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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社 沿 革 
 2008년 07월 03일 : 영진에어컨㈜ 설립,   대표이사 : 김태균 

                               업태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서비스 

                               종목 : 에어컨, 덕트, 기계설비공사, 에어컨설치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 동 1001-1 번지 

 2008년 12월 31일 : 2008년도 매출액 489 백만원 
 

 2009년 03월 09일 :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 : 최진태) 
 

 2009년 04월 01일 : 스파이럴 덕트 생산설비 완료 
 

 2009년 04월 06일 : ㈜하이시스이엔지 공장심사 수검 
 

 2009년 04월 07일 : ㈜하이시스이엔지 협력업체 등록 
 

 2009년 04월 21일 : 특허등록(개선된 조립구조를 갖는 DUCT조립 체)명의  이전  완료   
 

 2010년 04월 27일 : 무역업 등록 
 

 2009년 12월 09일 : 대표이사 변경(전문 경영인 : 박창형) 
 

 2009년 12월 31일 : 2009년도 매출액 1,893백만 원   
 

 2010년 03월 16일 : 주소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33 번지 

                              신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4-8(오선동) 
 

 2010년 11월 04일 : 상호변경 : 영진공조 주식회사 
 

 2010년 12월 31일 : 2010년도 매출액 1,972백만 원   
 

 2011년 12월 31일 : 2011년도 매출액 2,217백만 원   
 

 2012년 11월 30일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인정서 
 

 2012년 12월 31일 : 2012년도 매출액 1,728백만 원   
 

 2013년 12월 31일 : 2013년도 매출액 2,038백만 원   
 

 2014년 12월 31일 : 2014년도 매출액 1,955백만 원 

회사연혁 



영진공조㈜ 조직도 

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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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영진공조㈜ / 사업자등록증 



영진공조㈜ / 사업자등록증명 



영진공조㈜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영진공조㈜ 특허증 / 냉난방 시스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인정서 



T.D.F DUCT 제작 시방서  

 
◈ 일반사항  
DUCT 제작공정에서 LEAK를 최대한 줄이고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T.D.F (TRANSVERSE DUCT FLANGE) 공법을 사용하여 DUCT를 제작한다.  
◈ 특기사항  
아연도 철판 DUCT 외부의 온도가 40℃이하여야 한다.  
◈ 재료의 구성  
가) 아연도 철판&COIL : KS D 3506 (일반용-SGCC)  
나) 스텐인레스 철판&COIL : KS D 3698 (STS 304)  
다) 슈퍼갈륨 철판&COIL : KS D 3770 (일반용-SAZ CC)  
라) 부자재, 철판PIS, 보강BAR, 코너PLATE 등은 아연도 철판 기준에 준한다.  
 
◎ 아연도 강판의 도금 표시기호 및 부착 량 - 단위 : g/㎡ (양면) 

THK 
도금의 양면 
부착 량 표시 

기호 

양면 3점법 평균 
부착 량(g) 

양면 1점 
최소 부착 량(g) 

중량계산을 위한 
도금 량 상수 

0.5T Z18 180 153 0.244 

0.6T~1.0T Z22 220 187 0.305 

1.2T Z27 275 234 0.381 

◎ 슈퍼갈륨 강판의 도금 표시기호 및 부착 량 - 단위 : g/㎡ (양면)  

THK 
도금의 양면 
부착 량 표시 

기호 

양면 3점법 평균 
부착 량(g) 

양면 1점 
최소 부착 량(g) 

비     고 

0.5T~0.2T AZ150 150 128   

◈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공정  
가) 아연도 강판 및 슈퍼갈륨 강판 제작공정  
▷ 폭 5FT(1524MM) COIL을 DUCT 제작용 기계드럼에 장착  
▷ 함석을 레베링하며 비딩보강 성형  
▷ DUCT SIZE에 의한 낫칭 및 절단  
▷ 자동 콘베어에 의한 SEAM 기계로 이동  
▷ 실리콘 자동 주입 기 또는 수작업으로 SEAM에 실리콘 주입  
▷ 콘베어에 의하며 T.D.F 성형기로 이동 및 방향전환  
▷ T.D.F FLANE 성형기에 의한 성형  
▷ 절곡기에 의하여 코너부분 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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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SEAM 조립기에 의한 조립  
▷ 자동코너 삽입 기로 코너 삽입  
▷ 검수 및 직관 DUCT 제작완료  
 

가) 스테인레스 강판 제작공정  
▷ 4′*8′ (1219*2438MM) 강판으로 재단 T.D.F 성형, 절곡 및 조립을 수작업  
   (단, 대량주문 제작 시 폭 4FT(1219MM) COIL을 사용 아연도 강판 및 슈퍼갈륨 
   강판 제작과 동일)  
 

나) 형장설치공정  
▷ 현장운반 및 코너부분에 실리콘 취부  
▷ 보강 바 및 타이로드 보강  
▷ GASKET 부착  
▷ 볼트로 후렌지조인트  
▷ C크립트바 체결  
▷ 행거 및 설치완료  
 

◈ DUCT의 이음방법  
가) 지관DUCT의 모퉁이 이음밥법은 피치버그록심 (PITTSBURGH LOCK SEAM)하되,  
    이음매 제작 시에 공기누설을 최대한 방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실링 폼 파운드  
    (SEALING COMPOND)를 주입 또는 제작 후 내부 모서리 부분을 실링한다.  
나) 부속 DUCT(엘보,분기DUCT,레듀샤 등)의 모퉁이 이음방법은 피치버그심으로 하되,              
부속DUCT의 재단은 프라즈마 커팅머신으로 정교하게 재단한다.  
 

◈ DUCT와 후렌지의 제작 및 접속  
DUCT제작 시 DUCT와 후렌지의 접속은 T.D.F 성형기를 이용하여 롤로 방식으로  
성형 제작한다. 

DUCT SIZE FLANGE 최대이음간격 C-CIEAT BAR간격 볼트너트 직경 

450 이하 32*32*0.5T 1430MM 150MM 3/8 

451-750 32*32*0.6T 1430MM 150MM 3/8 

751-1500 32*32*0.8T 1430MM 150MM 3/8 

1501-2250 32*32*1.0T 1430MM 150MM 3/8 

2251이상 32*32*1.2T 1430MM 150MM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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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T의 보강  
 
비드 (BRAD) 보강  
 
가) DUCT표면에 비드를 300MM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내부 압력에 의한 DUCT 변 
 
화를 극소화 시킨다.  
 
나) DUCT장변 751MM 이 상시는 L형 제품으로 제작되나 고객의 주문에 의해 완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다.(완제품 조립 제작 시 1.0T 아연도 보강바를 설치한다.)  
 
다) 보강바는 751MM ~ 1500MM 까지는 장변만 보강하고 1501MM 이 상시에는 장변 단 변   
 
을 DUCT중심부에 보강한다.  
 

◈ DUCT와 DUCT의 접속  
 
DUCT후렌지와 후렌지 사이에는 E.V.A PAKING을 사용하여 AIR LEAK 방지하고 후렌지 상 
 
부에는 C크리트바 (CREAT BAR)로 끼워 넣어서 기밀성을 확대시키며, DUCT모퉁이 부분은  
 
코너 플레인트 (CONER PLATE)를 조여서 접속한다.  
 

◈ DUCT곡관부와 구조  
 
DUCT곡관부와 내축반경은 운칙적으로 폭의 1/2로 한다.  
 

◈ DUCT의 확대, 축소  
 
확대, 축소의 각도는 15도~45도로 하며 최대60도 까지 가능하다.  
 

◈ 볼트.너트  
 
KSB1002(육각볼트) 및 KSB1012(육가너트)를 사용하며, 코너 프레이트(CORNER PLATE)  
 
접속은 둥근머리 근각볼트(BS)로 한다.  

T.D.F DUCT 제작시방서 (3) 



T.D.F DUCT SYSTEM설계가 요구되는 장소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대량생산되므로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병원 등 대단위 건물과 
무진.무균.항온.항습용 PLANT 공사 등 정확한 제품이 요구되는 장소에 적합하며, 공장
제품이므로 시공 산 완제품 반입이 요구되는 장소에 더욱 적합 합니다. 
 

◈ T.D.F 공법과 재래식의 비교  

구분  구  공  법 (ANGLE FLANGE공법) 신  공  법 (T.D.F공법) 

설   계 

AIR DUCT LEAKAGE 및 수가 공 
제작을 감안하여 DUCT 풍량이    
과 설계 되므로 효율적인 설계가  

되지 못한다. 

AIR LEAK가 업고 컴퓨터가 정미
하므로 정확한 풍양의 DUCT치수

를 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가  된다. 

철 판 재 료 
3′x 6′ ,4′x 8′철판재료를 충분이 
이용방법이 없어 재료  손실이 많

다. 

UNCOIL 사용하므로 재료를 
 충분이 이용할 수 있다. 

닥 트 제 작 
수작업으로 제작 절단 속도가    

느리다 상대적으로 임금  손실이 
많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하므로 기
밀성이 완벽하며, 임금이 절감된

다. 

후렌지 제작 

ANGLE FLANGE 제작은 용접 및  
볼트 구멍, 페인트를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산성이 떨어  진

다. 

별도 FLANGE를 제작하므로 기밀
성이 완벽하며, 임금이 절감된다. 

볼트, 너트 
 부속 

모든 적합소재가 볼트 및 너트가 
크램프를 써서 적합하므로 작업능
률 및 기밀성이 완벽하지 못 하다. 

단4개의T.D.F CORNER FLATE와 
T.D.F CLEAT 적합하므로 

 작업능률이 증대하고 기밀성이  
완벽하다 

품질의  
차이점 

연결부위에 AIR LEAKAGE가 발생
하기 쉽다. 수작업으로 제단  하므

로 수치 통제가 정확하지 않다. 

완전히 폐쇄되어 AIR LEAKAGE가 
전혀 없다. 컴퓨터에 의해 제단 및 

절단하므로 치수가 통제가 
 완벽하다. 

원 가 비 교 
재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어 자
재손실이 많다. 대량생산하기 위
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재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대량 샌산이 가능하며, 시간이 

절감된다. 

설치의 효율 

ANGLE FLANGE는 중량이 많으므
로 설치하기가 불편하다. 

수정 및 연결작업이 불편하며 
ANGLE FLANGE 제작이 난이하며 

설치가 느리다. 

T.D.F DUCT는 제살 접기식      으
로 경량이다. 현장 수정 시 

 BY FLANGE와 수정 연결작업이 
용이하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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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아연도 강판 )관련자료 

生 産 동부제철 

流 通 ㈜광신스틸 

製 作 영진공조㈜ 

施 工 
DUCT 

공사업체 

원자재 유통경로 

유니온스틸 

㈜광신스틸 

GI 아연도 강판 



유니온스틸㈜ / 사업자등록증 



유니온스틸㈜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유니온스틸㈜부산공장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아연도금 강판 0.5T 



아연도금 강판 0.6T 



아연도금 강판 0.8T 



아연도금 강판 1.0T 



아연도금 강판 1.2T 



GI (아연도 강판 )관련자료 

生 産 동부제철 

流 通 ㈜광신스틸 

製 作 영진공조㈜ 

施 工 
DUCT 

공사업체 

원자재 유통경로 

동부제철㈜ 

㈜대정스틸 

GI 아연도 강판 



동부제철㈜ / 사업자등록증 



동부제철㈜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동부제철㈜ 당진공장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아연도금 강판 0.5T 



아연도금 강판 0.6T / 0.8T 



아연도금 강판 1.0T 



아연도금 강판 1.2T 



SUS (STEINLESS)관련자료 

生 産 ㈜포스코 

流 通 메가스틸 

製 作 영진공조㈜ 

施 工 
DUCT 

공사업체 

원자재 유통경로 

SUS (STEINLESS) 



주식회사 포스코 /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포스코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주식회사 포스코 / 제품인증서 



주식회사 포스코 / 검사증명서 0.5T 



주식회사 포스코 / 검사증명서 0.6T / 0.8T 



주식회사 포스코 / 검사증명서 1.0T 



주식회사 포스코 / 검사증명서 1.2T 



■. 설비장비 현황 
1 기계식 덕트 생산장비 현황 

NO 설 비 명 설 비 번 호 규 격 수 량 비 고 

1  유압절곡기 YJM-01-01  KHS 3.2 * 3.1007 1대 

2  유압절단기 YJM-02-01  JWS 3M * 3.2T-1 1대 

3 

 콤퓨레샤 YJM-03-01 
 3.7KW 5HP 4POLES 

 220V/380V 
1대 

 AIRCOMPRESSOR YJM-03-02 

 #1. 본 체 

 Screw Type 

 Model:YES30-GA 

 Cap:3.74㎥/min 

 Max Pr.:7Kg/㎠ 

 Motor:22Kw 

1식 

 #2. Line Filter 

 NH3100 

 #3. Free Filter 

 NH3200 

 #4. Air Dryer 

 Model:HYD-35 

 Cap:9.9Kg/㎠ 

 #5. Air Tank 

 Model:YCAT-500 

 Cap:0.5㎥ 

 Max Pr.:9.9Kg/㎠ 

4 
 코너 삽입기(더블) YJM-04-01 1대 

 코너 삽입기(싱글) YJM-04-02 1대 

5  카타기 YJM-05-01 
 3Ø3.7KW 

 405*4*25.4 16" 
1대 

6  용접기 YJM-06-01 
 KD-H 

 30KUA/15KW 
1대 

7  탁상드릴 YJM-07-01  0.4KW 4P 220V 1대 

8  SPIRO CUTLASS YJM-08-01  1560 PLASMA CUTTING SYSTEM 1대 

9  비딩기 YJM-09-01  8자용 1대 

10 핸드드릴 YJM-10-01~06 220V용 6대 

기계식 덕트 설비장비 현황 (1) 



NO 설 비 명 설 비 번 호 규 격 수 량 비 고 

11 
IOWA PRECISION 

FABRI DUCT LINE 
YJM-11-01 

#1. GAF 60-4 Grid Auto 

Feed System 

Model : Duct-0-matic Ⅱ 

Size:(W)2.04x(L)7.000㎜ 

Coil Gauge:(Max) 1.5㎜ 

(Min)0.38㎜ 

Part Width:(Max) 1.550㎜ 

(Min) 152㎜ 

Part Length:12.700㎜ 

Processing Speed:22.5m/min 

CNC Control 

#2. MK5 DUPlex Rollefermer 

with Conveyor 

(W) 2.045x(L) 3.200㎜ 

#3. Sherring Bending Leveling S

ystem 

Model : DCT-6016-2 

Cap : 16Ga 

(W) 2,000x (L) 2.200㎜ 

#4. TDF MK7 Duplex Rollformer 

with Conveyor 

(W) 2.100x(L) 3.500㎜ 

#5. B5W Wrap-Around Brake 

#6. Auto Sealant System With G

uns 

#7. CNC system 

1set 

 

12 

LOCKFORMER VS

-Ⅱ 

2900VULCANPLAS

MA 

CUTTING SYSTEM 

YJM-12-01 

Cutting Table:5 x 10 

(W)2.200x(L)4.000㎜ 

CNC Contorl System 

Hole Cutting Preview 

Air Filter & Dryer 

2ND Table and Rail Extension 

1set 

기계식 덕트 설비장비 현황(2) 



NO 설 비 명 설 비 번 호 규 격 수 량 비 고 

13 

LFC TDF MACHINE  

With TDF-1 

ROLL TDF-2 ROLL& 

CLIP ROLL 

 

YJM-13-01 

Cap :14 Station 

Shaft Dia:1 ¼" 

Motor:7.5 Kw 

1set 

14 LFC QUICK-LOCK YJM-14-01 
Model :QL-18 

Cap : 18-Gague 
1set 

15 
LFC MODEL 16 With 

Right Angel Flange 
YJM-15-01 

Cap : 16-20 Gage 

Speed : 40-45 fpm 

Motor : 2.2Kw 

Drive : Double V-Belt 

1set 

16 
LFC MODEL 18 With 

3-IN-1 ROLLS 
YJM-16-01 

Cap : 18-22 Gage 

Speed : 40-45 fpm 

Motor : 1.5Kw 

Drive : Double V-Belt 

1set 

17 LFC POWER FLANGER YJM-17-01 

Cap : 14 Gauge 

Flange Height : ¼"～½" 

Foring Speed : 18 rpm 

Motor : 3 / 4 hp 

1set 

18 
LFC POWER LOK 

(MEDIUM DUTY) 
YJM-18-01 

Cap : (Max. )16 Gage 

(Min. )30 Gage 

Air : Supply : 100 pis 

1set 

19 
IOWA PRECISION 

WHISPER LOCK 

 

YJM-19-01 

Model : FHA456 

Cap : 18-26Gage 
1set 

20 Over Head Crane YJM-20-01 

Double Girder Type 

Cap : 7.5 Ton 

Span : 17.000㎜ 

Rail Length : 30.000㎜ 

1set 

기계식 덕트 설비장비 현황(3) 



NO 설 비 명 설 비 번 호 규 격 수 량 비 고 

1 
SPIRAL FORMER 

(drum Type) 
YJM-11-01 

*Diameter : ∅100~∅500, Others Option 

*Uncoiler : MAX 1,000kg 

*Thickness :0.4t~1.2t(Galv)/0.5t~0.8t(SUS) 

*Speed : MAX 60~80m/min 

*Coil Width : 137mm 

*Cutting Type : Prazma Cut Type 

1set 

2 
SPIRAL FORMER 

(Roller Type) 
YJM-11-02 

*Diamter : ∅300~∅1600, Others Option 

*Uncoiler : MAX 1,000kg 

*Thickness :0.5t~1.2t(Galv)/0.5t~0.8t(SUS) 

*Speed : MAX 50m/min 

*Coil Width : 101mm 

*Cutting Type : Prazma Cut Type 

1set 

3 

SPIRAL FITTING 

MACHINES 

(원아데 대형) 

YJM-11-03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4 

SPIRAL FITTING 

MACHINES 

(원아데 소형) 

YJM-11-04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5 

SPIRAL FITTING 

MACHINES 

(투아데 대형) 

YJM-11-05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6 

SPIRAL FITTING 

MACHINES 

(투아데 소형) 

YJM-11-06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7 

SPIRAL FITTING 

MACHINES 

(조립기) 

YJM-11-07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8 

SPIRAL FITTING 

MACHINES 

(비딩기) 

YJM-11-08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 설비장비 현황 
2. SPIRAL덕트 장비현황 

SPIRAL덕트 설비장비 현황 (1) 



NO 설 비 명 설 비 번 호 규 격 수 량 비 고 

9 

SPIRAL FITTING 

MACHINES 

(바이브레타) 

YJM-11-08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10 

SPIRAL FITTING 

MACHINES 

(벤딩룰러) 

YJM-11-08 
*Thickness : 0.5t~1.2t(Galv) 

*Motor : 380V/3P, 750w 
1set 

11 유압절곡기 YJM-01-01 KHS 3.2 * 3.1007 1대 

12 유압절단기 YJM-02-01 JWS 3M * 3.2T-1 1대 

13 프레스(크립바) YJM-21-01 1.5 KW 2HP 4P 380V 1set 

14 보강바 롤러 YJM-21-04 

*Cap : 14 Station 

*Shaft Dia : 1 

*Motor : 7.5 Kw 

1set 

15 행가레일머신 YJM-21-05 

*Cap : 14 Station 

*Shaft Dia : 1 

*Motor : 7.5 Kw 

1set 

16 코너 프레스 YJM-21-06 PRESS 1식 1set 

SPIRAL덕트 설비장비 현황 (2) 



DUCT 납품 실적 목록표 

최근 3년 부터~현재까지 

NO 공    사    명 발  주  처 납품년도 비  고 

1   분당선 수서역사 덕트 납품  코레일 2012년   

2   분당선 미금역사 덕트 납품  코레일 2012년   

3   용인 광교신도시 덕트 납품납  GS건설 2012년   

4   첨단 광주 과학관 덕트 납품  교육과학부 2012년   

5   광주 과학기술 센터  덕트 납품  광주과학기술원 2012년   

6   목포 도립도서관  덕트 납품  목포시청 2012년   

7   군산예술회관 덕트 납품  대우건설 2013년   

8   전주아태무형문화전당 덕트 납품  (유)동원공사 2013년   

9   논산 호국 연무사 덕트납품  (유)동원공사 2013년   

10   전주 하가더루밴드 아파트 덕트납품  (유)동원공사 2013년   

11   김포공항 스카이 신축현장 덕트 납품  롯데건설㈜ 2013년   

12   광주수완호수공원 복합쇼핑몰 덕트 납품  롯데건설㈜ 2013년   

13   남양유업 나주공장 생산2동 증축공사 덕트 납품   남양유업 2013년   

14   광양 부영아파트 제연덕트 납품  부영건설 2013년   

15   전북대병원 임상지원연구센터 덕트 납품  전북대병원 2013년   

16   김제청소년 수연원 덕트 납품  김제시청 2013년   

17   안산 롯데케논 신축현장 덕트 납품  롯데건설㈜ 2013년   

18   익산 포스코 아파트 제연 덕트 납품  포스코 건설 2013년   

19   광주첨단 호반아파트 제연 덕트 납품  호반건설 2014년   

20   김포 삼성 레미안 아파트 제연 덕트 납품  삼성건설 2014년   

21   아현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제연 덕트 납품  삼성건설 2014년   

22   광양 대명 아파트 제연 덕트 납품  대명건설 2014년   

23   광주 제석 호반 아파트 제연 덕트 납품  호반건설 2014년   

24   전주 대한 지적공사 덕트 납품  대한지적공사 2014년   

25   여수 한환케미칼 덕트 납품  한화건설 2014년   

26   기흥 삼성전자 기숙사 덕트 납품  삼성건설 2014년   

27   광주 전남대병원 임상지원센터 덕트 납품  전남대병원 2014년   

28   나주 전파진흥원 신축현장 덕트 납품  전파진흥원 2014년   

29   수원광교 호반아파트 신축현장 덕트 납품 호반건설 2014년 

30   목포 보광골드클래스 신축현장 덕트 납품 세종건설 2015년 

31   아산EG 6BL 아파트 신축현장 덕트 납품 EG건설 2015년 

32   광주 선운지구 EG아파트 신축공사 덕트 납품 EG건설 2015년 

33   강원도 삼청 가스공사 신축현장 덕트납품 한양건설 2015년 

34   김천 롯데마트 신축공사 덕트 납품 롯데건설 2015년 

35   전주 KCC 신축공사 덕트 납품 유창 ENG 2015년 

36   여수 웅천 4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덕트 납품 부영주택 2015년 

37   여수 웅천 6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덕트 납품 부영주택 2015년 

38   광주 다목적 체육관(수영장) 신축공사 덕트 납품 진흥기업 2015년 

39   동탄 수질복원 센터 신축공사 덕트 납품 LH건설 2015년 

40   충북 공익근무 연수원 신축현장 덕트 납품 흥성 2015년 

41   수원 광교 롯데마트 신축공사 덕트 납품 롯데건설 2015년 

42   세종 행정지원센터 신축공사 덕트 납품  한양건설 2015년 

43   군산 보금자리 아파트 신축공사 덕트 납품 진흥설비 2015년 

44   세종 EG 1,5,7BL 아파트 신축공사 덕트납품 세종건설 2015년 

45   진천 진흥원 신축공사 덕트납품 청송건설 2015년 

주요 납품 실적 



8번도로

9번도로

7번도로

6번도로

금호타이어 삼성전자(주)

임곡

본사

부산

비아 I/C

서울.대전

광주 T/G

삼성전자(주)24시편의점

본 사 위 치 도

흑석사거리.신가동.송정동

순천.서광주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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