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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회    사    명   이 에스 콘트롤스 주식회사 / ES Controls Co., Ltd 

대    표    자   김 영 준 

설    립    일   2006년 06월 12일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94길 9-1, (2층) 

  TEL : (02) 353-2991 / FAX : (02) 356-2992 

  홈페이지 : http:// www.esctrl.co.kr 

  E-MAIL : esctrl@esctrl.co.kr 

임    직    원   20명   

자동제어 시스템   ES-3000i, ES-2000N, ES-2000 

에너지관리시스템   ES-i.BEMS 

  DDC 제어기기 : IDAC-2W, IDM-Module (DO, DI, AI, AO, PI, TH), IMAC-20 

사업의  종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무역,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주요사업영역   지능형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컨설팅, 설계 및 시공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컨설팅, 설계 및 시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에너지진단 및 설계 

  자동제어 장치 공급 : DDC, 센서, 밸브 및 각종 제어장치 

  기존 BAS 시설물의 개 보수 및 업그레이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육 

  설비, 전기, 통신공사 

  방범, 출입통제, 방재, CCTV, 설비기기 및 시스템 

2 



이에스콘트롤스㈜ _  

2. 회사연혁 

2019년 

09.  제 2공장 등록(경기도 화성시) 

08.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ES-3000INT SYSTEM 
(2019168) 

04. 녹색기술 인증서  2022.04.17(제 GT-19-00640호) 

2018년 

08.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2020.02.27(2013256) 

07. CE인증(ES-3000INT SYSTEM) 

04. K마크인증(ES-3000i SYSTEM) 

01. 강남구 역삼동 신 사옥 이전 

2017년 

1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획득(GS인증-1등급) 
(ES-3000i SYSTEM, ES-i.BEMS) 

06. 
그래핀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한 공기선도 
제어 장치 및 방법 특허 획득 

01.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자동제어 특허 획득 

2016년 

11. 일조량에 의한 열원설비제어 특허 획득 

02. Hi-Seoul 브랜드기업 지정 

2014년 

0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02.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빌딩자동제어장치) 

2013년 

08. 자본금 증자(4억 5천 --> 5억 5천) 

07. 성능인증(빌딩자동제어 시스템) 

06. 
녹색기술 인증서 획득(GT-13-00137호) 
녹색기술제품 획득(GPT-13-00063호) 

2012년 

07.  BLDC 모터 구동기 제어시스템 특허 획득 

2011년 

12.  자본금 증자(4억 --> 4억 5천) 

2010년 

08.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자동제어시스템) 

04. 성능인증 획득(자동제어시스템) 

2009년 

11.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2008년 

12.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BLDC MOTOR) 

06.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2007년 

11. 성능인증 획득(ES-2000 V3.0) 

0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획득(GS인증) 
(ES-2000 SYSTEM) 

05. 열원설비 제어방법 및 장치 특허 획득 

04. 기업부설 자동화 연구소 설립 

0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 프로그램 등록 
(ES-2000 SYSTEM) 

01. 직접생산 증명 

2006년 

11. 벤처기업 인정 

08. 전문 건설업 면허취득(기계 설비 공사 업) 

07. 
ISO 9001(품질경영 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06. 
 
 
 

이 에스 콘트롤스 주식회사 설립 
공장등록 ,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IMAC-20, IDAC-2W, IDM-Mo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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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기술영업부 

영  업 

설  계 

기술/생산부 

생  산 
(제 1, 2공장) 

Q  M 

검  사 

시  공 

시운전 

A/S 

경영지원본부 

총  무 

구  매 

경  리 

자동화연구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3. 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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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 및 등록증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건물 에너지 관리용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식별번호 : 39121801-233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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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 및 등록증 

2) K마크 인증서 (ES–3000i SYSTE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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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인증서 (ES–3000i SYSTEM v1.0.0) 

4. 인증서 및 등록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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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ES–3000i SYSTEM v1.0.0) 

4. 인증서 및 등록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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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인증서 (ES–i. BEMS v1.0.0) 

4. 인증서 및 등록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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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ES–i. BEMS v1.0.0) 

4. 인증서 및 등록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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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색기술인증서 

4. 인증서 및 등록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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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등록증 9) 공장등록증 (서울시 강남구) 

10) 공장등록증 (경기도 화성시) 11) 전문 건설업 등록증 

4. 인증서 및 등록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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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 공사업 등록증 

1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5) 대한설비 건설협회 회원증 

4. 인증서 및 등록증 

13 

13)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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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벤처기업확인서 

19) ES-3000i 저작권 등록증 18)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7) Hi-Seoul 브랜드기업 지정서 

4. 인증서 및 등록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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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S-i.BEMS 저작권 등록증 21) 프로그램 등록증 

4. 인증서 및 등록증 

2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23)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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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SO14001) 

4. 인증서 및 등록증 

16 

2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26) 중소기업확인서 2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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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인증서 및 등록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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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3000INT SYSTEM 

5. CE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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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량에 의한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열원설비 제어장치 및 방법 

2) 건물 열원 설비의 제어 장치 

3) 팬 필터 유닛용 BLEC모터 구동 제어시스템 4) 모터 구동 제어시스템 

6. 특허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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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테스트 시스템 6) 소스 및 헤더 파일 정의방법 

7) 와이파이 무선 자동제어 장치 방법 8) 그래핀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한  
    공기선도 제어 장치 및 방법 

6. 특허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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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제어반 

2)계장(계측)제어장치 

7.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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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텔리전트빌딩설비 

7.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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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전,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7.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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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분야 

빌딩 통합 관리 시스템 
(Building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빌딩 내 도입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 연동하기 위한 Solution을 제공하는 BIMS는 시스템 

연동을 이용항 근무자 및 관리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조설비 

• 열원설비 

설비자동제어(BAS/FMS) 
빌딩 내 도입되는 열원, 공조, 위생, 환경 설비의 관제 및 유지보수, 예방보전, 에너지 분석 등

을 통해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빌딩 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3D & Animation GUI 운영화면을 통해 운영자가 쉽게 설비를 관제하며, 또한 전력, 조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환경제공 

• 신속한 유지보수 

전력제어(Power Control) 
전력 디멘드 제어, 역률 제어, 정복전 제어 및 전력 절감을 위한 제어로 안정된 전력 

공급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수배전반의 시스템을 인터페이스 하여 현재 

사용중인 전류, 전압, 전력 등의 값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수배전 설비 

• 자가발전 설비 

조명제어(Lighting Control) 
빌딩의 조명기구를 타임스케줄제어, 그룹/패턴제어 등 다양한 조명제어 환경을 제공하므로 운

영자가 쉽게 관제할 수 있습니다. 

• 조명설비 

• 감지기 

• 냉난방 설비 

• 기타 기계설비 

• 주차관제 시스템 

• 문서반송 시스템 

• 진공청소 시스템 

• 에너지 비용 절감 

• 운영비용 절감 

• 무정전 전원 설비 

• 기타 전력 설비 

• 프로그램 스위치 

•기타 조명 설비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빌딩에 대한 에너지 데이터를 원격 수집, 분석을 통해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 추이, 에너지 낭

비요소 및 자동제어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여, 관리자가 빌딩의 에너지를 

최적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에너지 사용량 분석 

• 에너지 소비량 예측 
• 소비량 예측에 따른 장비 제어 

24 

Building Automation System 
The New BAS Features an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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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스템 구성도(ES-3000I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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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 특징 

26 

ES-3000INT SYSTEM (ES-3000i) 
The New EMS Features and Specifications 

2019년도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건물 에너지 관리용 빌딩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일조량에 의한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열원설비 제어장치 및 방법이 적용된 빌딩 자동제어 기술은 소비 전력량이 15%이상 절감되어 에너지  자
원 활용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효과가 발생됨(녹색기술: 제GT-19-00640호)  

 
건물 내의 환경 및 에너지 감시와 각종 장치들을 실시간 관제하며,  
*온도, 습도, 인구밀도, 일조량에 의한 사용자의 체감온도에  따른 열원 
 설비 제어장치 및 방법 
*구면 좌표계 및 위도, 경도에서 유도된 일별 일출 몰 시간을 자동설정  
 제어기능 
*양방향 음성엔진 
 을 탑재한 빌딩자동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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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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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정보수집반 IDAC – 2W 
Direct Digital Controller Features an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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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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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Controller Features an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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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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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기기 
Local Products Features and Specifications 

IDM-IS IDM-DS 

∙ IDAC-2W으로 전송 
∙ IDM-IS는 실내의 일조량을 검출하는 일조량 센

서 
∙ IDAC-2W과 연결되어 Network을 구성 
∙ 제어신호: 4~20mA 일조량 센서 수용 

∙ IDAC-2W으로 전송 
∙ IDM-IS는 실내의 인구밀도를 검출하는 밀도 센

서 
∙ IDAC-2W과 연결되어 Network을 구성 
∙ DC2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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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특
징 

일조량에 의한 사용자의 체감온도에 따른 열원설비 제어장치 및 방법 
    (특허10-1682008) 
 일조량에 의한 사용자의 체감온도에 따른 열원설비 제어장치 및 방법이 적용된 빌딩자동제어 기술 
    (녹색기술 GT-19-00640) 
 일조량기반의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열원설비 제어방법이 적용된 빌딩자동제어장치 
   (K마크 인증(성능) PC-12018-060) 
 LCD 및 KEY-PAD 내장  
   중앙감시장치 고장이나 필요 시 현장에서 자체 조작 
    가능한 2중 구조 
   * LCD : 장비 운전상태 및 계측 값 감시 
   * KEY-PAD : 장비 조작 및 설정 값 변경 
                    (변경된 내용 중앙감시반에 자동 업로드 됨)  
 관제점 추가 시 다양한 기능모듈로 확장성이 용이 함. 
 현장기기와 다양한 연결 방식 
   * 2선식 통신 방식        * 개별연결 방식 

LCD창 

KEY-PAD 

기능모듈 DDC 

11. 시스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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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S-i.BEMS 

BEMS 등급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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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S-i.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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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6. 10.   의정부 성모병원 설비제어 ES-2000 

2009. 12.   경상대병원 수술실 공조 설비제어 ES-2000 

2010. 02.   서산한방병원 설비제어 ES-2000 

2010. 03.   청주하나병원 설비제어 ES-2000 

2010. 04.   은평구보건소 리모델링 설비제어 ES-2000 

2010. 07.   부산대 치대 병원 설비제어 ES-2000 

2011. 09.   제주 재활전문 병원 설비제어 ES-2000 

2013. 12   인천의료원 백령도병원 설비제어 ES-2000 

2014.12 
  서울대학교 치의과 대학원 
  (대학원동, 병원동) 설비제어 ES-2000N 

2015. 12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설비제어 ES-2000N 

2016. 08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설비 제어 ES-2000N 

2017. 04   진주 경상대병원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설비 제어 ES-2000N 

2018. 05   경기도 일동병원 설비 제어 ES-2000N 

2018. 07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설비 제어 
전력 제어 ES-2000N 

2018. 08   경찰병원 수술실 리모델링 설비 제어 ES-2000N 

2019. 05   서울대치과병원 융복합 치의료센터 설비 제어 
전력 제어 ES-2000N 

2020. 02 
(완공예정) 

  경상북도 재활병원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20. 09 
(완공예정)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  설비 제어 ES-2000N 

13. 주요공사 실적 - 의료시설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연면적  :  109,593㎡ (701베드 규모)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가톡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연면적  :  24,132㎡ 

기계설비 / 전력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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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연면적  :  59,616㎡ 

SI /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면적  :  11,162㎡ 

기계설비 / 전력제어 시스템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면적  :  21,000㎡ 

통합모니터링 / SI / FMS /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 사옥 

연면적  :  68,993㎡ 

기계설비 / 전력 / 조명제어 시스템 

법무연수원 

연면적  :  64,046㎡ 

기계설비 / 전력 / 조명제어 시스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연면적  :  210,958㎡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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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중앙교육연수원 

연면적  :  16,163㎡ 

기계설비 / 전력 / 조명제어 시스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면적  :  54,600㎡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강동경찰서 

연면적  :  7,815㎡ 

기계설비 / 전력 / 조명제어 시스템 

부산과학관 

연면적  :  24,906㎡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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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6. 12   코스모 타워(KT&G) 보수 설비제어 ES-2000 

2008. 09   광명시청 설비제어 ES-2000 

2008. 09   국립산림과학원 설비제어 ES-2000 

2009. 02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설비제어 ES-2000 

2009. 07   대구지하철 피크제어 전력제어 ES-2000 

2009. 10   정리금융공사 리모델링 설비제어 ES-2000 

2010. 02   은평구청 리모델링 설비제어 ES-2000 

2010. 06   단대역 외 1개 역사 증설 설비제어 ES-2000 

2011. 02   신안군청사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CCTV 

ES-2000 

2011. 03   KT&G 대치동 빌딩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 

2011. 04   사천시 실내수영장 설비제어 ES-2000 

2011. 06   신사2동 복합청사 설비제어 ES-2000 

2011. 06   함양문예회관 설비제어 ES-2000 

2011. 07   광주 CGI 센터 신축 설비제어 ES-2000 

2011. 09   순천 시민문화공간 신축 설비제어 ES-2000 

2011. 09   창원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 설비제어 ES-2000 

2011. 12   한국 마사회 광주지점 설비제어 ES-2000 

2012. 03   국토 해양인재개발원 청사 설비제어 ES-2000 

2012.08    수산식품지원센터 설비제어 ES-2000 

2012. 08   예금보험공사 시스템 교체 설비제어 ES-2000 

2012. 09   금악 / 한림 변환소 설비제어 ES-2000 

2012. 09   한국예술종합학교(서초교사) 설비제어 ES-2000 

2013. 02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설비제어 ES-2000 

2013. 05   부산 청소년수련원 신축 설비제어 ES-2000 

2013. 0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명제어 ES-2000 

2013. 07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설비제어 
통합 SI ES-2000 

2013. 07   신선대 부두  설비제어 ES-2000 

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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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13. 1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 

2013. 10   교통안전공단 김천사옥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 

2013. 11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설비제어 ES-2000 

2013. 11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설비제어 ES-2000 

2013. 12   은평다목적 체육관 설비제어 ES-2000 

2013. 12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 

2013. 12   구리 곤충생태체험관 설비제어 ES-2000 

2014. 03   강남세무서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4. 0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전 사업 통합 SI/FMS 
설비제어 ES-2000N 

2014. 04   울진 헬기 격납고 신축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N 

2014. 04   이천 시청 민주화 공원 설비제어 ES-2000N 

2014. 08   친환경 농산물 집배송 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4. 09   제주지방기상청 신축공사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4. 09   동청주 세무서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N 

2014. 10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4. 11   글로벌 인재센터 건립 설비제어 ES-2000N 

2015. 01   2 기동단 숙영 시설 신축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5. 01   광교문화복지시설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5. 03   경기도수원시 일월 도서관 설비제어 ES-2000N 

2015. 04   대통령 기록관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5. 04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설비제어 ES-2000N 

2015. 05   수원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설비제어 ES-2000N 

2015. 06   부산 과학관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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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15. 06   중앙교육연수원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5. 07   강동경찰서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5. 10   세종소방서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N 

2015.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이전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5. 12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설비제어 ES-2000N 

2015. 12   녹색성장 종합체험 전시관 설비제어 ES-2000N 

2015. 12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비제어 ES-2000N 

2016. 01   충북미래여성플라자건립  설비제어 ES-2000N 

2016. 03   은평구청 본관 설비제어 ES-2000N 

2016. 04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 본부  설비제어 ES-2000N 

2016. 06   함안 군 계획시설 설비제어 ES-2000N 

2016. 06   신마항 조명자동제어설비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6. 10   완도항 조명자동제어설비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6. 11   TBN경북교통방송 청사 설비제어 ES-2000N 

2016. 11   3-2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6. 12   삼산 온천 체험시설 내 전신탕 설비제어 ES-2000N 

2017. 02   광진경찰서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7. 02   제주 중앙지하도상가 설비제어 ES-2000N 

2017. 03   경상대병원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7. 02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설비제어 ES-2000N 

2017. 04   경주 석굴암 공조설비 
설비제어 
조명제어 

CCTV 
ES-2000N 

2017. 05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설비제어 ES-2000N 

2017. 05   경북북부교정시설 비상대기소 조명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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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17. 08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7. 08   서울 바이오 허브 조성 본관동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원격검침 

ES-2000N 

2017. 09   영상산업센터 2단계 건립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7. 09   남북회담본부 시설개선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7. 09   3-1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7. 09   검찰특수기록관 신축공사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7. 1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설비제어 ES-2000N 

2017. 11   가회동주민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7. 12   장기도서관 건립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8. 0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설비제어 ES-2000N 

2018. 02   장수군 청사 증축사업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02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8. 02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03   의정부 컬링장 건립사업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04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설비제어 ES-2000N 

2018. 05   서울마포우체국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05   은평구청 설비제어 ES-2000N 

2018. 06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09   울산북부소방서 설비제어 ES-2000N 

2018. 10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설비제어 ES-2000N 

2018. 11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비제어 ES-3000i 

2018. 12   전주소년원 증축공사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12   광명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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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18. 12   서부권스포츠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8. 02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 01   수원법원종합청사 설비제어 ES-2000N 

2019. 01   양천구 목3동 기부체납공원 지하주차장    설비제어 ES-2000N 

2019* 01   판교제로시티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 02   놀자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9. 04   영양군 청소년 수련관  설비제어 ES-2000N 

2019. 05   청소년 해피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설비제어 ES-2000N 

2019.05   은평구 보건소 설비제어 ES-2000N 

2019. 05    U-City복합센터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 09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 10    전주지방검찰청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 10    서울남부지검 별관동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10   동춘나래도서관 인테리어 전기공사 조명제어 ES-2000N 

2019. 12   MTB체험단지 설비제어 ES-2000N 

2019.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비제어 ES-2000N 

2019. 12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전력제어 
조명제어 
설비제어 

ES-2000N 

2020. 04 
(완공예정)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20. 05 
(완공예정) 

  증평군 청사 설비제어 ES-2000N 

2020.06 
(완공예정) 

  북부장애인복지관  설비제어 ES-2000N 

2020. 06 
(완공예정)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조명제어 ES-3000INT 

2020. 08 
(완공예정) 

  아름청소년수련관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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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공공기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20. 08 
(완공예정) 

  신정종합사회복지회관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20. 08 
(완공예정) 

  경남경찰청 신관 증축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20. 09 
(완공예정)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설비제어 ES-2000N 

2020. 10 
(완공예정) 

  하남시청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20.10 
(완공예정) 

  서울의료원 권역의료응급센터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20.10 
(완공예정) 

  흥덕구청사 설비제어 ES-2000N 

2020.11 
(완공예정) 

  세종시립도서관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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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연구 및 생산시설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6. 10   대전 화학연구소 증축 설비제어 ES-2000 

2008. 02   한국철강 증평공장 설비제어 ES-2000 

2008. 02   송도 아시아나 RFID 연구소 설비제어 ES-2000 

2008. 06   한미약품 연구소 설비제어 ES-2000 

2010. 01   한남대GLP인증 생물안전시스템 설비제어 ES-2000 

2010. 07   미래형자동차통합 R&D 센터 설비제어 ES-2000 

2011. 01   부산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설비제어 ES-2000 

2011. 03   정읍 청보리공장 설비제어 ES-2000 

2011. 11   델코 구미 2공장 신축 설비제어 ES-2000 

2011. 12   LG 화학 청주 공장 설비제어 ES-2000 

2016. 02   유전자부 종합 연구동 조명제어 ES-2000N 

2016. 08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7. 0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사옥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20.02 
(완공예정)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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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학교시설 

경찰대학교 

연면적  :  88,726㎡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동 

연면적  :  15,500㎡ 

기계설비제어 시스템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6. 09   동원 대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6. 10   세종 대학교 추가 설비제어 IDAC 

2007. 08   은동 초등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8. 08   안산 공과 대학 설비제어 ES-2000 

2009. 02   둔전2 초등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9. 02   흥일 중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9. 02   장지 중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9. 02   장지 중학교 전력제어 ES-2000 

2009. 02   율하 초등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9. 03   신동 초등학교 설비제어 ES-2000 

2009. 12   한서 대학교 본관동 설비제어 ES-2000 

2010. 01   순창 제일 고등학교 기숙사 설비제어 ES-2000 

2010. 01   부안 고등학교 기숙사 설비제어 ES-2000 

2010. 02   신도 중학교 설비제어 ES-2000 

2010. 02   미사리 중학교 설비제어 ES-2000 

2010. 02   울산 신천 초등학교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 

2010. 02   울산 백합 중학교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 

2010. 02   울산 화봉 초등학교 설비제어 
전력제어 E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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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학교시설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10. 02   광성1 초등학교 설비제어 IDAC 

2011. 12   부산대학교 설비제어 ES-2000 

2012. 08   폴리택 대학교(김제) 설비제어 ES-2000 

2014. 08   서강대학교 우정관 설비제어 ES-2000N 

2014. 12   부산대학교 산학 협력단 설비제어 ES-2000N 

2015. 01   정관6초등하교 교사신축 설비제어 ES-2000N 

2015. 02   전남대학교 동아시아교육센터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5. 07   부산강서고등학교 설비제어 ES-2000N 

2015. 12   경찰청 경찰대학 설비제어 ES-2000N 

2016. 04   한경 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6. 12   부산대학교 통합기계관 재건축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7. 02   풍문고등학교 설비제어  ES-2000N 

2017. 04   동악 초등학교(라온초)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7.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동 설비제어 ES-2000N 

2019. 01   함평거점고등학교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9. 02    꽃내중학교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BEMS 

ES-2000N 

2021. 02 
(완공예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조융합연구동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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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백화점 / 상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8. 03   용인동백 골드프라자 전력제어 ES-2000 

2009. 11   중동 이롬 타워 설비제어 ES-2000 

2010. 12   묵동자이 주상복합 설비제어 ES-2000 

2010. 12   묵동자이 주상복합 전력제어 ES-2000 

2010. 12   묵동자이 주상복합 조명제어 ES-2000 

2010. 12   묵동자이 이마트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 

2015. 06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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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체육, 종교, 군부대시설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6. 12   인터불고 경산 클럽하우스 설비제어 ES-2000 

2007. 06   안동떼제베 EAST 클럽하우스 설비제어 ES-2000 

2009. 02   화산 C.C 클럽하우스 설비제어 ES-2000 

2009. 12   한서대학교 체육관동 설비제어 ES-2000 

2014. 06   부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9. 06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설비제어 ES-2000N 

2019. 07   구리시 체육관  설비제어 ES-2000N 

2019. 10    연수체육문화센터 설비제어 ES-2000N 

- 체육시설 -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9. 02   과천 소망교회 설비제어 ES-2000 

2010. 09   불꽃교회 판교성전 설비제어 ES-2000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10. 07   원주 공군시설 설비제어 ES-2000L 

2016. 08   14-공군통합건물 설비제어 ES-2000N 

- 종교시설 - 

- 군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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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기타 

완공일 현  장  명 공정명 시스템명 

2006. 09   현암빌딩 증설 설비제어 ES-2000 

2006. 11   서현 퍼스트타워 설비제어 ES-2000 

2007. 05   동원빌딩 리모델링 설비제어 ES-2000 

2007. 12   KT 서광양 지점 설비제어 ES-2000 

2007. 12   KT 의령 지점 설비제어 ES-2000 

2008. 02   팜스퀘어 빌딩 설비제어 ES-2000 

2008. 03   KT 전남 물류센터 설비제어 ES-2000 

2008. 03   KT 철원 지점 설비제어 ES-2000 

2008. 06   한미약품 본사 설비제어 ES-2000 

2008. 09   KT 동대전 지점 설비제어 ES-2000 

2008. 10   KT 김포 지점 설비제어 ES-2000 

2008. 08 
  의정부 한국풍림아파트 
  시스템 업그레이드 

설비제어 ES-2000 

2009. 02   KINTEX 자동제어 보수공사 설비제어 ES-2000 

2010. 02   센트럴 타워 시스템 업그레이드 설비제어 ES-2000 

2010. 02 
  의정부 장암 동아 아파트 
  시스템 업그레이드 

설비제어 ES-2000 

2010. 07   가양동 우리빌딩 설비제어 IDAC 

2011. 01   신사동 휴먼타워 

설비제어 
전력제어 
원격검침 
주차관제 

ES-2000 

2014. 08   인천공항 기내식 LSG 설비제어 ES-2000N 

2018. 04   KB손해보험 직장어린이집 설비제어 ES-3000i 

2018. 10   내장산국립공원 전력제어 
조명제어 ES-2000N 

2018. 12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증축공사 설비제어 ES-2000N 

2019. 05   가락몰 냉동냉장창고  설비제어 ES-2000N 

2019. 12   장항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비제어 ES-2000N 

2019.12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 조명제어 ES-2000N 

2020 01   부천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설비제어 ES-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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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공사 실적 - 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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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이에스콘트롤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94길 9-1, 2층  

TEL 02-353-2991  

FAX 02-356-2992 

E-MAIL esctrl@esctrl.co.kr 

Homepage http:// www.esctrl.co.kr 

14. 본사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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