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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탑스

설립일자 1991. 07. 15 (업력 29년)

대표이사 김 진 오

사업분야

배전반및자동제어반
수처리계측제어시스템
수처리통합운영시스템
플랜트자동화시스템
전기공사및정보통신공사

보유면허

수배전반 제조업
계측제어장치 제조업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

광주공장
위치 : 광주광역시 첨단지구광산업단지

전화 : 062-971-7799, FAX : 062-971-7792

화순공장
위치 : 전남화순군동면농공단지

전화 : 061-373-8866, FAX : 061-373-3344



2019.06    신용등급 우수기업 인증(한국기업데이타)
2016.03    모범납세자 표창(기획재정부장관)
2014.06    유망중소기업 지정(전라남도청)
2013.05    국가경제발전 공로표창(산자부장관)
2013.06    계측제어장치 성능인증획득(중소기업청)
2012.11    원방감시장치 GS인증획득(통신기술협회)
2010.03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2010.02    조달 우수업체 표창(조달청장)
2006.12    전남 화순 동면농공단지 공장설립
2004.09    사후봉사 우수기업 인증(산업자원부)
2004.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2003.07    우량기술기업 선정(기술신용보증기금)
2003.03    환경경영시스템(ISO14000)인증 획득

2002.12    유망중소기업 선정(신용보증기금)
2002.0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2002.03    사옥 및 광주공장 준공 이전
2000.04    신기술 벤처기업 지정(중소기업청) 
2000.02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중소기업청)

1998.07    국제품질규격(ISO9001)인증 획득
1998.06    시스템통합(S.I)사업자 선정
1997.05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1995.08    광양 사업소 개소
1995.05    광주공장 설립등기
1991.10    광주시 가로등 원격제어 사업착수
1991.07    탑스(Top System Engineering)회사 설립

2. 주요사업 분야2.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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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측제어 및 프로세스제어반

3-3. 자동제어반(전력,조명,설비)

2. 주요사업 분야3. 사업 분야

3-2. 배전반 및 분전반

3-4. 플랜트 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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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분야4. 사업 실적

4-1. 계측제어 납품실적(최근10년)

NO 사 업 명 발주기관 준공년도

1 삼다교~담양하수처리시설간 차집관로 계측제어설치 담양군청 시공중

2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계측제어 구매 해남군청 시공중

3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측제어 구축 담양군청 시공중

4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측제어 구매설치 함평군청 시공중

5 영광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한국환경공단 시공중

6 강원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2020

7 대전 월본 하수관로정비사업 계측제어 구축 담양군청 2020

8 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작 한국농어촌공사 2019

9 성동로타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계측제어시스템 순천시청 2019

10 목포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목포시청 2019

11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계측제어 구매 목포시청 2019

12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질TMS측정기기 구매 담양군청 2019

13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장계즉제어 구매설치 담양군청 2019

14 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수선 계장제어장치 구매 보성군청 2019

15 강진영동평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측제어시스템 강진군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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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 업 명 발주기관 준공년도

16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측제어시스템 담양군청 2018

17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측제어장치 구입 무안군청 2018

18 영광백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기,계측제어 구축 영광군청 2018

19 대전하수처리장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대전시설공단 2018

20 해남 화원2-1공구 문내양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2017

21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계측제어시스템 해남군청 2017

22 담양군 무정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계측제어시스템 담양군청 2017

23 강진 성전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장치 구매 설치 강진군청 2016

24 무안운남동 농어촌마을하수처리장 계측제어시스템 무안군청 2016

25 고흥군 도화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설비 구축 고흥군청 2016

26 신안군 압해하수처리시설공사 계측제어시스템 신안군청 2016

27 담양군 대나무생태공원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담양군청 2016

28 광주시 제2하수처리장외 5개소 신증설사업 계측기기 광주시청 2014

29 장흥군 안양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 계측제어시스템 장흥군청 2014

30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공사 한라O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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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측제어 납품실적(최근10년)



NO 사 업 명 발주기관 준공년도

31 영암군 신북하수관거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영암군청 2014

32 신안군 임자하수처리장 수질TMS설비 구축 신안군청 2014

33 해남군 해남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남군청 2014

34 대구테크노폴리스 완충저류조 프로세스제어반 LH공사 2014

35 영광군 정수장 계측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영광군청 2014

36 김해지구 농업용수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구매설치 한국농어촌공사 2014

37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관급 전기계측기기 구매 연천군청 2013

38 강진군 병영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강진군청 2013

39 광양시 옥곡진상 하수관거공사 프로세스제어반 제작 광양시청 2013

40 해남군 문내면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해남군청 2013

41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계측기기 영광군청 2013

42 영암군 신북하수처리장 전기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영암군청 2012

43 광양시 광영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계측제어 광양시청 2012

44 전북 덕실지구 물관리 TM/TC 자동화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2012

45 부안지구 양수장 관수로부 유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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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측제어 납품실적(최근10년)



NO 사 업 명 발주기관 준공년도

46 전남 무안읍 하수고도처리 계측제어통합시스템 구축 무안군청 2012

47 연천군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연천군청 2012

48 신안군 임자하수처리시설공사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신안군청 2011

49 함평군 나산하수처리장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함평군청 2011

50 장흥하수처리장 통합감시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장흥군청 2011

51 순천시 상수도가압장 및 배수지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순천시청 2011

52 장흥하수처리장 통합감시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장흥군청 2011

53 담양군 고서.대전하수처리장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담양군청 2010

54 담양군 고서지구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담양군청 2010

55 논산시 연무하수처리장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논산시청 2010

56 포항시 구룡포 하수관거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포항시청 2009

57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청 2009

58 경기도 반월정수장 개량사업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2009

59 전북 봉화지구 시설개보수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2009

60 화순군내 하수처리장 계측제어 및 통합운영시스템 화순군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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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측제어 납품실적(최근10년)



NO 사 업 명 발주기관 준공년도

1 해남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분전반 제작설치 해남군청 시공중

2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배전반 영광군청 2019

3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전기)수배전반 제작 설치 담양군청 2018

4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 설치사업 분전반 해남군청 2017

5 고흥 덤벙 분청문화관 전기수배전반및MCC반, 분전반 고흥군청 2017

6 무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동력설비 제조구매설치 담양군청 2017

7 해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급자재(동력설비) 구입 함평군청 2015

8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181 수배전반 담양군청 2014

9 벌교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수배전반 제조구매설치 보성군청 2014

10 안좌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배전반 신안군청 2014

11 친환경염색산업센터(센터동) 수배전반 나주시청 2012

12 신북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수배전반 제조구매설치 영암군청 2012

13 농협 전남지역본부 신축청사 수배전반 및 전력,조명제어 농협중앙회 2012

14 정남진 농촌마을 탑라이스 정미소 큐비클 제작설치 농어촌공사 2011

15 담양군 고서,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수배전반 제작설치 담양군청 2010

16 곡성 주민복지센터 수배전반 및 전력,조명제어 곡성군청 2010

17 비금면,지도읍,신의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수배전반 신안군청 2010

18 신안군 장산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수배전반 제작설치 신안군청 2010

19 전남 무안읍 하수고도처리 수배전반 제조구매 설치 무안군청 2009

20 주암 조절지댐 22.9kV 수배전반 제조구매 설치 수자원공사 2007

4-2. 배전반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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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 업 명 발주기관 준공년도

1 고흥 덤벙분청문화관 건립공사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고흥군청 2017

2 보성군 벌교스포츠센터 건설사업 자동제어설비 보성군청 2014

3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전력 및 조명제어설비 농협중앙회 2012

4 곡성군 주민복지센터 중앙감시장치 및 조명제어 제작설치 곡성군청 2010

5 상주시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 자동제어반 제작설치 상주시청 2008

6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옥동차량기지 자동제어반 설치 지하철본부 2007

7 의왕시 시립 중앙도서관 설비자동화 시스템 구축 의왕시청 2007

8 광주시 체육고 기숙사,수영장증축공사 자동제어반 제작설치 광주교육청 2006

9 경기도 의정부시 교통 신호제어기 설치공사 의정부시청 2006

10 국립광주박물관 사회교육관 설비 자동제어 제작설치 광주박물관 2005

11 광주도시철도1호선 1구간 역사 공조 자동화시스템 지하철본부 2005

12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강당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순천시청 2005

13 서울시 소공동 지하상가 설비자동제어 개선 서울특별시 2005

14 광주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설비자동화 시스템 지하철본부 2004

15 순천시 문예회관 대극장 음향설비 증설공사 순천시청 2004

16 고흥군 실내체육관 전력,조명,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고흥군청 2003

17 충남 삽교천 창소 지구 배수장 전기,계장공사 남광건설 2001

4-3. 자동제어반(전력,조명,설비)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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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분야5. 수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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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분야6. 면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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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공장

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61

전화 : 061-373-8866

팩스 : 061-373-3344

제 1공장

주소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 7 

전화 : 062-971-7799

팩스 : 062-971-7792

항상 고객이 먼저입니다!

www.top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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