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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TEL : 031-446-2283, FAX : 031-469-6219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삼일데이타시스템㈜는 1991년 산업자동화 전문

업체로 출발하여 공장,빌딩및환경분야에

IT(Information  Technology)를접목한 통합시

스템 전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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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삼일데이타시스템㈜는 산업자동화 전문업체로 출발하여 FA,BA 와 IT 기술을 접

목한 통합시스템 전문회사입니다. 80%이상의 전문엔지니어를 보유한 기술 중심

의 회사로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한 기술축척으로 HQ(Highest Quality),

LC(Lower Cost), CM(Complete Maintenance)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를 가지고 고객서비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3 5704호(안양동 동일테크노 타운)

전화 : (031) 446-2283(代)  FAX : (031)469-6219

주 소

사 업 분 야

전 화 번 호

이 기 복대 표 자삼일데이타시스템(주)

1991년 10월회 사 설 립 년 도

회 사 명

(2021년 05월 기준)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자동제어기기

판매 , 소프트웨어개발 및 컨설팅.

2011

특허 등록(휴대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동 생성과 이를 이용한

설비 제어시스템)

성능인증서(임대회선 고장검출시스템을 적용한 수처리용

원방감시제어장치) 

2012

특허 등록(R F I D 카드를 이용한 쓰레기 투입구 제어기 및 이를

이용한 통합시스템)

2012년 업종공통개발사업자 선정(중소기업청)

상표 등록(OpenCom PLC)

2013 특허 등록(펌프 성능 추정 방법 및 시스템)

2014
성능인증서 연장(임대회선 고장검출시스템을 적용한 수처리용

원방감시제어장치)

2015
자본금 700백만원 으로 증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2016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스마트 알람 시스템 v1.0 1등급

성능인증서 (스마트 알람 시스템 v1.0 [1등급])

상표 등록(OpenCom)

20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재확인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2018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ISO 9001 : 2015 / KS Q ISO 9001 : 2015)

환경경영체제 인증 갱신(ISO 14001 : 2015 / KS I ISO 14001 : 2015)

20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모터트로닉스인터내셔날코리아 대리점 계약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2020

안양시 우수기업 인증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ISO 45001 : 2018 / KS Q ISO 45001 : 2018)

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ISO 9001 : 2015 / KS Q ISO 9001 : 2015)

환경경영체제 인증 갱신(ISO 14001 : 2015 / KS I ISO 1400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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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일반현황 (계속)

1. 일반현황[계속]

1996
삼일데이타시스템㈜로 법인전환

공장등록(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963-2)

1995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와 협력업체 계약

1994 현대정보기술㈜와 협력업체 계약

1993
ALLEN-BRADLEY KOREA (현 Rockwell Automation Korea)와

전문기술협력업체 계약

1991 삼일엔지니어링 설립

1997

산업체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병무청)

정보화 촉진기금사업업체로 선정(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한국소프트웨어 산업진흥협회)

1998

98년 상반기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업체로 선정(정보통신부)

국내최초 TV 신호를 이용한 데이터 방송시스템 개발 성공

벤처기업 재확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확인유형 : 연구개발투자기업

2004 품질경영체제 인증(ISO 9001 : 2000 / KSA 9001 : 2001)

200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2

특허등록 (채팅 정보 송/수신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채팅 방법 및

채팅정보 수신 중 시청률 조사 방법)

벤처기업 재확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확인유형 : 연구개발투자기업

2001
품질경영체제 인증(ISO 9001 : 1994  / KSA 9001 : 1998)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가입

2000
자본금증자 (1억원->3억원)

벤처기업 재확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확인유형 : 연구개발투자기업

1999
GE Fanuc 대리점계약

HIMA 대리점 게약

200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가입

2005

벤처기업재확인(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확인유형 : 신기술기업)

우수벤처기업인상 수상

환경경영체제 인증(ISO 14001 : 1996 / KSA 14001 : 2001)

전기공사업 등록

한국전기공사 협회 가입

자본금 500백만원 으로 증자

2008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확인

특허등록(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임대회선 고장 검출시스템)

2009

특허등록(펌프장 침수 예상 경보 시스템)

특허등록(펌프장의 옥외형 제어반)

직접생산증명서 등록(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태양,풍력,지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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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 분

자본금

최근 3년간자본금및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회사자격및등록현황

ISO 9001 국제기술

품질인증원

인증서명칭 인증기관

2023.03.25

유효기간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개발

및생산

인증품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3

인증된주소지

[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 현황 ]

1 전기공사업

순번 명칭

제경기-02693호

등록(신고)번호

2005년6월16일

등록(신고)일자

2 정보통신공사업 제 310176호 2006년4월12일

5

소프트웨어 사업자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서비스사업

B21-218744 2021년5월10일(갱신)

[ 공인규격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보유 현황 ]

ISO 14001 국제기술

품질인증원

2023.03.25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개발

및생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3

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태양,풍력,지열 에너지(3종)
제2009-4357호 2009년6월3일

1. 일반현황[계속]

4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안양-15-10-06 2015년8월31일

ISO 45001 국제기술

품질인증원

2023.01.29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개발

및생산에 관한 안전보건

경영체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3

2020년

700

13,420

15,397

2018년

700

10,947

19,030

2019년

700

14,964

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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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격및등록현황(계속)

1. 일반현황[계속]

순번 명칭 등록(신고)번호 발급기관

[ 특허 및 기타 인증 현황 ]

1 기업부설연구소 제 971252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채팅정보 송/수신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채팅방법 및 채팅정보

수신 중 시청률 조사방법

10-0353597 특허청

3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임대회선

고장 검출시스템
10-0864290 특허청

4 펌프장 침수 예상 경보 시스템 10-0890528 특허청

7
RFID를 이용한 쓰레기 투입구

제어 시스템
10-1119511 특허청

5 펌프장의 옥외형 제어반 10-0927993 특허청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 R8061-1833 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6

휴대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동 생성과 이를 이용한 설비

제어시스템

10-1047899 특허청

8 펌프 성능 추정 방법 및 시스템 10-1047899 특허청

10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스마트 알람 시스템 v1.0
16-0206 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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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현황

(2021년 05월 기준) 총원45명삼일데이타시스템 ㈜ 전사조직도

삼일데이타시스템㈜

경영지원

본부(4)

시스템사업
본부

FA

사업부(10)

하이테크

사업부(12)

플랜트IT

사업부(5)

연구

사업부

연구소

(5)

설계팀

(2)

중국우시사업

본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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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내용

삼일데이타시스템㈜는 창업 당시 미국의 AB사의 PLC, HMI 전문기술협력업체로

출발하여 자동화기기 판매 및 구축, 제조기반 정보를 활용한 Big Data 분석,

Smart Factory System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탄탄한 기술력으로 Factory Automation, Process Automation,

Water & utility System등에서 고객만족의 Solution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Automation Solution Sales

1991년 AB사의 PLC, HMI 전문기술협력업체로 출발한 삼일데이타시스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고객의 자동화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 제공과 함께

PLC 및HMI에서 ERP 시스템까지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E IP RTDB, HMI, PLC 

 SIEMENS HMI, PLC 

 Rockwall Automation  PLC, HMI

 MITSUBSHI PLC

1

Factory Automation System

제지, 식품, 화학 Plant등 다양한 자동화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공정에서 부터

시스템통합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정감시/제어 시스템

 생산자동화 시스템

 공장정보시스템(통합생산관리, 품질,설비, 자재관리시스템)

2

Ut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

전력 SCADA 및 반도체 공조설비가 전용 RTU , DDC로 운영되던 1996년도

국내시장에 범용 PLC와 Power Meter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으로

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다양한 구축실적과 함께 기타 범용 PLC를 이용한

보일러설비, 방재 시스템 등을 구축합니다.

 전력 SCADA

 반도체 공조설비 감시제어

 소각로 & 보일러제어시스템 / 방재시스템

3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환경분야에서 수처리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설치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 환경기초시설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수질자동측정망(TMS), 

하수관거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환경기초시설통합감시시스템, 수질자동측정망(TMS) 사업

 하수관거모니터링시스템

 수처리시스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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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

 발주처 : SK 하이닉스

CMS (Chanmber Management System)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소형스크로바, 또는

Procss Gas  공급장치에 대한 Monitoring System

 설비감시, 경향감시, 경보등을 집중 감시하는 시

스템으로 400대 장비 기준으로 IO 서버, DB 서버, 

모니터링 서버 등으로 구축.

사업내용

 발주처 :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조 FMCS 구축

 공조 및 GAS등 Utility를 통합하여 Client/Server 

Architecture 구축, 

 중앙 운영실에서 통합 감시 제어 하는 시스템 .

사업내용

사업 실적

[CMS & HVAC Contro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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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

발주처 : SK 하이닉스

순번 대표사업명 수행년도 계약건수 사업내용

1
중국 우시 Hynix-ST 
200,300mm 구축 외

2006 ~ 2010 10
HVAC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1차 소형스크로버

2
M7A동 개조공사 공조

시스템
2010 1

HVAC,1차 소형 스크로버 등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2 PKG PCW 증설 공사 외
2011

12
HVAC,1차 소형스크로버 등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3 중국 우시 CMS 구축 2012 2 1차 소형 스크로바 모니터링 구축

4
M7B A라인

자동제어시스템 공사 외
2012 9

HVAC,1차 소형 스크로버 등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5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M10A-F 제어시스템) 
외

2013 15
HVAC,1차 소형
스크로바,폐수통합운영시스템 등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6
1차 스크러버 모니터링

자동제어 외
2014 21

HVAC, 1차 소형 스크로버, GAS등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7
M14 HVAC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2014~2015 1

HVAC, PGMS/TGMS, 메인
스크로바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8
FACILITY WORK(Clean 

Room 환경 Management 
System ) 구축 외

2016 12
HVAC, GAS, 1차 스크로바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9
통합폐수처리장 건설 PJT 
자동제어시스템(W11) 외

2017 22
수처리, 전력모니터링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0
M15 PH-1 PJT 전기

전력모니터링 시스템 외
2018 25

수처리, 전력모니터링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1 MF 전력감시 시스템 외 2019 26
수처리, 전력모니터링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2
M16 PH-1 PJT 전력감시

자동제어 공사 외
2020 26

수처리, 전력모니터링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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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

순번 사 업 명 수행년도 발주처 사업내용

1 M14 PH-II CCSS System 2016 한양이엔지 케미칼 공급 설비 통합 모니터링

2
M14 PH2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2017 SK 건설㈜ 전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 M14 PH2 WWT System 2017 SK하이닉스㈜ 폐수처리장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4 M15 154KV 전력 SCADA 2018 우일계전 154변전소 전력 SCADA 구축

5
M15 PH1 FAB 전력

SCADA
2018 SK하이닉스㈜ 전력 SCADA 구축

6 M15 PH1 WWT System 2018 SK하이닉스㈜ 폐수처리장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7 M15 PH1 CCSS System 2018 한양이엔지 케미칼 공급 설비 통합 모니터링

8 C2F 전력 SCADA 2018
중국 우시 SK 
하이닉스

전력 SCADA 구축

9 CSF CCSS System 2018
중국 우시 SK 
하이닉스

케미칼 공급 설비 통합 모니터링

10 MF CCSS System 2018 SK하이닉스㈜ 케미칼 공급 설비 통합 모니터링

11 MF 전력감시 시스템 2019 SK하이닉스㈜ 전력 SCADA 구축

12 C2F WWT System 2019
중국 우시 SK 
하이닉스

폐수처리장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3 연구개발동 자동제어 2019 SK하이닉스㈜ 자동제어 시스템 신축

14
MF NAND 개발평가센터

구축 제어 System
2019 SK하이닉스㈜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5
M16 PH1 전력감시

자동제어
2020 SK하이닉스㈜ 전력 SCADA 구축

16 M16 PH1 WWT 자동제어 2020 SK하이닉스㈜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반도체 Utility  Moini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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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수처리 통합 시스템

사업내용

유사 사업 실적

 당진공장 일관제철소 신설에 전공장 수처리 감

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에너지센터에 통

합하는 시스템임.

 영상감시와 DLP 시스템, 설비이력관리서버, 에

너지수율제어서버 연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장 예측시스템 구축

순번 사업명 수행년도 발주처 사업내용

1
당진제철소 수처리

통합시스템
2008.11 ~ 

2011.6
로템, 

오토에버
전공장 수처리 시스템 구축

2 TRS PDA SYSTEM 구축
2011.03~20

11.12
오토에버 RTDB 연동 무선 TRS망 SMS 개발

3
지원설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11.10~20

12.03
오토에버

3기 고로 증설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HMI 통합, RTDB , DLP 서버

연동)

4 집진통합 시스템
2011.01 

~2012.03
오토에버

집진설비 30개소 통합시스템 HMI, 
RTDB 구축 및 이를 이용한

고장예측 시스템 개발

5 3기 공장수처리 PLC&HMI
2012.02~20

13.02
로템(주)

고로,연주,제강,고로집진수, 
소성씨크너 설비 수처리시설 HMI & 

PLC  시스템 구축.

6
특수강 수처리 설비공사

PLC&HMI SYSTEM
2014.07~20

15.04
로템(주)

연주,제강,압연 ,폐수처리장
수처리시설 HMI & PLC  시스템

구축 중

7
현대제철 예산 공장 MES 

System 구축
2016 ~ 2018 현대제철

제조장비 와 ERP 시스템 과 연동
하는 MES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8
통합수처리(고로지구) 

L2서버 및 HMI신예화 외
2019 현대제철

전 공장 수처리 시스템 L1, L2 
시스템 성능강화 개선 (HMI 

시스템 ,RTDB 시스템 H/W, S/W 
업그레이드)

9
환경수처리 및

배수종말설비 HMI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선

2020 현대제철
환경설비 수처리 시스템 성능강화
개선 (HMI시스템, DBMS 시스템

H/W, S/W  업그레이드)

현대제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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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계속]

순번 사업명 수행년도 발주처 사업내용

1
SK FCC 

SCADA 시스템

2002.06~20
02.08

에너콤정
보기술

공장 및 사무동 전력 상태 감시 제어
시스템

2

인천광역시청

빗물펌프장 전력 감시제어
시스템

2003.05~20
03.06

한국자동
제어조합

펌프장 통합 및 전력 수요 상태
감시제어 시스템

3
HYNIX 154KV 연계선로

원격제어시스템
2003.09~20

03.11
현대정보
기술

전력감시

4
HYNIX  반도체 DIGITAL 
계전기 설치 및 SCADA 

SYSTEM

2004.04~20
04.8

현대정보
기술

전력감시

5
HYNIX 청주 ASSY 
공조감시 시스템

2006.01~20
06.3

거송시스
템

공조설비 자동제어시스템

6
HYNIX 이천 M1동

개조공사 공조 시스템
2006.04~20

06.07
현대정보
기술

공조설비 자동제어시스템

7
SK㈜ 울산 CLX SCADA 

증설
2006.12~20

07.4
SK C&C 전력감시

8
LED TV  라인
공조자동제어

2009.10~20
10.03

LG 이노텍
LED TV 용 LED 조립라인 공조

자동제어 시스템

9 사내통합 관제센터 조성
2010.07 ~ 
2011.03

LG 이노텍 HVAC용 HMI 통합 시스템 구축

10
우시 C2F Ph2 전력

Monotoring System 구축
공사

2019.05 ~

20219.11

SK하이닉
스

중국우시 FAB CLEAN ROOM 전력
모니터링 및 VCB 제어

11
이천 연구개발동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

2019.02 ~

2020.03

SK하이닉
스

연구개발동 사무실 공조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구축

12
M16 Ph1 Project 전력감시

자동제어 공사

2020.02 ~

2021,04

SK하이닉
스

FAB CLEAN ROOM 전력 모니터링
및 VCB 제어

기타 : 공조 및 전력 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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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계속]

순번 사업명 수행년도 발주처 사업내용

1
대상군산공장

자동제어시스템

2002.09~20

05.12
대상㈜

식품공장에서 원료 투입과 발효, 

농축,출하과정을 PLC 및 HMI를

이용하여 통합감시 및 제어

2
사우디아라비아

제지공장 자동화

2003.05~20

04.05

한솔이엠
이

제지공장에서 전공정을 PLC를

이용하여 자동처리하며 DCS와

연계하여 통합운전.

3 진안군 마을하수통합시스템
2004.05~20

06.01
비치로시

스

환경기초시설 통합감시 시스템으로

5개 마을하수처리장, 16개소

중개펌프장을 PLC,HMI, DLP, 

CCTV를 이용하여 구축,

4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수처리시스템

2005.05~20

06.05
대우건설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를

PLC,  HMI ,DLP,CCTV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 과 대민홍보

시스템

5
북제주군 서부 하수

종말시스템

2006.05 ~ 

2007.04

북제주
군청

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과

중계펌프장 71개소를 PLC 및

HMI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6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시스템

2005.10~20

07.11

자동제어
조합

PLC, HMI,DLP , 설비이력관리 및

대민홍보시스템 구축

7
영등포 정수장 고도처리

시설

2008.12 ~ 

2010.08

현대중공

업

영등포 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HMI, DLP,PLC, 

계측기를 포함한 공사임

8
남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008.12~20

09.5

㈜평보싸

이언스
PLC, HMI,DLP 시스템 구축

9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계측장비설치공사

2008.11~20

10.5
대화건설

중원 페수처리장 과 통합하는

시스템. 

HMI,PLC,DLP,CCTV,설비이력관리

시스템, 웹기반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구축

10
사봉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고도처리 설치 공사

2010.07 ~ 
2011.03

진주시
HMI,PLC,DLP,CCTV,설비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11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감시제어시스템

(계장제어장치)

2011.09~20

15.09
영동군 HMI,PLC,CCTV 시스템 구축

기타 : FA 및 통합 감시제어

(2000년 이후 FA 및 통합제어 실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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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계속]

순번 사업명 수행년도 발주처 사업내용

12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계측제어장치 구매

2016.06~20

17.06

조달청
(인천상수
도사업본

부)

HMI,PLC,CCTV 시스템 구축

13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전기공사(감시제어)

2017.03~20

17.10

티와이테
크㈜

HMI,PLC,CCTV 시스템 구축

14

슈퍼컴퓨터5호기 기반시설

구축 기계공사(관급자재-

기계설비자동제어 구매 및

설치)

2017.09~20

18.02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HMI,PLC,CCTV 시스템 구축

15

설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배수지설치) 

자동제어 설치공사

2017.12~20

18.05

조달청(충
북 영동군
상수도사
업소)

HMI,PLC,CCTV 시스템 구축

16
10비 항의대대 증개축

기계설비공사

2018.12~20

19.12

공군제10
전투비행

단
설비공사

17
울산공항 동력동

자동제어시스템 구매설치

2019.06~20

19.10

조달청(한
국공항공

사
울산지사)

전력감시 시스템 구축

18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공사 관급자재-

빌딩자동제어시스템

구매설치

2019.02~20

20.09

조달청(인
천광역시
서구)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9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관급(자동제어)

2019.07 

~2021.06

조달청(평
택시청)

전력,공조 자동제어 구축

기타 : FA 및 통합 감시제어

(2000년 이후 FA 및 통합제어 실적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