 생산기술팀 기술연구소

§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시장 개척
§해외전시회
§원자재수입

§환경정보화
§상하수도통합
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자동제어 및
계측 장비 구축

§총무/인사/관리
§영업지원
§홍보
§자금관리

§생산
§외주
§품질
§A/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연구
§산/학 용역

신사업 추진실
CS 추진실

: 신재생 에너지 사업





1-5.주요 대외 활동 Exhibition

2002년 대구국제상하수도전시회
2002년 ENVEX2002
2003년 부산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2003년 ENVEX2003
2004년 대전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2004년 ENVEX 2004
2005년 ENVEX 2005
2007년 일산국제상하수도 전시회
2010년 ENVEX 2010
2011년 ENVEX 2011
2013년 ENVEX 2013  

2001년 싱가포르 “CIA2001” 분석기기 전시회
2001년 중국 “DIDAC” 전시회
2002년 “Pittcon 생화학 분석기기 전시회”
2002년 2002년 상해국제공인 전시회
2003년 “Pittcon 2003”
2003년 한중 high-tech EXPO 2003
2004년 말레이시아 ICA 2004
2005년 싱가폴 CIA 2005전시회
2006년 독일 ACHEMA 2006 전시회
2006년 말레이시아 LAB 2006
2010년 인도네시아 MIS 2010 전시회
2011년 두바이 아랍랩 2011 (ARABLAB 2011) 전시회



사 업 현 황

2 - 1. 주요 생산제품

2 - 2. 주요 납품처

2 – 3. 시장 전망

2 – 4. 마케팅 전략

2 – 5. R & D 현황



2-1.주요생산제품 Manufactures

크고 선명한 Custom LCD

배터리 잔량표시

재충전용 배터리 및 아답터 제공

실험실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지대 장착

측정Data와 온도 동시표시 및 현재시간 표시

휴대용 Case 및 보정용액 기본 제공

표준시약 자동보정

측정값 안정도 표시

ISO9001,GD,CE 마크 획득 제품

1] 휴대용측정기기

Multi 90i
pH/ORP/Temp

DO/O2
Conductivity/Salinity(TDS)

Multi Analyzer



2] 실험실용측정기기

넓고 선명한 그래픽 칼라 LCD채택

Inteligent-Help Function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별 도움말 표시기능)

프린터 내장으로 Data 출력 가능(Option)

표준Buffer 자동보정

SDIS Program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Data를

자동으로 PC전송하여 Text나 Excel프로그램으로

저장 가능 및 Remote Control가능

측정Data와 온도 동시표시 및 현재시간 표시

측정되고 있는 이온의 농도를 mg/ℓ로 표시

측정되고 있는 pH값의 상한가 하한가를 설정하여

경보음 발생

자가진단 기능으로 기기의 이상유무 판단

2-1.주요생산제품 Manufactures



2-1.주요생산제품 Manufactures

3] 온라인 자동 수질분석기 (SOWA)

운영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프로그램채택

조작이 간편한 컨트롤 패널적용

특허기술을 적용한 안정적

측정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형

절연 4-20mA 신호출력 및 통신출력

실시간제어, 관리 모니터링

고온에서도 전위가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

자동세정기능 채택으로 안정적인 측정



2-1.주요 제품 소개

4] 수질 다항목 측정기 (Manta)

● 지하수관정(수위), 강, 호수, 댐, 하천, 오폐수처리장,

양어장, 정수장, 해양 등 수질측정이 필요한 산업

현장이나 실험실 등에서 사용

● 휴대용 및 현장설치용 또는 수질 모니터링 장비로

동시에 다항목의 수질측정기

● 측정 항목 : pH, ORP, DO(Optical), 전도도. 염도, 

탁도, 클로로필a, 수위, 수심, 남조류, 로다민, 

이온(NH4+/NO3-/Cl-), TDG, CDOM



2-1.주요 제품 소개

5] Electrodes (Hamilton)

● 지하수관정(수위), 강, 호수, 댐, 하천, 오폐수처리장,

양어장, 정수장, 해양 등 수질측정이 필요한 산업

현장이나 실험실 등에서 사용

● 휴대용 및 현장설치용 또는 수질 모니터링 장비로

동시에 다항목의 수질측정기

● 측정 항목 : pH, ORP, DO(Optical), 전도도. 염도, 

탁도, 클로로필a, 수위, 수심, 남조류, 로다민, 

이온(NH4+/NO3-/Cl-), TDG, CDOM



15

pH/ORP/DO/EC/Ion Laboratory & Industry electrodes

pH/ORP/DO/EC Laboratory & Industry electrodes & System

랩용 &�산업용전극 Optical�DO�전극 ARC���유무선 통신시스템

2-1.주요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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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관공서

강,호수,
지하수

기술
연구소

오.폐수
처리장

정수장

양어장

ü일반 실험실용, 휴대용 Meter

ü수질 TMS (pH/SS/COD/DO)

ü다항목측정기 현장측정용

ü다항목측정기 모니터링 및 설치

ü산업용 측정 센서

ü시스템 구축

ü다항목측정기 모니터링

ü실험실용 Meter

ü일반 실험실용, 휴대용 Meter

ü전도도/탁도/잔류염소

ü수질 TMS (pH/SS/COD/DO)

ü일반 실험실용, 휴대용 Meter

üMLSS/SS 측정

ü컨트롤러 온라인 모니터링

ü수질 TMS (pH/SS/COD/DO)

주요 수요처



2-3. 시장전망 A prospect of Market

◆ 국내 시장

환경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대규모 환경 시장 형성
- 1999~2012 년 기간 동안 년 9~10% 성장률 보일것임
- 2010년에는 약 24조원의 시장이었으며, 2012년에는 약 32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상수도 및 하수도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진행
- 전국수도 종합계획(Water works Vision2011)에 따른 수질 관리 강화

- 오폐수 종말 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TMS)구축에 따른 관련 장비 매출 급증
- “09년 9월 30일 까지 규모별, 단계별로 2,443개소 구축(05년 8월 8일 환경부 배포자료)”

◆ 해외 시장

중국, 인도, 동남아 등 환경산업관련 신흥시장 급부상
기존 Meter 이외 On-Line 분석 장비 수요 증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성장률

LAB용 계측기기 860 940 1,040 1,140 년 10%

On-Line용 계측기기 7,200 8,060 9,030 10,110 년 30%

TMS 관련 공사 4,000 5,200 6,760 8,780 년 30%

(단위:억원)

(삼성경제연구소, 환경부, 무역협회자료인용)



기존
고객관리

신시장
확충

제품홍보
- 제품홍보
- 기존고객관리
- 이벤트 행사

- MAN TO MAN

- 관공서
- 기업체
- 직영대리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ENVEX, ENVIRO 등)
- 매스컴 및 TV 홍보 (아리랑TV, 환경잡지 등)
- 카다로그, E-Mail, 각종 DM발송으로 홍보

- A/S 및 홍보방문
- 대리점 및 업자를 통한 영업망 확충

- SOWA 시리즈 영업 한층 증대
- 정수장/ 오,폐수처리장/ 기업체 등 신 수요처 확충
- 183개 하수,폐수종말처리장 TMS 설치 및 납품 영업 강화
-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TMS 설치
- 전국 지하수 측정망 시장진입 2,021개소

브랜드
이미지 확충

대리점
확충

- 전시회
- 해외 광고 활용

- 해외영업망

- 유명과학기기 전문지에 광고 개제
- 해외 전시회(Pittcon, 북경전시회 등)

- 지사화 협약 체결된 무역관 적극 활용
- INTERNET을 활용한 Business Proposal 발송
- Global On-Line Marketing 강화 (ebay,amazon 등)

◆ 국내 영업 관리

◆ 해외 영업 관리

2-4. 마케팅전략 Marketing



하.폐수
수질 TMS 추진
(시공 및 정보통신 분야)

2-5. R&D현황 Research & Development

PDC-70N 신형개발

TMS TMS 시공까지 일괄시행
(통신접목)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 R&D  진입

고가의 분석장비 추가 개별(TOC)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OWA Multi 개발 완료

잔류염소계 개발완료

Controller 개발 완료

국토해 및 기자체 양부

신형 데스크 측정기 개발

CODMn 개발완료 ECOD 개발

1 단계 TN 개발 완료 2 단계 TN 개발 완료 SS 측정기 개발

공동핵심기술개발사업
지하수 측정기 개발

ECOD 보완 및 기능개선

TN/TP 시장 진입

간이 상수도용 저가 TMS 개발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금속 측정기 사업완료)

멀티 신형 컨트롤러 개발

ECOD수정

High Desk 개발

Controller 개발



경 영 전 략
3 - 1.  회 사 의 경 영 전 략

3 – 2.  V I S I O N

별 첨 : 주요납품실적



- 고가의 분석장비OEM도입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R&D Network 강화

- 국책 연구과제 수행

-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영역 다각화(신재생에너지등)

- 투명경영 실시로 기업 신뢰감 구축
- 고객 만족, 직원 만족, 주주만족을

위한 경영활동
- 우리사주 제도도입

- 각 지역 대리점 및 업자를
통한 전국적 영업 강화

-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회사
지명도 및 영업권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으로 전문화
대형화 추진

3-1. 회사의 경영전략



1.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

2.  고객 중심의 품질 경영 System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

3.  인재육성 및 교육을 통한 직원 만족과 기업 가치 극대화

4.  고부가가치를 통한 이익 실현 극대화 및 주주중심 경영

기술경영 고객만족경영 인재경영 주주중심경영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첨단을 지키는 초일류기업

3-2. Vision



납 품 처 품 명 납 품 일

그랜드코리아 GKL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 ‘14. 12

인천 청라지구 수질TMS 구축사업 ‘14. 10

GS건설 청라지구 수질TMS설치 및 유지관리 ‘14. 08

서울시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건립 정보통신공사 ‘13. 12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구축사업
‘13. 05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수질 TMS 측정기기 구매설치 ‘13. 04

충남 공주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기

및 수질TMS 수주
’12. 12.

세종시 노장폐수종말처리장 수질TMS 구축 ‘12. 06

전남 보성군
회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구축사업
‘12. 05

연기군 환경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장농공단지

수질TMS 수주
‘12. 05

충남 공주시
신관하수처리시설

수질TMS 구축계약체결
‘12. 04

충남 공주시 관급자재계약 ’11. 05.

충남 논산시 수질TMS제작 설치 사업 ’11. 03.

충주 중원일반산업단지 수질TMS 구축사업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지사

수위관리 및 조절기구 설치 ’10. 11.

납 품 처 품 명 납 품 일

보성군 프로세스제어반 설치 ’09. 10.

해남군 수질 TMS설치 ’09. 06.

비엘콘트롤 COD 설치 ’09. 03.

연기군 환경사업소 수질분석기 ’09. 02.

청원군상하수도사업소 수질분석기 ‘08. 12.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고사 수질자동측정기 ‘08. 12.

가평군상하수도사업소 수질 TMS설치(가평, 청평, 현리) ‘08. 11.

연기군환경사업소 수질 TMS 설치 ‘08. 09.

신안군시설관리사업소 수질 계측기기 설치 ‘08. 09.

포천양문 폐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COD, TN/TP외) ‘08. 02.

한국과학 기술원 PDC-70N외 ‘07. 12.

한국서부발전 수질계측기외 ‘07. 10.

홍천하수처리장 수질 TMS COD자동분석기 설치 ‘07. 09.

농업기반공사 고흥만 담수호 수질관리시스템 ‘07. 08.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계측기외 ‘07. 08.

김포항공산업단지 배출수 TMS설치(COD, TN/TP외) ‘07. 03.

산업기술시험원 용존산소 측정기등 3종 ‘07. 01.

충북 가덕 낭성 정수장 수질연속자동측정기 Multi100 ‘06. 08.



납 품 처 품 명 납 품 일

파주시설관리공단 pH Meter등 3종 ’05. 12.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단 차량 시동성 계측 시스템 ‘05. 12.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COD 자동 분석기 ‘05. 12.

파주시설관리공단 pH Meter등 3종 ‘05.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OD 자동 분석기 ’05. 12.

수자원공사 태백권 관리단 pH Controller외 ’05. 12.

삼성 SDS기술연구소 pH Meter등 2종 ’05. 11.

수자원공사 거제권 관리단 pH Controller외 ’05. 08.

수자원공사 태백권 관리단 차량 시동성 계측시스템 ‘05. 08

인천시청 공단환경관리과 COD 자동 분석기 ‘05. 08

인천시청 공단환경관리과 PDC-70N외 ’05. 08.

철원군 김화정수장 분광광도계외 ’05. 06.

납 품 처 품 명 납 품 일

한국 사직물시험연구원 pH Controller외 ‘05. 05.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 pH Controller 외 ‘05. 04.

남양주 하수처리장 pH Meter외 3종 ’05. 0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pH Meter등 5종 ’04. 12.

진로 마산 공장 COD 자동 분석기 ’04. 12.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NT750외 ’04. 12.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도도 측정기등 6종 ’04. 08.

제주도 동굴 연구소 PDC70N ’04. 07.

김포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및 시스템 ’04. 07.

파주 축산업협동조합 pH Meter등 5종 ’04. 06.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pH Meter등 4종 ’03. 12.

㈜서림자동화기술 COD 자동 분석기 ’02. 11.



납 품 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여문화재연구소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한국교욱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안고등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인하대학교

안양시 동안구청

서강대학교

환경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은평구민체육센터

한국환경공단

납 품 처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

울릉도농업기술센터

(주)대우건설

(주)녹십자양행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청

농업과학기술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성균과대학교

(주)삼성에버랜드

강화수질환경사업소

작물과학원

요업기술원

난지과수시험장

단국대학교병원

씨제이(주)김포공장

매일유업(주)평택공장

순천대학교

(재)FITI시험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항공우주산업

납 품 처

다산컨설턴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구원자력연구소

씨제이(주)이천공장

(주)대우일렉트로닉스인천공장

군자공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양주염색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전북농업기술원

도봉구청

안국약품(주)

영등포정수사업소

동아제약(주)연구소

인천광역시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현대자동차(주)남양연구소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