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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황

1. 회사개요

•업 체 명 : 유노빅스이엔씨(주)

•영 문 명 : UNOVICS ENC Co., Ltd.

•대 표 이 사 : 김 한 준 (金 漢 俊)

•매 출 액 : 180억원 (2021년 기준)

•본사 및 기술연구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A동 707호

                    TEL. (031)625-4540(代)  FAX. (031)625-4541

•공장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726-35

                     TEL. (031)671-0651∼2 FAX. (031)671-0653

•공 장 규 모 : 안성공장 - 대지 : 8,264.00m2(2,500평), 건물 : 4,636.31(1,402평)

•자 본 금 : 12억원

•인 원 현 황 : 총 40명 (2022년 8월 현재)

 임원 : 7명, 관리직 : 10명, 기술직 : 23명

2. 기술연구소 및 대리점 현황

기술연구소 유노빅스이엔씨(주) 기술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A동 707호 

TEL. (031) 625-4540   FAX. (031) 625-4541

서울대리점

(주)베인테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714호(에이스평촌타워)

TEL. (02) 867-6467   FAX. (02) 868-6467

(주)하이텍이엔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5호    

TEL. (02) 523-4783   FAX. (02) 523-4786

성안ENC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팩스 B동 510호    

TEL. (031) 698-7838   FAX. (031) 698-7836

레이어드시스템(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아이에스센트럴타워 9층 906호    

TEL. (02) 2135-4768   FAX. 070-4070-4767

연수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736호(가산동, 가산테라타워)   

TEL. (02) 431-0955   FAX. (02) 431-0956

경기대리점

신풍에스엔티(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22(궁내동)    
TEL. (031) 718-5611   FAX. (031) 718-5613

이노브ENG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38, 903호 (장항동, 호수그린)

TEL. (031) 902-1343    FAX. (031) 902-1393

라온TEC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1로 20(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811호

TEL. (031) 373-6473    FAX. (031) 601-9132

(주)하나종합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4층 405호(삼산동, 미라쥬타워)

TEL. (032) 505-4059    FAX. (032) 505-4013

(주)제이디이엔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27동 303, 304호(호계동)

TEL. (031) 454-4743    FAX. (031) 624-0445

충청대리점 원진이엔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5-2 YJ빌 501호

TEL. (042) 933-8013   FAX. (042) 933-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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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연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1998.04.01 회사 설립

1999.07.01 기술지원센타 설립-알엠에스테크놀러지

2000.03.25 금속구조창호공사업 (구,철물공사업) 등록 강남구청장

2000.09.0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강남구청장

2001.07.31 실용신안등록(고무방진마운트) 특허청장

2002.01.01 안성공장 준공

2002.04.16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 한강유역환경청장

2002.05.08 서울시 기계조합 연합회 가입

2002.07.19 KS표시 인증 획득 한국표준협회장

2002.08.21 ISO 9001 인증 획득 한국표준협회장

2002.10.01 유노빅스이엔씨(주) 상호 변경

2003.04.09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가입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2004.02.21 실용신안등록(건축설비방진용 스프링 행거) 특허청장

2004.06.11 유망중소기업선정 신한은행장

2004.11.16 ISO 14001 품질 인증 획득 한국표준협회장

2004.11.22 NEP(우수품질) 인증 획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2005.04.19 우수제품인정(정밀장비용 미진동 제어방진마운트) 조달청장

2005.05.25 벤처기업 선정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장

2005.11.14 2005년 신기술 국무총리표창 수상 행정자치부장관

2005.12.02 특허 등록(건축 설비 방진용 스프링 행거) 특허청장

2005.12.19 특허 등록(건축물 바닥 진동 고효율 방지구) 특허청장

2006.11.14 2006년 신기술 실용화 산자부장관 표창 수상 산업자원부장관

2006.11.15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서울시장

2007.01.1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2007.02.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장

부산대리점 신흥코리아
부산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60, 1504호(구서동, 대보드림채)   

TEL. (051) 583-8034   FAX. (051) 583-8035

대구대리점 베스트이엔씨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5길 14, 5층    

TEL. (053) 262-3245   FAX. (053) 262-3247

포항대리점 낙원엔지니어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1(모나코빌딩2,3층)    

TEL. (054) 281-5697   FAX. (054) 281-5690

광주대리점 세울이엔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202동 214호(매월동)    

TEL. (062) 603-3394   FAX. (062) 603-3395

여수대리점 에스제이상사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889(여천동)    
TEL. (061) 686-8218   FAX. (061) 65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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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Best-Partner 선정 신용보증기금

2008.10.31 특허등록 (내진용 지지장치) 특허청장

2009.01.09 특허등록 (욕실용 소음기) 특허청장

2009.02.11 중소기업중앙회 우수경영자상 수상 중소기업중앙회장

2009.08.27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기계공업경영인상 수상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09.10.23 특허등록 (광대역 소음기) 특허청장

2009.11.12 특허등록 (스프링 댐퍼 마운트) 특허청장

2010.04.01 New Exporter 300 선정 한국무역협회

2012.02.27 조달업무 및 기계공업 발전에 기여 표창 수상 조달청장

2012.05.09 특허등록 (댐핑스프링) 특허청장

2012.05.09 특허등록 (다중 피스톤 댐퍼) 특허청장

2012.10.01 내진제품군 출시

2012.10.10 병역지정업체 선정 서울지방병무청

2013.02.21 설비건설업계 발전과 협회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패 수상 대한설비건설협회

2013.04.03 특허등록(SPS공법의 지하벽체 방진 시스템) 특허청장

2013.09.05 2013년 기계발전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중소기업청

2013.12.07 본사 및 기술연구소 확장 이전 판교 테크노밸리

2014.04.30 특허등록(프레스 방진기) 특허청장

2014.05.26 특허등록(매달기형 방진장치) 특허청장

2014.08.06 김한준 대표이사 취임

2015.03.18 내진 스프링행거 디자인 출원 특허청장

2016.06.2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경기도지사

2017.07.11 흔들림방지버팀대 KFI 인정 획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7.10.1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2017.10.18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엔지니어링

2017.12.20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성남시장

2018.01.25 소방내진설계프로그램 개발

2018.03.22 특허등록(스페이서 및 이를 이용한 클램프 어셈블리) 특허청장

2018.04.01 유노빅스이엔씨(주) 창립 20주년

2018.04.25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9.04.01 동항산업단지 신공장 착공

2019.09.04 스토퍼 KFI 인정 획득

2019.11.20 동항산업단지 신공장 준공

2020.12.31 특허등록(배관용 내진 클램프 시스템) 특허청장

2021.02.1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1.05.14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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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조직표

대  리  점

관 리 부
영 업

소음진동방지사업부
영 업

내진방재사업부

총
무
팀

경
리
팀

생 산 부

검
사
원

시
험
실

방
진
팀

소
음
팀

내
진
팀

연
구
1
팀

연
구 
2
팀

기술연구소

부 사 장

안성공장본  사

 대 표 이 사

서울대리점

(주)베인테크

서울대리점

(주)하이텍이엔지

서울대리점

성안ENC

서울대리점

레이어드시스템(주)

서울대리점

연수산업 주식회사

경기대리점

신풍에스엔티(주)

경기대리점

이노브ENG

경기대리점

라온TEC

경기대리점

(주)하나종합테크

경기대리점

(주)제이디이엔씨

충청대리점

원진이엔지

부산대리점

신흥코리아

대구대리점

베스트이엔씨

포항대리점

낙원엔지니어링

광주대리점

세울이엔지

여수대리점

에스제이상사

영
업
1
팀

영
업
2
팀

영
업
3
팀

영
업
4
팀

설
계
팀

공
사
팀

내
진
영
업
1
팀

내
진
영
업
2
팀

내
진
영
업
3
팀

내
진
영
업
4
팀

내
진
설
계
팀

품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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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무 및 생산품목 내역

1. 취급업무

•제 조 업 : 생산품목 참조

•시 설 업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창호공사업(구, 철물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용역업 : 소음•진동에 대한 진단 및 대책수립에 관한 기술용역, 측정대행업, Shock•Seismic 관련 기술 용역

•수·출입업

2. 생산품목 내역

진동방지제품

• 스프링행거 및 마운트 (Spring Hanger/Mount)

• 네오프렌마운트 및 패드 (Neoprene Mount/Pad)

• 후렉시블 콘넥타 (Flexible Connector)

• 고효율잭업마운트(High Efficiency Jack-up Mount)     • 댐핑 스프링 잭업 마운트

• 구조체방진(탄성받침)    • 고효율 스프링 고무 마운트

• 층간 방진재    • 폴리우레탄 패드    • 발포고무    • 반도체 스프링

내진 및 충격저감용
제품

• 내진 스프링 댐퍼 마운트                           • 내진 및 충격저감용 스누버

• 내진 및 충격저감용 스프링 마운트/행거        • 내진 및 충격저감용 스탑퍼 

• 내진 및 충격저감용 고무 마운트                  • 내진 및 충격저감용 브레이스/클램프

• 충격저감용 제한형 스프링 마운트                • 충격저감용 가변형 스누버

• 흔들림방지 버팀대

소음방지제품

• 공조용 소음기 (Sound Attenuator)    • 광대역소음기

• 소음 쳄버 및 소음엘보                  • AD 소음기(욕실용 소음기)

• 방음실/무향실(Acoustic Enclosure)   • 방음벽        • 댐핑시트

기 타 제 품 • 가진기                                      • 프레스 방진 마운트

  생산능력

품 목 제 품 단 위 생산량

진동방지제품

스프링 마운트 개 / 월 20,000

스프링 행거 개 / 월 15,000

네오프렌 마운트 / 패드 개 / 월 8,000

후렉시블 콘넥타 개 / 월 1,500

내진 및 충격저감용
제품

내진스프링 댐퍼 마운트 개 / 월 5,000

내진 및 충격저감용 스프링 마운트 개 / 월 5,000

내진 및 충격저감용 스프링 행거 개 / 월 4,000

내진 및 충격저감용 고무 마운트 개 / 월 3,000

소음방지제품
공조용 소음기 ㎡ / 월 3,000

소음쳄버 및 소음엘보 ㎡ / 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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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현황

(2022년 8월)

구 분 박 사 기 술 사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합 계

인원(명) 1 2 17 1 13 34

No. 자격증 종류 보유인원(명) 비 고

1 소음진동 공학박사 1

2 소음진동기술사 1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

4 소음진동기사 1급 9

5 건축산업기사 1

6 대기환경기사 1

7 건설기계기사 2

8 건설기계기사 2급 1

9 일반기계기사 3

10 건축기계설비기사 1급 1

11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1

12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4

13 기계제도기능사 1

14 정밀설계기능사 2급 1

15 밀링기능사 2급 1

16 선반기능사 1

17 품질관리기사 1

18 품질관리산업기사 1

19 기계설계산업기사 2

합 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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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기술연구소 위치안내

1. 본사 및 기술연구소 약도

본사 및 기술연구소

우)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A동 707호

Tel : (031) 625-4540(代) Fax : (031) 625-4541

유노빅스이엔씨
유스페이스1 A동 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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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위치안내

2. 안성공장 약도

공장 : 우)17502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726-35

Tel : (031) 671-0651∼2 Fax : (031) 671-0653

14

유노빅스이엔씨
양성면 만세로 726-35

안성동향 일반산업단지

안성 3·1운동 기념관

만세로



    주요장비 보유 현황

제조설비 목록

검사설비 목록

소음•진동 측정장비 목록

Software 목록

02MAI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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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비 보유현황

1. 제조설비 목록

번호 설비명 규격 제조회사 구입년도 수량 설비번호

1 유압식 절곡기 4.5TON 대인기계 2001. 3 1 M-10

2 유압식 절단기 4.5TON 대인기계 2001. 3 1 M-20-1

3 기계식 절곡기 8자 대성기계 2001. 3 1 N-501

4 기계식 절단기 1.6TON×2500L 명성기계 2001. 3 1 N-511

5 AIR PLASMA절단기 SC-61P 효성중공업 2001. 3 1 M-20-2

6 고속카타 M/C 5HP 계 양 2001. 3 1 M-20-3

7 휨로라 M/C 2HP 명성기계 2001. 3 1 M-30-1

8 휨로라 M/C 5HP 명성기계 2001. 3 1 M-30-2

9 휨로라 M/C 5HP 태진공업사 2001. 3 1 M-30-3

10 휨로라 M/C 5HP 명성기계 2001. 3 1 M-30-4

11 펀칭로라 M/C 3HP 명성기계 2001. 3 1 M-40

12 연통로라 M/C 2HP 자체제작 2001. 3 1 N-561

13 연통로라 M/C 3HP 명성기계 2001. 3 1 M-50

14 SOPT 용접기 120KVA 효성전기 2001. 3 1 M-70-1

15 SOPT 용접기 100KVA 효성전기 2001. 3 1 M-70-2

16 SOPT 용접기 100KVA 신성용접기 2001. 3 1 M-70-3

17 SOPT 용접기 100KVA 신성용접기 2001. 3 1 M-70-4

18 AIR SOPT 용접기 SPA-35 선 진 2001. 3 1 M-70-5

19 CO2 용접기 WAC-350A 금성기전 2001. 3 1 M-70-6

20 ARC 용접기 10KW 대화전기 2001. 3 1 M-70-7

21 ARC 용접기 20KW 동성전기 2001. 3 1 M-70-8

22 산소용접기 500W 2001. 3 1 M-70-9

23 탁상드릴 M/C 3HP 계양전기 2001. 3 1 M-80-1

24 탁상드릴 23Ø 금수정밀 2001. 3 1 M-80-2

25 전기드릴 400W BOSCH 2001. 3 1 M-80-3

26 콤프레샤 1HP 천안콤프레샤 2001. 3 1 M-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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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비 보유현황

1. 제조설비 목록

번호 설비명 규격 제조회사 구입년도 수량 설비번호

27 콤프레샤 5kg/㎠ 현 대 2001. 3 1 M-90-2

28 고무유압프레스 200Ton 신원정밀 2001. 3 1 M-100-1

29 고무유압프레스 150Ton 신원정밀 2001. 3 1 M-100-2

30 크레인 2.8Ton L.K 2001. 3 1 M-130

31 선 반 5자 대구중공업 2001. 3 1 M-60

32 가열로 100℃ 자체제작 2002. 2 1 M-150

33 테이프벤딩기 자체제작 2002. 3 1 M-140

34 연삭기 3,450rpm 삼지전기 2002. 3 1 M-110

35 진공청소기 5HP 보흥전기 2002. 3 1 M-120

36 지게차 3.5Ton 대우지게차 2002. 10 1 M-160

37 BATTERY CHARGER 190N 수 성 2003. 5 1 M-160

38 콤프레샤 9.9kgf/㎠G 한신콤프레샤 2003. 7 1 M-90-3

39 CO2용접기 350A 웰드라인 2009. 6 1 M-70-10

40 고무유압프레스 1000TON 성원유압 2009. 9 1 M-100-6

41 고속절단기 5HP 우성산업 2013. 2 1 M-20-5

42 유압식 코너 샤링기 5HP 동신기계 2013. 4 1 M-190-1

43 프레스 60Ton 삼호프레스 2015. 8 1 M-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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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비 보유현황

2. 검사설비 목록

번호 설비명 규격 제조회사 구입년도 수량 비고

1 디지메틱 마이크로미터 0-25㎜ Mitutoyo 2002. 3 1

2 디지메틱 마이크로미터 25-50㎜ Mitutoyo 2002. 3 1

3 디지메틱 캘리퍼스 0-200㎜ Mitutoyo 2002. 3 1

4 버니어 캘리퍼스 0-300㎜ Mitutoyo 2002. 3 1

5 높이게이지 0-300㎜ Mitutoyo 2002. 3 1

6 표면거칠기 비교시편 NONE 일 본 2002. 3 1

7 표면거칠기 비교시편 NONE 일 본 2002. 3 1

8 로크웰 경도시험기 NONE 대경테크 2002. 3 1

9 UTM 300kN 대경테크 2002. 3 1

10 UTM 30kN 대경테크 2002. 3 1

11 정밀석정반 5.0㎛ 성진이엔지 2002. 3 1

12
덕트형 소음기 성능시험 설비

(잔향실 300m3)

ASTM E-477

ISO 7235

KS I ISO 7235

자체 제작 2020. 1 1

13 피막 두께 측정기 -
ELEKTRO
- PHYSIK

2017. 4 1

14 UTM 100kN 대경테크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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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비 보유현황

3. 소음ㆍ진동 측정장비 및 SoftWare 목록

분류 No. 장비명 주요 용도 제작회사 비고

Multi-Channel
Analyzer

1 SA-A1

정밀 소음진동 측정
및 분석

RION

2 LMS SCADAS Mobile(H/W)
LMS

3 LMS Test.Lab(S/W)

Noise

4 NL-52

정밀 소음측정기
RION

5 NL-62

6 SC-310 CESVA

7 NC-74 소음측정기 간이 검교정기 RION

8 Type 1621 밴드패스필터

B&K9 Type 1405 노이즈제네레이터

10 Type 2716C 파워엠프

Vibration

11 Accelerometer(general)

진동 가속도 측정 PCB
12 Accelerometer(seismic)

13 Accelerometer(shock)

14 Accelerometer(mini)

15 Impact Hammer(large size)
충격 가진기

Dytran Instruments Inc.

16 Impact Hammer(middle size) PCB

17 Rotary Vibrator 진동 발생기 -

18 VM-53A 환경진동측정기
RION

19 DPU-414 측정기기용 프린터

Measure & 
Other

20 MP 202 디지털 마노메터  KIMO

21 DISTO D8 레이져 거리 측정기 Australia

22 8000-8-SM-SCANNER 스트레인 측정기
Vishay Micro 

Measurements

23 REVO-100F&250F-INT 토크렌치 (디지털형) NORBAR

24 IP67 버니어 캘리퍼스 (Digital) MITUTOYO

25 SL-333 라인레이져 레벨기 RIZUMU

26 T-GS-706G 고무경도측정 TECLOCK

27 GRL160DHV 레이져레벨기 BOSCH

28 DXL360S 디지털경사계 FDKORS

29 REVO-100F-INT&EX250L 토크렌치(디지털형) JETCO

30 LS-160L 디지털수평계 SINCON

20



    등록증 및 자격증 현황

03CERTIFICATION

본사 사업자 등록증

안성공장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 증명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소음ㆍ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서

IOS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IOS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해외건설업 신고증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기술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의장(디자인)등록증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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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23

24

24

24

25

25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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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27

27

28

28

28

28

29

29

29

33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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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본사

■ 공장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안성공장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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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전문건설업등록증

  -금속구조창호공사업(구,철물공사업)

■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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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증

■ 한국산업규격(KS)표시인증서

  -방진 스프링 마운트

■ 한국산업규격(KS)표시인증서

  -방진 스프링 행거

■ ISO9001품질경영체제인증서(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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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9001품질경영체제인증서(영문판)

■ ISO14001환경경영체제인증서(영문판)

■ ISO14001환경경영체제인증서(한글판)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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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해외건설업 신고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

No.770

제 770 호

상   호  :

대   표   자 :

법  인  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   )      :      [   110111 - 1530058  ]

신   고   업   종   :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주 된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 - 707
                                      호

주 된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 - 707
                                      호

   2014 년 09 월 05 일

김 한 준

(Name of Company)

(Name of Company Representative)

 [Corperation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Type of Business)               (Metal l ic Structures/Dorrs & Windows)

(Address of Company)

    This is to cert i fy that the abocve ment ioned company is an enrol led
  internat ional contractor  in compl iance with Clause 1 under Art ic le 6
of Overseas Construct ion Promot ion Act.

(#A-707, 660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Kim Han Jun)

유노빅스이엔씨(주)

(UNOVICS ENC  Co., Ltd.)

해외건설협회장
   (chairman of Internat ional Contractors Associat 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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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 신기술국무총리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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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 경기도지사 표창

■ 특허증-건축 설비 방진용 스프링 행거 ■ 특허증-건축물 바닥 진동 고효율 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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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증-욕실용 소음기

■ 특허증-광대역 소음기 ■ 특허증-내진용 스프링 댐퍼 마운트

■ 특허증-내진용 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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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증-댐핑 스프링 ■ 특허증-다중 피스톤 댐퍼

■ 특허증-SPS 공법의 지하벽체 방진 시스템 ■ 특허증-프레스 방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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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증-전단볼트

■ 특허증-배관용 내진 클램프 시스템

■ 특허증

  -스페이서 및 이를 이용한 클램프 어셈블리

■ 특허증-매달기형 방진장치

06

2014

매달기형 방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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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증-댐퍼

■ 의장(디자인)등록증-방진구(1)

■ 실용신안등록증-고무 방진 마운트

■ 의장(디자인)등록증-방진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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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확인서■ 의장(디자인)등록증-건구용 진동방지구 커버

■ 의장(디자인)등록증-방진구(3) ■ 의장(디자인)등록증-스프링 행거



제품별 시험성적서

스프링(25mm)

스프링(50mm)

네오프렌 방진패드(VCR-B-25T)

네오프렌 방진패드(VCR-C-25T)

방진패드(VVM 70K)

방진패드(VVM 100K)

VSP(스프링패드)

고무시편(1)

고무시편(2)

고무시편(3)

고무시편(4)

고무시편(5)

고무시편(VSP)

고무시편[HERM(댐핑 스프링잭업)]

고무시편(방진고무)

욕실용 소음기(AD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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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25mm) 성적서

■ 네오프렌 방진패드(VCR-B-25T) 성적서

■ 스프링(50mm) 성적서

■ 네오프렌 방진패드(VCR-C-25T)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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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패드(VVM 70K) 성적서

■ VSP(스프링패드)

■ 방진패드(VVM 100K) 성적서

■ 고무시편(1)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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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시편(2) 성적서

■ 고무시편(4) 성적서 ■ 고무시편(5) 성적서

■ 고무시편(3)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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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시편(방진고무) 성적서

■ 고무시편 [HERM(댐핑 스프링잭업)] 성적서

■ 욕실용 소음기(AD소음기)

■ 고무시편(VSP)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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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특허상품화 기술개발사업

•앙골라 Talatona Convention Hotel 소음 평가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소음 저감 기술 용역

•서울시청사 증축공사 기계실 설비 소음 진동 영향성 평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동물실험실동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가천길병원 옥탑층 설비소음 영향성 평가

•문경 국군체육부대 실내체육관 사용자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진접 동부센트레빌 실내설비 및 실간 층간 소음 측정 및 평가

•국립 국악원 연희전용극장 신축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광화문 교보빌딩 리모델링공사 TMD 설치 및 시공후 측정 평가

•동자동 4구역 동부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설비 진동 영향성 평가

•수원 늘푸른 벽산아파트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서울시정연구원 특허상품화사업 내진용 스프링댐퍼마운트 상품화 개발 연구보고서

▣ 2011년도

•마곡지구 9, 10, 11, 12단지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ANGOLA Intercontinental Hotel/Casino 소음 영향성 평가

•Intercontinental Hotel/Casino 소음용역 평가

•특허상품화 기술개발사업

•청진1지구 KT사옥 지하철 영향 평가

•브레이커 도난방지 시스템의 충격진동 전달수준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발용역 평가

•삼성SDS 과천센터 발전기동 증축 소음진동 평가

•롯데센터 하노이 소음진동 용역 평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세곡2지구 3, 4단지 KTX 소음진동 영향성 평가

▣ 2012년도

•Hamad Medical City, Women's Hospital 소음진동 영향 및 대책방안

•Hamad Medical City,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Hospital 소음진동 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Hamad Medical City, Ambulatory Hospital 소음진동 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ANGOLA Kinaxixi MXD Complex Building 소음진동 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창원 서브원 MWC 물류센터 진동평가

•35th Air Defence Artillery(ADA) headguarters, Osan AB

  - Shock Mitigation Design Service(Package Ⅰ)

•35th Air Defence Artillery(ADA) headguarters, Osan AB

  - Shock Mitigation Design Service(Package Ⅱ)

•카타르 HMC 기계실 소음진동 영향 평가

최근 연도별 소음ㆍ진동 및 ShockㆍSeismic 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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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도별 소음ㆍ진동 및 ShockㆍSeismic 용역 실적

▣ 2013년도

•롯데몰 수원역점.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 평가

•한국 오웬스 코닝 김천공장 진동 영향성 평가

•현대자동차 남양 PT 환경선행 연구동 진동 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35th Air Defence Artillery(ADA) Headquarters, Osan Air Base, Korea

  - Inspection of Construction for Shock Mitigation

•35th Air Defence Artillery(ADA) Headquarters, Osan Air Base, Korea

  - Operating & Maintenance Manual

•평택 LG디지털 파크 TV동 공조실 진동영향 평가

•상봉동 프레미어스 엠코 실외기 소음측정 및 평가

•CY09 YRP A09601 Communication Center, USAG Humphreys, Korea

  - Shock Mitigation And Anchor Design Service For All Overhead Equipment Suspended From Ceiling Slab.

▣ 2014년도

•Angola Kinaxixi MXD (K1/K2) Coordination 소음진동 영향평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2차) 시설공사 소음진동 영향평가

•현대 IHL 대구공장 정밀장비 진동 영향평가

•해운대 I-PARK T1동 세대내 소음 영향평가

•현대IHL 대구공장 구조강성보강공사 에 따른 Slab 고유진동수 측정 및 평가

•Hamad Medical City CP 300B Hospital Fit-Out 벽체 차음성능 평가

•CY09 YRP A09601 Communication Center, USAG Humphreys, Korea

  - Shock Mitigation and Seismic Design for Mechanical System

  - Shock Mitigation and Seismic Inspection for Mechanical System

•CY09 YRP A09601 Communication Center, USAG Humphreys, Korea

  - Shock Mitigation and Seismic Design for Electrical System

  - Shock and Seismic Inspection for Electrical System

▣ 2015년도

•현대IHL 경주공장 정밀생산 장비 및 광학검사 장비 진동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롯데몰 은평 복합상업시설 지하철 소음진동영향 평가

•CY13 ROKFC In-Kind, USAG Humphreys, Korea

  - Diesel Generator Soundproof Enclosure System Design and Seismic Design

•삼진제약㈜ 향남공장 B동 공조설비에 의한 정밀실험 장비 진동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화장실 배관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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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나라키움 신사빌딩 개발사업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평가

•SH마곡지구 아파트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평가

•창원OO지상복합 2차 소음 영향평가

•CY13 ROKFC IN-KIND A13R103(2ID HQ), 2ID HEADQUARTERS FACILITY, USAG HUMPHREYS, KOREA

  - Structural and Seismic Design for the Enclosure.

  - Seismic Design for Equipments located inside the Enclousre

•CY08 YRP, PN A08Y800 HOSTPITAL & AMBULATORY CARE CENTER USAG HUMPHREYS, KOREA

  - Seismic Design for Mechanical Non-Structural Elements(Package I).

▣ 2017년도

•CY13 ROKFC IN-KIND A13R103, 2ID HEADQUARTERS FACILITY, USAG HUMPHREYS, KOREA

  - Seismic Design for the Electrical Conduits.

•CY08 YRP, PN AO8Y800 HOSPITAL & AMBULATORY CARE CENTER, USAG HUMPHREYS, KOREA.

  - Seismic Design for Mechanical Non-Structural Elements (Package Ⅱ).

  - Seismic Design for Electrical Conduits.

  - Seismic Design for Pneumatic system.

  - Seismic Design for Bus Duct System.

  - Seismic Design for Continuous Rows Fixture.

  - Seismic Special Inspection for Mechanical System.

•광명역세권 복합1 주상복합 신축공사 신안산선 소음진동 영향평가

•한국은행 기술제안 소음진동 연구용역

•프로젝트 R 신축공사 설계용역

•CY16 ROKFC IN-KIND PN A13R216 UNACCOMPANIED ENLISTED PERSONNEL HOUSING, USAG HOMPHREYS, KOREA

  - Seismic Design and Inspection for Mechanical System.

▣ 2018년도

• FY15 MCA PN81230, FAMILY HOUSING NEW CONSTRUCTION, CAMP WALKER, KOREA

  - Seismic Design for the Concrete Vault Fuel Tank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성능 확보기술 개발

• 대호테크 SHIELD RACK 구조프레임 내진평가

• FY17 AFH MILCON, PN81427, FAMILY HOUSING NEW CONSTRUCTION, CAMP WAKER, KOREA

  - Seismic Design for the Gas Piping

• CY16 ROKFC IN-KIND PN N16R100 SOF OPERATIONS FACILITY AND BARRACKS, CHINHAE, KOREA

  - Seismic Design for the Gas Piping & Concrete Vault Fuel Tank

• CY10 YRP A10Y220 ARMY FAMILY HOUSING TOWER, USAG HUMPHREYS, KOREA

  - Impact assessment and reduction measures for noise and vibration of pumps

•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지하철 소음진동 평가

• 서울중앙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 벽체 차음성능 평가

최근 연도별 소음ㆍ진동 및 ShockㆍSeismic 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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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 유성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버스운행 진동 영향평가

• 평택 통신센터 Shock Inspection(전기 추가 계약)

•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내부순환로 및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평가

•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건설공사 SRT운행에 따른 진동 영향평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성능 확보기술 개발 - 2차년도

▣ 2020년도

• 한국애보트진단 보라동(2공장) 자동화장비 진동 측정 및 평가

• 파주운정3 A-37BL 공동주택 GTX-A 운행에 따른 진동 영향평가

• 판교 알파돔 6-1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소음진동 컨설팅 및 측정

• 판교 알파돔 6-2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소음진동 컨설팅 및 측정

• 세종시 새뜸마을 4단지 소음진동 측정 및 대책방안

• CY16 ROKFC IN-KIND PN N16R100 SOF OPERATIONS FACILITY AND ARRACKS, CHINHAE, KOREA

  - Seismic Design for the Gas Piping

• FY19 AFHC, PN81429, FAMILY HOUSING TOWER #4, CAMP WALKER, KOREA

  - Seismic Design for the Gas Piping

▣ 2021년도

• CY17 ROKFC IN-KIND, PN A10R120, U.S. ARMY

    REGIONAL CORRECTIONAL FACILITY, USAG HUMPHREYS, KOREA

  - Seismic Design & Inspection for Electrical Systems.

  - Seismic Design & Inspection for Mechanical Systems.

• CY19 ROKFC IN-KIND, F17R502, EXPAND 5TH RS OPERATIONS, OSAN AB, KOREA

  - Seismic Design for Electrical Systems.

• CY19 ROKFC IN-KIND, N19R950, CONSTRUCT INDOOR TRAINING POOL, CHINHAE, KOREA

  - Seismic Design for Electrical Systems.

• FY17 MCA, PN81428, FAMILY HOUSING NEW CONTRUCTION, CAMP WALKER, KOREA

  - Seismic Design for HVAC Riser Piping.

• CY18 ROKFC IN-KIND, F18R550, 3RD GENERATION HAS, PH 4,5,6, KUNSAN AB, KOREA

  - Seismic Design & Inspection for Electrical Systems.

최근 연도별 소음ㆍ진동 및 ShockㆍSeismic 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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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음방진 납품 및 시설공사

삼성엔지니어링㈜ EDISON 2 PJT 냉각탑 소음설비 15.01

성마기업 주식회사 천안 성정동 신라 STAY 호텔 신축 기계설비공사 중 방음 방진류 납품건 15.01

㈜동일기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15.01

에이치피에스㈜ Englosure 방음성능 설계 및 4025 승인서류 첨부자료 기술지원 15.01

대우조선해양건설 마산의료원 15.01

금호건설 하나투어리모델링 15.01

삼성물산 성대 IBS센타 신축현장 15.01

삼성엔지니어링 탕정 A3 Project 15.01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문화센터 신축현장 15.01

서울냉열㈜ NCO아카데미(평택미군기지)내진방진 납품 15.02

㈜영남기공 상암동 사보이시티 기계설비공사 중 네오프랜방진,소음기챔버 설치공사 15.02

동신닥트 낙동강 호국평화 기념관 소음기,소음챔버 납품 15.02

아이엔지공조 새만금 열병합 발전소 소음기,소음루바 납품 15.02

한화건설 평택미군사령부 신축공사 15.02

한화건설 평택 미국사령부 냉각탑 방음공사 15.02

현대엔지니어링 정자동 엠코헤리츠 방음공사 15.02

대림산업 신분당선연장3-1공구(정자~광교) 15.02

원화이엔지㈜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방음,방진장치 납품 15.03

은진기업㈜ 바텍 R&D센터 신축공사 중 방진,소음장치 설치공사 15.03

원화이엔지㈜ 연세대 경영관 신축공사현장 방진,방음 장치 공사 15.03

경동기공 신한울 1,2호기 모의제어훈련원 냉각탑 방진공사 15.03

㈜건형설비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신축공사 중 방음방진장치 납품공사 15.03

㈜이래엠이씨 평택비축기지 냉동설비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 15.03

창득설비㈜ 푸르메 아동 재활병원 신축공사 중 방음방진 공사 15.03

진우이엔씨주식회사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공사중 소음기,소음챔버,방진 장치 납품건 15.03

삼성물산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관 15.03

현대산업개발 강릉아산병원 15.03

대림산업 왕십리뉴타운 1구역 방음공사 15.03

현대산업개발 송도글로벌캠퍼스대학교 15.03

대우건설 신분당선연장 2공구(정자~광교) 15.03

태광공조 화성시 향남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현장 소음루바 납품 15.04

롯데건설㈜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방진매트 납품 15.04

삼원특수건설㈜ 국방부별관 리모델링 공사 15.04

서울샤프중공업㈜ 고려아연 황산2계열 무수황산 증설 MIST E.P 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15.04

CJ건설 CJ Only One R&D냉각탑 방음공사 15.04

삼성물산 엠코코리아 K5 현장 15.04

강산건설㈜ 푸르메병원 소음기 납품 15.05

동해기연㈜ 현대건설-인천지하철211공구 15.05

㈜티에스에어테크 포스코건설 15.05

구보공영㈜ 공공청사 기계실 배관공사 방음방진 자재납품 및 설치 15.05

환경이엔지㈜ 한국가스공사 인천사옥 신축현장 소음기 외 납품 15.05

주식회사연우 여주박물관 신축공사 15.05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용 방산탑용소음기(13sets) 15.05

한국전력공사 345kV 신의정부 S/S 방음공사 15.05

현대건설 인천지하철 211공구 15.05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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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탄자니아 무하드병원 15.05

계룡건설 부산대병원 신축현장 15.05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신율전관 15.05

금호건설 대구 혁신도시 3차 서한 이다음 15.05

롯데건설 장교 5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15.06

창성건설주식회사 청진구역 제 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진패드공사 15.06

㈜정도설비 한국타이어 R&D센터 일반설비공사 중 방음방진 납품 15.06

현대산업개발 평택다운타운 업무시설 15.06

GS건설 파르나스타워 15.06

창성건설㈜ 청진 17지구 재개발 15.06

신세계건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15.06

대림산업 용인 OO부대 15.06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실외기방음 15.07

삼성물산 S3 Project 15.07

대림산업 삼양판교R&D센터 15.07

현대엔지니어링 파이롯트 의장3동 신축공사 15.07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연구소 제어2동현장 15.07

㈜포스코건설 국방과학연구소 방진공사 15.07

양명이엔지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15.07

티에스에어테크 부산지하철 102공구 15.08

경남지방조달청 밀양문화예술회관 15.08

㈜다원디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08

나라컨트롤 서울대면역연구소 15.08

대한엠이씨 위례 22지구 오피스텔 15.09

대우건설 용산호텔 신축공사 15.09

삼성물산 수원 중앙광장 조성공사 15.09

대림산업 환경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 15.09

계룡건설 911시설공사 신축현장 15.09

요진건설산업 군산통신센터 현장 15.09

롯데건설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15.1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2동 15.11

계룡건설 EBS통합사옥(음향 및 기계) 15.11

롯데건설 산본 복합쇼핑몰 냉각탑 방음공사 15.11

경인기계 오산 열병합발전소 방음공사 15.11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의왕연구소 방음공사 15.12

익전건설㈜ 고덕변환소 345kV 15.12

삼성물산 서울 로얄호텔 15.12

현대엔지니어링 서초 꽃마을 복합시설 15.12

롯데건설 KT 동대문 지사 복합시설 16.01

현대산업개발 한남아이파크 16.01

원진이엔지 EBS 통합사옥 16.01

㈜화인메컨 삼양 판교 R&D센터 16.01

베인테크 파르나스타워 16.02

한양이엔지 외 탕정 SDC K-PROJECT 16.02

엡스엔지니어링 인천 로봇랜드 신축공사 16.02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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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지 SK위례 집단에너지 16.02

㈜이앤디엔지니어링 TEODORO 적도기니공항 16.02

베인테크 파주 P-9 16.03

베인테크 하나금융데이터센터 16.03

코원이앤씨 HD드라마타운 16.03

대신산업설비 산본 복합쇼핑몰 16.03

삼우설비㈜ 광명 효생해링턴 오피스텔 16.04

원진이엔지 과천 911 신축공사 16.04

원진이엔지 진천선수촌 2단계 16.04

베인테크 나인트리호텔 16.04

현대산업개발 창원용지아이파크 16.04

현대산업개발 마포아현아이파크 16.05

현대엔지니어링 남양 인증시험동 및 자동내구동 16.05

현대엔지니어링 남양 상용연구동 16.05

서울창호 공덕역 복합개발사업 16.05

㈜효성공조 화성서부권 여성비젼개발사업 16.05

용원토탈솔루션 롯데백화점 대구점 16.05

㈜메타이엔시 NH농협 충남통합본부 신축공사 16.05

현대엔지니어링 남양 모듈조립2동 & 환경열화시험동 16.06

성지공조기술 서초꽃마을 16.08

베인테크 마곡사이언스파크 N3 16.08

현대엔지니어링 광교 D3블럭 16.08

베인테크 마곡사이언스파크 DP2 16.08

용원토탈솔루션 대구역사 증축공사 16.08

㈜유성종합설비 속초 롯데리조트 16.08

㈜삼아에코빌 스탠포드호텔 앤 리조트 16.09

동해기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6.09

영남기공 원주지방복합청사 건립공사 16.09

삼호건설 대구금호지구E편한세상 16.09

정풍닥트 문정동 법무시설 16.10

정수이엔지 인천아시아드 롯데씨네마 신축 16.10

원진설비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응급센터 신축공사 16.11

㈜동산테크 용인 시민체육공원 16.11

베인테크 마곡사이언스파크 N1 16.11

극동건설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 16.12

대정설비 알파돔시티 6-4BL 신축공사 16.12

베인테크 파주 P-10 16.12

베인테크 옥길 자이 16.12

정도설비 위례중앙타워 신축공사 16.12

세일이엔에스 용산역 민자역사 17.01

을지공영㈜ 시몬스 본사 및 생산물류시설 17.01

연수산업 동탄 다이모스 17.01

한양이엔지 탕정 K-PROJECT 17.01

성도이엔지 탕정 K-PROJECT 17.01

세보엠이씨 탕정 K-PROJECT 17.01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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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계공무 춘천부품사업소 신축공사 17.01

필로스 갈매역 아이파크 17.01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디자인동 리모델링 17.01

베인테크 파주 P10 17.01

베인테크 마곡사이언스 DP2 17.01

베인테크 구미 다리온 17.01

경인기계 서브원 마곡 업무지원시설 냉각탑 방음공사 17.01

세종엔지니어링 김포 운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17.01

삼지건설 수원지방검찰청 신축공사 17.01

무경설비 광교 C3블럭 주상복합(아이파크) 17.01

필로스 반포레미안 아이파크 17.01

도우엔지니어링 KCC 중앙연구소 PILOT 신축공사 17.02

진호실업 굿모닝 심장뇌혈관병원 신축공사 17.02

위례중앙타워 현장 17.02

성지공조기술 광명 오피스텔 17.03

알루마켓 베트남 호치민 LANDMARK 81 17.03

경인기계 송도 오네스타 냉각탑 방음공사 17.03

대정설비 송도 RM2 신축공사 현장 17.03

김앤드이 송도 RM2 신축공사 현장 17.03

베인테크 거제 한화 해양리조트 17.03

성지공조기술 광교 D3블럭 17.04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시스템내구동 증개축공사 17.04

현대산업개발 구리갈매아이파크 17.04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서초래미안아이파크 17.05

현대엔지니어링 용인 기흥역사 17.05

성지공조기술 용인 기흥역사 17.05

경인기계 위례 26블럭 냉각탑 방음공사 17.05

한산시피에스 소사원시 E8M 기계설비공사 3공구 현장 17.05

동성금속기술 가천 임상기초 연구센터 램프 구조 방진공사 17.05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충남 도립도서관 신축공사 17.05

베인테크 부천 옥길자이 17.05

㈜탐진이엔지 김포 마리나베이호텔 신축공사 방음방진 17.05

베인테크 판교 알파돔 17.06

협우설비 제주신화역사 17.06

서희건설 서희 시뮬레이션센터 방음자재 납품 17.07

효성 군인아파트 17.08

진화이엔씨 광교덴티움 17.08

백산이엔씨 광교덴티움 17.08

베인테크 알제리라마 17.09

백산이엔씨 e편한세상 양주 3차 17.09

명신기공 e편한세상 양주 3차 17.09

성지공조기술 안양 평촌 힐스테이트 17.11

현대엔지니어링 하남미사지구 1-3,4 BL 17.11

백산이엔씨 하남지식산업센터 17.11

베인테크 강릉 G-STAY 호텔 17.11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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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테크 LG전자 인천캠퍼스 17.11

삼호건영㈜ 평택 미군기지 대미숙소 17.11

이연산업 서래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17.12

현대산업개발 마포한강아이파크 17.12

중원엔지니어링㈜ 하남미사 강병도시 26-2BL 18.01

서울냉열㈜ 여의도 파크원 18.01

㈜효일종합상사 KB금융 통합 IT센터 18.01

SK건설 광교 SK VIEW 18.01

대림산업 E편한세상신촌 4단지 방음공사 18.01

㈜구미이엔지 제주 체크인센터 18.01

현대엔지니어링 마북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연구2동 18.01

삼성바이오로직스 N-PROJECT 18.01

내덕건설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방음방진 18.02

㈜우노건설 동탄 SK V1 CENTER 18.02

㈜백산이엔씨 광교덴티움신사옥 18.02

주식회사 베인테크 평촌 U+ 18.02

주식회사 베인테크 대구데이터센터 18.02

무경설비㈜ 광교C3 아이파크 18.03

이노브ENG 새마을금고 IT센터 18.03

농은이앤씨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동 18.03

현대엔지니어링 일산 한류월드 M4블럭 주상복합 18.04

주식회사 성암 오산 607현장 18.04

거승공조덕트 제주신화 워터파크 18.04

세일이엔에스㈜ 동부서비스센터 18.04

하나글로벌 인재개발원 18.04

귀뚜라미범양냉방 시흥 은계써밋플레이스 18.06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수원영통아이파크캐슬 18.06

SK건설 SK 실트론 구미 3공장 18.07

현대산업개발 가락시영 재건축 18.07

경북도립도서관 18.07

㈜해동에스디 고양시티삼송 2차 18.07

무경설비㈜ 가락시영재건축 18.07

귀뚜라미범양냉방 서초 1-1,1-2bl 18.07

귀뚜라미범양냉방 광주 호반써밋플레이스 18.07

에이원엠엔씨㈜ 마곡 지웰타워 오피스빌딩 18.08

주식회사 LG화학 BR 제품공정 소음개선 투자 18.08

세일이엔에스㈜ 국민은행 전산센타 18.08

GS건설 광명역 자이타워 18.08

범양이엔씨 광명역세권 복합시설 조성공사 18.08

성안이엔씨 시안 X2-PJT 중건1국 18.08

하이텍이엔지 세운 6-3 오피스 빌딩 방음공사, 방음방진 납품 18.08

나산플랜트 물산업 클러스터 소음기 납품 18.08

㈜엔테크건설 광교지식산업센타 18.09

중원엔지니어링㈜ 오뚜기 중앙연구소 18.09

㈜용원토탈솔루션 익산 시네마 18.09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주요 방음방진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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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LG화학 LDPE 소음개선 투자 18.09

㈜탐진이엔지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18.09

정도설비 여의도 파크원  방음방진 납품 18.09

삼우설비 남산 CJ사옥 리모델링 방음 납품 18.09

성안이엔씨 이천하이닉스 MF-PJT 18.09

성안이엔씨 평택 P2-PJT 18.09

성안이엔씨 천안 삼성 SDI 중대형 M-LINE 18.09

신흥설비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소음기 납품 18.09

한양이엔지 아산 탕정 프로젝트 방진 납품 18.10

성안이엔씨 평택2기 UT동 신축공사 18.10

성안이엔씨 남양 다산신도시 근생 신축 18.10

㈜성두이엔씨 청라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18.11

서울냉열㈜ 한화 B-PROJECT 18.11

GS건설 KT 신사 관광호텔 18.11

유성하이텍 동해 1,2호기 Silencer 18.12

주식회사 LG화학 PP Bolwer 방음공사 18.12

대경테크 자갈치역 본선소음기 18.12

한성닥트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18.12

현대엔지니어링 영남권 연수원 18.12

삼일기업공사 YG신사옥 신축공사 18.12

경희의료원 18.12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조성사업 방음 납품 18.12

성안이엔씨 화성 E-PJT 18.12

㈜대한이엔지 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 19.01

대림산업 대림 신문로 주상복합 리모델링 19.01

현대산업개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19.01

정도설비 평택 삼성전자 사무2동 19.01

성안이엔씨 화성 X-PJT 19.01

신성건설 원남동 오라카이 호텔 19.01

화성산업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19.01

성지공조기술 돈의문 3구역 19.01

유성하이텍 당진화력 5&6호기 Silencer 19.02

유성하이텍 송도 6,8공구 19.02

한화건설 판교 테크노밸리 19.02

엔테크건설 마곡 넥센타이어 R&D센터 19.02

현대건설 현대지식산업센타 한강미사 1차 19.02

현대건설 현대지식산업센타 한강미사 2차 19.02

성문건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 건립공사 19.02

귀뚜라미 환경테크 과천 주공1단지 19.03

한화건설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19.03

나산플랜트 나라키움 광주 빛고을 신축공사 19.03

현대산업개발 인덕아이파크 19.03

현대산업개발 사가정센트럴 아이파크 19.03

현대산업개발 인덕 아이파크 19.04

현대엔지니어링 충주2공장 증축공사 19.04

주요 방음방진 납품 및 시설공사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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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19.05

화성산업 대전 신협연수원 신축공사 19.05

대림산업 대림 신문로 리모델링 19.05

이엔디엔지니어링 루이비통 청담 리모델링 19.05

삼원특수건설 일산 병원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19.05

이테크건설 천안아산역 THE LIV 신축공사 19.06

현대엔지니어링㈜ 판교 알파돔 복합시설 19.06

중원엔지니어링 삼평동 683 업무시설 19.06

대성기공 서남물 재생센터 19.06

동광건설 동광비즈타워 별내 신축공사 19.07

영남기공 흡입독성 시험시설 증축공사 19.07

신동양기업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19.07

세일이엔에스 한화갤러리아 광교점 신축공사 19.07

무경설비 파주 운정아이파크 19.07

두인이엔지 하남미사 11-1, 12-1BL 19.07

GS건설 안산그랑시티자이 2차 19.07

화성산업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19.07

포스코 부산명지지구 2BL 19.08

포스코 부산명지지구 3-1BL 19.08

성도이엔지 천안 MEMC현장 19.08

경인기계 이천 SK 하이닉스 냉각탑 방진 19.08

현대산업개발 별내 IPARK 19.09

성안이엔씨 테헤란 237 개발사업 19.09

성안이엔씨 청라 국제도시 C3-1-3-6BL 19.09

효성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중 진공탱크 방음공사 19.09

탐진이엔지 대구 메리어트 호텔 19.10

동부건설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19.11

우미건설 대구 삼성생명 빌딩 증축 및 용도변경 19.11

세방테크 LG생활건강 물류센터 19.11

성안이엔씨 시안 X2-PJT 19.12

삼호 부산 해운대 노보텔 리모델링 20.01

창성종합건설 오창 SFC연구소 20.01

베인테크 안성 스타필드 20.01

경인기계 하남미사 11,12BL 냉각탑 방음공사 20.01

경인기계 세종시 3생활권 광역복지 20.01

범진이엔지 단국대 암센터 20.01

경인기계 부산 명지 2,3BL 냉각탑 방음공사 20.02

태영건설 광명역세권 2단계 20.02

현대엔지니어링 부천 중동 주상복합 20.02

동광건설 동광비즈타워 별내 신축공사 20.02

경인기계 동탄IX 냉각탑 방음 방진 20.03

한진중공업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신축공사 20.03

한양산업개발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20.03

구보설비 주식회사 세종 시립도서관 20.03

한화건설 판교아이스퀘어 신축공사 20.04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주요 방음방진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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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엔씨 김포 지식산업센터 20.04

현대건설 천안 동남구청 설비 20.04

한화건설 하남 오벨리스크 20.04

대우건설 분당 지웰푸르지오 20.04

디엘이엔씨 대림 신문로 리모델링공사 20.04

신성건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공사 20.04

포스코건설 부산 명지지구 2BL 2공구 20.04

한국이엔씨 마곡아워홈 20.04

덕신건업 서울 파르나스 레노베이션 20.04

우미건설 대구 삼성생명 빌딩 증축 및 용도변경 20.04

씨제이대한통운 센텀포인트 명동 복합시설 20.05

모든설비 파주법원리 천현초 20.05

화엄토건 청량리 오피스텔 20.05

현대건설 춘천호반 관광지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20.05

우정설비건설 원주 의료원 20.06

효성 돈의문3구역 오피스텔 20.06

미래공조시스템 연세대 20.06

한화건설 당산동 청년주택 20.06

현대산업개발 평택아이파크 20.06

신성건설 마곡 D28-2 공공산업지원시설 20.06

지에스네오텍 판교 아이스퀘어 20.06

제일건설 시흥장현지구 상업6BL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냉각탑 소음기 20.06

효성 돈의문3구역 재정비사업 20.07

와이비씨건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48-2 20.07

이평종합건설㈜ 메트로시티 20.07

성원종합설비 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공구 20.07

디엘건설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20.08

㈜대림코퍼레이션 안성-구리고속11공구 20.08

서브원 평촌 LG U+ 20.08

동아토건 남동구 논현동 힘찬종합병원 신축공사 20.08

한라 제1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 및 개선공사 20.08

고려개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사업 20.09

CJ대한통운 CJ ENM 콘텐츠월드 신축공사 중 닥트라이닝 20.11

신동아종합건설 성남축구센터 건립공사 20.11

화성산업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20.11

현대산업개발 광주 계림아이파크 20.11

제이케이아이디 평촌 푸르지오 20.11

고려개발 마곡지구 C2-6BL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0.12

태영건설 광명역세권 호텔동 20.12

경인기계 구로SKV1 냉각탑 방음공사 20.12

현대엔지니어링 판교알파돔 현대6-2bl 20.12

태영건설 판교 그래비티 호텔 방음공사 21.01

디엘이엔씨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방음공사 21.01

금호건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6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 중 공조용 소음기 21.01

롯데건설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21.01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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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엔씨 동탄스포츠파크 신축공사 21.02

웰크론한텍 서초 KB요양시설 신축공사 중 실외기 방음공사 21.02

롯데건설 하남 미사 1-1,2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각탑 소음기 21.02

호반건설 성남 HPPK 연구소 방음장치 21.03

현대산업개발 평택시 장당지구 4BL 복합시설 신축 21.03

디엘이엔씨 창동 창업 및 복합시설 21.03

GS건설 마곡 LG아트센터 21.03

㈜한라 만도 NEXT M 현장 21.03

㈜한라 판교 텔레칩스 현장 21.03

서번산업엔지니어링 부산지하철 1호선 본선환기설비 소음기(3차 1공구) 21.04

부민공영 파주 금촌 메디인병원 신축공사 21.04

롯데건설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2단지) 21.04

한진중공업 홍대아트앤디자인밸리 21.04

CJ대한통운 신라교역 사옥 신축공사 21.04

호반건설 송도 8공구 M2BL 21.04

현대산업개발 서울아산병원 I동 증축공사 21.04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생산기술개발2동 21.04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21.05

코스탈파워 PUS04 Project 21.05

태영건설 경기도 신청사 21.05

한양 세종시 냉각탑 방음공사 21.05

SK에코플랜트 루원시티2차 SK VIEW 21.05

현대엔지니어링 판교 알파돔 냉각탑 방음공사 21.05

한진중공업 부천 문화예술회관 21.05

대우건설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21.05

우양이엔지 별내선(8호선 연장) 1,2공구 공조용 소음기 제작구매설치 21.06

와이엠테크 롯데건설 정자동 더블트리 호텔 21.06

대보건설 대구신서 오피스텔 21.06

현대엔지니어링 남양현대차 산업보건센터 21.06

디엘이엔씨 SM엔터테인먼트 21.06

현대산업개발 전주 태평 아이파크 21.06

현대엔지니어링 하남 감일 현대테라타워 21.06

중원엔지니어링 하남 미사 현대클러스터3차 21.07

한진중공업 부산 오페라 하우스 21.07

호반건설 자양동 더라움 오피스텔 21.07

신세계건설 강남 아난티호텔 21.07

삼협엔지니어링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소음기 외 납품건 21.08

쌍용건설 오포 물류센터 21.08

현대엔지니어링 대전 도안지구 오피스텔 21.08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지식산업센터 21.08

현대산업개발 속초 아이파크 정화조 방음공사 21.08

서울지방조달청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유인송풍기 및 부속설비 21.09

현대건설 슈어소프트테크 지란지교 21.09

SK에코플랜트 루원시티2차 SK VIEW(근린생활시설) 21.09

한진중공업 한국 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21.10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주요 방음방진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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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음방진 납품 및 시설공사

kcc수원전시장 21.10

GS건설 여의도 브라이튼 호텔 21.10

태영건설 마곡 CP4 21.11

GS건설 파주 P10 CR & UT공사 21.11

서울교통공사 2021년 본선환기설비 개량사업 소음기 제작구매 설치 21.12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내선 4공구 기계분야 관급자재 본선 송풍기용 소음기 구매 21.12

효성중공업 수서 역세권 구조체 방진 21.12

태영건설 다산지금지구 지식산업센터 21.12

대성건설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21.12

대우건설 평택 가족숙소 기계실 방진공사 21.12

우양이엔지 별내선 6공구 기계분야 관급자재 소음기 구매 22.01

신세계건설 오시리아 리조트 22.01

한국전력기술 영오,교대,천호 변전소 22.01

디엘이엔씨 고양 향동 스타비즈 3,6BL 22.01

대우건설 고양덕은 리버워크 22.01

디엘이엔씨 e편한세상 거제유로아일랜드 22.02

아모레퍼시픽 가희동 근생시설 실외기 방음공사 22.02

HDC현대산업개발 제주곶자왈 방진공사 22.02

한라 판교텔레칩스사옥 22.02

롯데건설 롯데청량리4구역 22.02

GS건설 평촌 U+ 메가센터 22.02

CJ대한통운 신한은행 기흥연구소 재건축 22.03

현대엠코 송도 엠코코리아 K5 22.03

한화건설 영종도 인스파이어 현장 22.03

롯데건설 김포 열병합 발전소 22.03

천주교수원교구 남양성모성지 22.03

지에스네오텍 장충동 교육연구소 22.04

현대엔지니어링 루카831 22.04

㈜오티티 동탄 C16BL 22.05

대저건설 서울대병원 본관 증축 22.05

SK네트웍스 SK공주 밧데리공장 22.05

대방주택 전주 대방 디엠시티 22.0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 22.06

현대건설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 22.06

디엘이엔씨 삼성~동탄 광역급행열차 2공구 22.06

한진중공업 내포그린에너지 22.06

쌍용건설 적도 기니 22.07

상  호 공 사 명 계약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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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1. 호텔

현       장       명 건  설  사

수원 노블카운티 현장 실외기 방음 공사 삼성건설㈜

정선콘도미니엄 현장 방진재 납품/공사 대림산업㈜

설악 워터피아 증축 기계설비공사 중 방음 납품/공사 한화건설㈜

Best Western Hotel 방진 공사 두산건설㈜

인터콘티넨탈 호텔/카지노 프로젝트 쌍용건설㈜

수원 인계동 이비스호텔 리모델링 공사중 방진 납품 쌍용건설㈜

제주 휘닉스 현장 방진,방음 납품 삼부토건㈜

곤지암 리조트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롯데건설㈜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 호텔 신축공사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대림산업㈜

예천 대중골프장 건설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한솔건설

평창 풍림콘도 신축공사중 냉온수 방진 공사 풍림산업㈜

포천 일동 칸리조트 조성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두산건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SC호텔 건립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쌍용건설㈜

중구 장충동 타워 호텔 리모델링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쌍용건설㈜

하이원리조트호텔 증축 및 ONE STOP SERVICE CENTER 중 방진 납품 ㈜태영건설

역삼동 비즈니스호텔 방진,방음 납품 현대산업개발㈜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방진 공사 GS건설㈜

해운대 우동 호텔 신축공사 방진,방음 공사 현대산업개발㈜

효성 두미 골프장 방진,방음 공사 효성건설

리솜리조트 신축공사 중 방음 납품 및 방진 공사 효성건설

강서구 염창동 호텔골든서울-소음기 및 잭업 납품/공사 풍림산업㈜

대치동 하얏트 호텔 방진 납품 현대산업개발㈜

천안 성정동 신라 STAY 호텔 신축 기계설비공사 중 방음 방진류 납품건 성마기업 주식회사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방음,방진장치 납품 원화이엔지㈜

용산호텔 신축공사 대우건설

수원 I-PARK CITY 방음공사

광명 주상복합현장 방음공사

메가스타 영종 신축공사 방진,방음 현대건설

해운대 우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방진,방음 태영건설

서브원 마곡 업무지원시설 냉각탑 방음공사 서브원

거제 한화 해양리조트 한화건설

강릉 G-STAY 호텔 GS네오텍

김포 마리나베이호텔 신축공사 방음방진 신한종합건설㈜

KT 신사 관광 호텔 GS건설

부산 해운대 노보텔 리모델링 삼호

대구 메리어트 호 텔 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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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237 개발사업 현대건설

광명역세권 호텔 태영건설

판교 그래비티 호텔 태영건설

롯데건설 정자동 더블트리 호텔 와이엠테크

오시리아 리조트 신세계 건설

강남 아난티호텔 신세계건설

여의도 브라이튼 호텔 GS건설

2. 민자 역사 및 철도

현       장       명 건  설  사

대전역사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삼성건설㈜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현장 일반설비,소화공사 중 방음 납품 대림산업㈜

일산선 2개역사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기계설비개량공사 방음 납품 ㈜한양

경의선 서강역사 지하철 소음기 납품 ㈜포스코건설

동부 가좌역사 현장 방진,방음 납품 동부건설㈜

안양역사 방진,방음 납품 GS건설㈜

왕십리역사 방진,방음 납품 삼환기업

용산민자역사 방진,방음 납품 현대산업개발㈜

세곡 KTX역사 구조체방진 납품 및 설치 ㈜한양

신촌 민자역사 방진,방음 납품 대우건설㈜

영종도 대림 철도 1단계 현장 방음 및 잭업방진 공사 대림산업㈜

대전지하철 방음 납품 서울특별시기계조합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현장 방음 납품/공사 삼성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702공구 한진중공업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 궤도부설 공사 방진매트 납품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산선 원흥역사 본선 소음기 ㈜한양

오리~수원 본선지하구간(방죽~수원)소음기 및 챔버 납품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동일기계

현대건설-인천지하철211공구 동해기연㈜

신분당선연장3-1공구(정자~광교) 대림산업

신분당선연장 2공구(정자~광교) 대우건설

345kV 신의정부 S/S 방음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지하철 211공구 현대건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세계건설

부산지하철 102공구 티에스에어테크

신분당선 미금역사 방음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방진,방음 현대건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조용 소음기 한진중공업

소사원시 E8M 기계설비공사 3공구 현장 대우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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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민자역사 현대산업개발

용인 기흥역사 현대엔지니어링

자갈치역 본선소음기 납품 대경테크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방진납품 한양

경희의료원

제1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 및 개선공사 한라

안성-구리고속11공구 ㈜대림코퍼레이션

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공구 두산건설

부산지하철 1호선 본선환기설비 소음기(3차 1공구) 서번산업엔지니어링

별내선(8호선 연장) 1,2공구 공조용 소음기 제작구매설치 우양이엔지

2021년 본선환기설비 개량사업 소음기 제작구매 설치 서울교통공사

별내선 4공구 기계분야 관급자재 본선 송풍기용 소음기 구매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내선 6공구 기계분야 관급자재 소음기 구매 우양이엔지

수서 역세권 효성중공업

삼성~동탄 광역급행열차 2공구 디엘이엔씨

3. 의료시설

현       장       명 건  설  사

서울여성병원 신축공사 중 방진 납품/공사 현대건설㈜

부산 성모병원 신축공사 중 방음 납품/공사 SK건설㈜

경남지역 암센터 신축공사 중 방진,잭업 납품/공사 신동양건설㈜

포항병원 신축공사 중 방진 납품 쌍용건설㈜

전북대학교 병원 진료지원센터 방진,방음 납품 신성건설

대전 성모병원 방진패드 납품 삼양건설산업㈜

길동 00병원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일이종합건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방진,방음 공사 전남대학교

부산 양산대병원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대우건설㈜

강원대병원 구관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변산종합건설

포항병원 시설공사 중 PAC실내기 방음 공사 쌍용건설㈜

칠곡병원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현대건설㈜

중앙대병원 별관 증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두산건설㈜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방진 및 고효율잭업 납품 서희건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증축공사 중 방음,고효율 잭업 납품 한양개발㈜

보훈중앙병원 건립공사 중 고효율스프링잭업 방진 납품 현대건설㈜

동탄 한림대병원 방진 납품 및 잭업방진 공사 현대건설㈜

서울대 분당병원 증축 방진,방음 납품 ㈜대우건설

W종합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우시스

서울아산병원 제1,2 연구동 대수선공사 현대산업개발㈜

여의도 성모병원 리모델링 잭업공사 및 방음 납품 평화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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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양성자센터/LAB 증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삼성물산㈜

중앙보훈병원 대수선공사 방진,방음 공사 현대산업개발㈜

원자력 의학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 공조기 방진 납품/공사 삼일기업공사

충북대학교병원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충북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증개축 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동부건설㈜

세종병원 서측 소음저감장치 공사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인천 제2성모병원 방진,방음 납품 극동건설㈜

세종병원 기계실 방진 공사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고대 구로병원 신관 증축공사 설비 소방공사중 방진방음 공사 한라건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대우건설㈜

건국대병원 신축공사 롯데건설㈜

푸르메 아동 재활병원 신축공사 중 방음방진 공사 창득설비㈜

푸르메병원 소음기 납품 강산건설㈜

마산의료원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관 삼성물산

강릉아산병원 현대산업개발

부산대병원 신축현장 계룡건설

서래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굿모닝 심장뇌혈관병원 신축공사 동부건설

일산병원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남동구 논현동 힘찬종합병원 신축공사 동아토건

서초 KB요양시설 신축공사 중 실외기 방음공사 웰크론한텍

단국대 암센터 대유산업

파주 금촌 메디인병원 신축공사 부민공영

서울대병원 본관 증축 대저건설

서울아산병원 I동 증축공사 현대산업개발

4. 경기장

현       장       명 건  설  사

원주 국민체육센터 잭업방진 공사 현대산업개발㈜

하남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우리종합건설㈜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신축공사 벽산건설㈜

담양실내체육관 방진,방음 공사 담양군청

경산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공사 T/K 방진 납품 ㈜태영건설

서구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공사 중 방음 납품 힘찬종합건설

안양 호계체육관 방진,방음 공사 명지건설

천안축구센터 건립공사중 소음기 및 소음챔버 납품/공사 현대산업개발㈜

청심실내체육관 현장 방진,방음 납품 현대건설㈜

전라남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중 기계설비 공사 전남도청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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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방진,방음 납품 대림산업㈜

인천AG경기장(승마장,수영장) 방진,방음 납품 울트라건설㈜

강릉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건립공사 공조용 소음기 계룡건설

성남축구센터 건립공사 신동아종합건설

5. 사무실 및 주거시설

현       장       명 건  설  사

목동하이페이온 2-1공구 방진장치 납품/공사 현대건설㈜

용두동 포스빌 현장 방진,방음장치 납품/공사 ㈜포스코건설

잠실롯데캐슬골드 방음공사 롯데건설㈜

포스코 서초 현장 월풀 방진방음 설치공사 ㈜포스코건설

대림 평촌 아크로비스타 방진기 납품/공사 대림산업㈜

부산 우신주상복합 월풀 방진 설치공사 우신건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방음방진 르메이에르건설

송도 THE#센트럴파크2 주상복합 기계설비4공구 방진,방음 납품 ㈜포스코건설

목동 트라팰리스 방진,소음기 납품/공사 삼성물산㈜

롯데캐슬 마포재개발 주상복합 신축 인테리어 공사 롯데건설㈜

인천,용현,학익지구 엑슬루타워 아파트 방진설비공사 풍림산업㈜

반포오피스 방진방음 ㈜효성

송도 THE#센트럴파크2 주상복합 기계설비2공구 방진방음 ㈜포스코건설

금강엑슬루타워 신축공사중 방음방진공사 풍림산업㈜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방진,방음 장치 납품/설치 GS건설㈜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방음방진 공사 현대엠코㈜

용산 아스테리움 센트레빌 방진 납품 동부건설㈜

한숲 e-편한세상 방진방음 대림산업㈜

인왕산 휴플러스 방진 공사 한신공영

한남동 00주택 발전기 설치공사중 방음공사 삼성건설㈜

삼성동 00주택 발전기 설치공사 중 소음기 납품/설치 삼성건설㈜

행복도시 첫마을 공동주택 건설공사 삼성물산㈜

세곡2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방진패드 자재 납품 및 설치 SH공사

상도엠코타운 2차 아파트 신축공사 월풀 방진방음장치 자재 납품 현대엠코㈜

남양주 진접 센트레빌 1단지 실외기 소음 민원 보완 공사 동부건설㈜

수원SK아트리움 신축공사중 방음방진 납품 SK건설㈜

  엠코타운 신축공사 중 방음방진 납품 현대엠코㈜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중 철로변 측벽 방진 공사 롯데건설㈜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3차 시스템에에어컨 방음설비 현대건설㈜

상암동 사보이시티 기계설비공사 중 네오프랜방진,소음기챔버 설치공사 ㈜영남기공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방진매트 납품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티에스에어테크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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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제 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진패드공사 창성건설주식회사

하나투어리모델링 금호건설

정자동 엠코헤리츠 방음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왕십리뉴타운 1구역 방음공사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신율전관 현대엔지니어링

파르나스타워 GS건설

청진 17지구 재개발 창성건설㈜

위례 22지구 오피스텔 대한엠이씨

다우 IDC 마포센터 방음공사

TOWER 730 신축공사 방진,방음 현대건설

문정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7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방진,방음 현대건설

문정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1-2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방진,방음 현대건설

좋은책 신사고 마곡 제2사옥 신축공사 방진,방음 한화건설

김포 운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태영건설

위례 26블럭 냉각탑 방음공사 대우건설

송도 오네스타 냉각탑 방음공사 한라건설

위례중앙타워 현장 대우건설

송도 RM2 신축공사 현장 포스코건설

광교 D3블럭 현대엔지니어링

판교 알파돔 GS건설

용인 기흥역사 현대엔지니어링

부천 옥길자이 GS건설

광교덴티움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 3차 대림산업

하남미사지구 1-3,4 BL 현대엔지니어링

하남지식산업센터 대림산업

LG전자 인천캠퍼스 GS네오텍

광교 C3블럭 주상복합(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안양 평촌 힐스테이트 현대엔지니어링

광주 호반써밋플레이스 호반건설

시흥 은계써밋플레이스 호반건설

가락시영재건축 현대산업개발

서초 1-1,1-2bl 호반건설

세운 6-3 오피스 빌딩 방음, 방진 납품

여의도 파크원 포스코건설

남산 CJ타워 리모델링 CJ건설

김포 운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방진 납품 태영건설

마곡 지웰타워 오피스빌딩 방진 납품 ㈜신영

하남미사 강변도시 26-2BL 방진 납품 현대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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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파크원 소음기, 소음챔버 납품 포스코건설

송도 6,8공구 방진 납품 포스코건설

과천 주공1단지 방진 납품 대우건설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소음기, 소음챔버 납품 화성개발

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 방진 납품 현대건설

대림 신문로 리모델링 대림산업

광교 SK VIEW SK건설

영남권 연수원 현대엔지니어링

판교 테크노밸리 한화건설

YG신사옥 신축공사 삼일기업공사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한화건설

광명역 자이타워 GS건설

마곡 넥센타이어 R&D 센터 쌍용건설

세운 6-3 오피스 빌딩 대우건설

광명역세권 복합시설 조성공사 태영건설

여의도 파크원 태영건설

대구 삼성생명 빌딩 증축 및 용도변경 우미건설

동광비즈타워 별내 신축공사 동광건설

천안아산역 THE LIV 신축공사 이테크건설

현대지식산업센타 한강미사 2차 현대건설

현대지식산업센타 한강미사 1차 현대건설

대림 신문로 리모델링 대림산업

부산명지지구 2BL 포스코

부산명지지구 3-1BL 포스코

별내 IPARK 현대산업개발

판교 알파돔 복합시설 현대엔지니어링㈜

하남미사 11,12BL 냉각탑 방음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 3생활권 광역복지

청라 국제도시 C3-1-3-6BL 삼성물산

삼평동 683 업무시설 동부건설

대구 삼성생명 빌딩 증축 및 용도변경 우미건설

마곡지구 C2-6BL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고려개발

하남 미사 1-1,2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각탑 소음기 롯데건설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롯데건설

동광비즈타워 별내 신축공사 동광건설

구로 SKV1 SK건설

동탄IX 타워 금강건설

부산 명지 2,3BL 포스코건설

센텀포인트 명동 복합시설 CJ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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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 주상복합 현대엔지니어링

판교아이스퀘어 한화건설

김포 지식산업센터 디엘이엔씨

하남 오벨리스크 한화건설

분당 지웰푸르지오 대우건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공사 신성건설

부산 명지지구 2BL 2공구 포스코건설

돈의문3구역 오피스텔 효성

당산동 청년주택 ㈜한화건설

평택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마곡 D28-2 공공산업지원시설 신성건설

돈의문3구역 재정비사업 효성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48-2 와이비씨건설㈜

메트로시티 이평종합건설㈜

광주 계림아파트 현대산업개발

판교알파돔 현대6-2bl 현대엔지니어링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방음공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평택시 장당지구 4BL 복합시설 신축 현대산업개발

대림 신문로 리모델링공사 디엘이엔씨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디엘건설

하남미사 11-1, 12-1BL 현대엔지니어링

안상그랑시티자이 2차 GS건설

돈의문 3구역 주상복합 효성

마곡 아워홈 서브원

서울 파르나스 레노베이션 GS건설

청량리 오피스텔 현대엔지니어링

판교 아이스퀘어 한화건설

평촌 푸르지오 대우건설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2단지) 롯데건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현대건설

하남 미사 현대클러스터3차 중원엔지니어링

신라교역 사옥 신축공사 CJ대한통운

다산지금지구 지식산업센터 태영건설

창동 창업 및 복합시설 디엘이엔씨

대구신서 오피스텔 대보건

루원시티2차 SK VIEW SK에코플랜트

SM엔터테인먼트 디엘이엔씨

자양동 더라움 오피스텔 호반건설

대전 도안지구 오피스텔 현대엔지니어링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UNOVICS ENC 69

KFI • KS • ISO9001/ISO14001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지식산업센터 현대엔지니어링

슈어소프트테크 지란지교 현대건설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대성건설

고양 향동 스타비즈 3,6BL 디엘이엔씨

e편한세상 거제유로아일랜드 디엘이엔씨

루카831 현대엔지니어링

만도 NEXT M 현장 ㈜한라

판교 텔레칩스 현장 ㈜한라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대우건설

전주 태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하남 감일 현대테라타워 현대엔지니어링

속초 아이파크 정화조 방음공사 현대산업개발

평택 가족숙소 기계실 방진공사 대우건설

고양덕은 리버워크 대우건설

평촌 U+ 메가센터 GS건설

전주 대방 디엠시티 대방주택

6. 반도체

현       장       명 건  설  사

삼성 SDI A-1 PROJECT 방진 납품/공사 삼성엔지니어링㈜

SMD A2 PROJECT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R&D센터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평화건설

어드반테스트코리아 천안 신공장 신축공사 중 공조실 이중바닥 방진 공사 ㈜HNC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진공사 SK건설㈜

LG 파주 LCD공장 방진,방음 공사 GS건설㈜

구미 LG반도체 방진 공사 GS건설㈜

탕정 SDC K-PROJECT 삼성엔지니어링

탕정 K-PROJECT 삼성엔지니어링

파주 P10 GS네오텍

구미 다리온 GS네오텍

베트남 SEVT METAL PROJECT 삼성물산

베트남 SDV-45K PROJECT 삼성물산

베트남 3D GLASS PROJECT 삼성물산

천안 DR PROJECT 삼성물산

탕정 T-PROJECT 삼성물산

화성 S3 PROJECT 삼성물산

평택 P-PROJECT 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화성 E-PJT 삼성물산

화성 X-PJT 삼성물산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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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SDI 중대형 M-LINE 삼성물산

아산 탕정 프로젝트 삼성물산

평택 P2-PJT 삼성물산

평택2기 UT동 신축공사 삼성물산

7. 학교

현       장       명 건  설  사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 연구동 방진 납품/공사 대림산업㈜

아주대학교 의료원 증축공사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대창기업㈜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 잭업방진 공사 아주대학교

단국대 용인캠퍼스 신축공사 중 닥트 공사 금호건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기계실 방진 공사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문진료센터 방진,방음 공사 제일건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2단계) 지하1층 제작실 방진,방음 공사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원형 소음기 납품 삼성건설㈜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리지 신축공사 방진,방음,잭업방진 납품 벽산건설㈜

가천의대 암당뇨연구소 동물실험실 설비공사현장 방진 납품 서희건설㈜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신축 기계설비공사중 잭업방진 공사 남진건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조성공사 동양건설산업㈜

인천 카톨릭대학교 신축공사 중 방음 납품 성지건설㈜

한양대학교 본관 행정동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한양개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종합학술관 신축공사 중 방음 및 잭업방진 공사 명지건설㈜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중 방진,방음 공사 대덕건설㈜

연세대 송도캠퍼스 1단계 건립공사 중 방음,이중바닥방진 현대건설㈜

중앙대 기숙사 신축공사중 방진,방음 공사 두산건설㈜

종합행정학교 현장 방음,잭업방진 납품/공사 현대건설㈜

연세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 방진,방음,공조실 VPM 납품 진우이엔씨㈜

고려대학교 의학관 증축공사 방진,방음 납품 서희건설㈜

서울대학교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공사 방진,방음 납품 대림산업㈜

송도 글로벌 캠퍼스 1단계 2공구 건립공사 방음 납품 현대건설㈜

삼육대학교 미래관 신축공사 중 방진 납품 현대건설㈜

한양대 연구동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한양개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리모델링 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진우이엔씨㈜

여수 해양경찰학교 신축현장 소음기 외 납품 대림산업㈜

연세대 경영관 신축공사현장 방진,방음 장치 공사 원화이엔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신축공사 중 방음방진장치 납품공사 ㈜건형설비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공사중 소음기,소음챔버,방진 장치 납품건 진우이엔씨주식회사

성대 IBS센타 신축현장 삼성물산

서울대학교 22동 서울대학교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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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글로벌캠퍼스대학교 현대산업개발

서울 풍문고등학교 신축공사 공조용 소음기 현대건설

서울대학교 동물 실험관리동 방음, 방진 납품 및 공사 리앤건설

대전 신협연수원 신축공사 화성산업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화성산업

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현대건설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화성산업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한양산업개발

파주법원리 천현초등학교 모든설비

연세대학교 미래공조시스템

8. 쇼핑센터

현       장       명 건  설  사

해운대 좌동 지팝프라자 공사중 방진,방음 공사 고려개발㈜

상계동 WOW쇼핑몰 잭업 공사 신세계건설

롯데마트 구로점 방진패드 설치공사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본점 개보수 공사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롯데건설㈜

아라리오 복합상업시설현장 입상관,소음기 외 납품/공사 대영설비㈜

굿모닝시티 현장 방진,방음 납품/공사 풍림산업㈜

용인동백지구 테마형 쇼핑몰 PF사업 신축공사중 방진공사 삼부토건㈜

해운대 백화점 방진패드 공사 롯데건설㈜

대전 가오 홈플러스 패드 방진 납품 계룡건설㈜

원주 바우하우스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내 방진 납품/공사 일이종합건설㈜

세이백화점 신/본관 방음 공사 ㈜에이치엘건설

롯데마트 중계점 소음 저감 공사 롯데건설㈜

GS SQUARE 안양점 및 주차빌딩 OPEN 기타(방진패드) GS건설㈜

영등포 롯데백화점 증축공사 입상관 방진기 납품 롯데건설㈜

일산점 롯데백화점 증축현장 공조실 잭업공사 롯데건설㈜

현대홈쇼핑 증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현대산업개발㈜

김포스카이파크 조성공사(백화점) 중 방진 공사 롯데건설㈜

노원점 롯데백화점 방진 납품 롯데건설㈜

롯데 수원역 쇼핑타운 지하층 방진패드 공사 롯데건설㈜

산본 복합쇼핑몰 냉각탑 방음공사 롯데건설

안성 스타필드 KCC건설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한양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롯데건설

시흥장현지구 상업6BL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냉각탑 소음기 제일건설

동탄스포츠파크 신축공사 디엘이엔씨

한화갤러리아 광교점 신축공사 한화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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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공서

현       장       명 건  설  사

수원 장안구청사 방음설비, 방음벽 설치(냉각탑) 공사 삼성건설㈜

청주 지방검찰청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삼부토건㈜

대구 강북 우체국 청사 방진,방음 납품 계룡건설㈜

중앙우체국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구로구 의회의사당 방진 납품/공사 한진중공업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현장 방진 공사 동부건설㈜

서울지하철공사 동대문운동장별관 신축공사 중 방음,잭업방진 공사 삼성건설㈜

서울법원 제2별관 증축공사 중 잭업 공사 대림산업㈜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신축현장 이중바닥 방진 공사 KCC건설

마산 3.15 시민회관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중 이중바닥 공사 포스코건설㈜

군산시 시립도서관 신축 기계관급 방진 납품 조달청

광주시청사 및 행정타운 방진 공사 동부건설㈜

전남 교육청 청사 방진,방음 공사 국제건설

00지역 청사 신축 방진 납품 동부건설㈜

성남시 청사 및 의회 방음 납품 현대건설㈜

용산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 방진,방음 납품 선원건설㈜

교육과학부 국립특수교육원 방진 납품 조달청

대전동구청사 방진,방음,잭업 납품 계룡건설㈜

당진시청사 방진,방음,잭업 납품 계룡건설㈜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의원회관 리모델링공사중 방진 납품 ㈜태영건설

경기도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방진,방음 납품 ㈜태영건설

서울시청사 건립현장 내 방진,잭업 납품 삼성건설㈜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2구영 건립공사 포스코건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중 방진,방음 납품 신동아건설㈜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2공구 잭업방진 공사 대림산업㈜

국방부별관 리모델링 공사 삼원특수건설㈜

공공청사 기계실 배관공사 방음방진 자재납품 및 설치 구보공영㈜

한국가스공사 인천사옥 신축현장 소음기 외 납품 환경이엔지㈜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롯데건설

용인 OO부대 대림산업

국립고궁박물관실외기방음 국립고궁박물관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양명이엔지

밀양문화예술회관 경남지방조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원디자인

911시설공사 신축현장 계룡건설

문정 법무시설 신축현장 이중바닥방진 한신공영㈜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UNOVICS ENC 73

KFI • KS • ISO9001/ISO14001

충남 도립도서관 신축공사 태영건설

수원지방검찰청 신축공사 두산건설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방음방진 하나종합건설㈜

춘천 건강관리협회 강원지사 한진중공업

경북도립도서관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동부건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화성산업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사업 고려개발

세종 시립도서관 구보설비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청 설비 현대건설

서남물 재생센터 대림산업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유인송풍기 및 부속설비 서울지방조달청

경기도 신청사 태영건설

한국 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 한진중공업

10. 방송국

현       장       명 건  설  사

서울 여의도 MBC 항온항습기 설치공사 중 실외기 방음 공사 ㈜MBC

상암 KBS 미디어센터 신축공사 중 입상관 방진,방음 납품/공사 대림산업㈜

KBS전주방송국 사옥 신축공사 현장 방진,방음 납품 진덕산업㈜

대전 TJB방송국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잭업방진 납품 대림산업㈜

일산 SBS 탄현방송국 방진,방음 납품 ㈜태영건설

KNN센텀신사옥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태영건설

창원 KBS 사옥 현장 울트라건설㈜

JTBC 방송국 리모델링 공사 방진 납품 ㈜코오롱

상암동 MBC 사옥 방진 공사 현대산업개발㈜

상암동 DMC 디지털 현장 대림산업㈜

EBS통합사옥(음향 및 기계) 계룡건설

11. 은행권

현       장       명 건  설  사

우리은행 DMC센터 소음기 납품 삼성건설㈜

성수동 우리은행 콜센터 방진,방음 납품 동부건설㈜

부산 국제금융센터 2,3공구 현장 방진,방음 공사 현대건설㈜

국제금융단지 기계설비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현대건설㈜

부산은행 본점 신축공사 롯데건설㈜

한남동 IBK 고객지원센터 대림산업㈜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소음기 외 납품건 삼협엔지니어링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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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흥 연구소 재건축 CJ대한통운

12. 공장 및 연구소

현       장       명 건  설  사

나노소자 특화 팹센터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삼성건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방진,방음 공사 현대엠코㈜

LG화학 오창 광학동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팬택 계열 R&D 건립공사 중 방음 납품/공사 삼환기업

현대자동차 포승 현장 HSRP 납품/공사 현대엠코㈜

효성전기 제2공장 소음룸 납품/공사 효성전기㈜

구미 P-4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포스코 제2강 탈린로 방음 납품/공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정읍 생명공학 연구소 방진 납품 현대건설㈜

남양3사 변속기 통합연구소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현대엠코㈜

경기 R&D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현장내 방진 납품 대우건설㈜

수력 원자력 센터 방진 납품 계룡건설㈜

경기 바이오센터 현장 방진 납품 현대건설㈜

LG전자 가산동 연구소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농심 R&D센터 신축공사 중 방진 공사 GS건설㈜

현대 오토넷 진천 신공장 건축공사 중 방진,방음 공사 현대엠코㈜

화순 녹십자 공장 방음 납품 한일건설㈜

삼성탈레스 용인연구소 현장 방진 공사 동부건설㈜

첨단 미래형 자동차 시험동 건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 쌍용건설㈜

천안 청수 집단에너지시설 열원시설공사 중 방음 공사 현대엠코㈜

CJ제일제당 오송공장 공조(HVAC) 및 클린룸 BLACK배관 중 방진 납품/공사 CJ건설㈜

진합 대전공장 증축공사 중 방진시스템 공사 ㈜대우엔지니어링

8호기 재열기 SILENCER 소음 저감설비 납품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삼천리 기술연구소 두산건설㈜

7,8호기 Soot Blower Safety Valve 소음기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하동 7호기 재열기 Silencer 소음저감설비 공사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통풍설비공사-Silencer 납품/공사 STX중공업㈜

한국 원자력 RI-BIOMICS 연구동 방진 공사 현대건설㈜

극지연구소 방진,방음 납품 삼성물산㈜

당진현대제철 3기 화성 PKG2 배관공사 현대건설㈜

의왕연구소 증축공사 방진,방음 납품 현대엠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신축공사 중 VPM외 납품 삼성건설㈜

EDISON 2 PJT 냉각탑 소음설비 삼성엔지니어링㈜

새만금 열병합 발전소 소음기,소음루바 납품 아이엔지공조

바텍 R&D센터 신축공사 중 방진,소음장치 설치공사 은진기업㈜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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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모의제어훈련원 냉각탑 방진공사 경동기공

평택비축기지 냉동설비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 ㈜이래엠이씨

화성시 향남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현장 소음루바 납품 태광공조

고려아연 황산2계열 무수황산 증설 MIST E.P 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서울샤프중공업㈜

공급관리소용 방산탑용소음기(13sets) 한국가스공사

345kV 신의정부S/S 소음저감대책 시행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타이어 R&D센터 일반설비공사 중 방음방진 납품 ㈜정도설비

에디슨 냉각탑 방음공사 삼성엔지니어링

탕정 A3 Project 삼성엔지니어링

오산 열병합발전소 방음공사 경인기계

현대차의왕연구소 방음공사 현대엔지니어링

고덕변환소 345kV 익전건설㈜

동탄 바텍R&D센터 신축현장 계룡건설

CJ Only One R&D냉각탑 방음공사 CJ건설

엠코코리아 K5 현장 삼성물산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대림산업

S3 Project 삼성물산

삼양판교R&D센터 대림산업

파이롯트 의장3동 신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연구소 제어2동현장 현대엔지니어링

서울대면역연구소 나라컨트롤

환경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 대림산업

Dangjin 4 combined cycle power 방음공사

태안 IGCC 방음공사

D-STAR 방음공사

아모레퍼시픽 TP 사업장 신축설계 공조용 소음기 현대건설

롯데푸드 평택공장 증축공사 공조용 소음기 롯데건설

가천 임상기초 연구센터 램프 구조 방진공사 KCC건설

KCC 중앙연구소 PILOT 신축공사 KCC건설

시몬스 본사 및 생산물류시설 대림산업

동탄 다이모스 현대엔지니어링

춘천부품사업소 신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디자인동 리모델링 현대엔지니어링

마곡사이언스 DP2 GS건설

현대자동차 시스템내구동 증개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동부서비스센터 현대엔지니어링

하나글로벌 인재개발원

대구데이터센터

삼성바이오로직스 N-PROJECT 삼성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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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P-PJT

탕정 T-PJT

오뚜기 중앙연구소 방진 납품 ㈜한라

BR제품공정 방음벽 납품 및 설치 ㈜LG화학

LDPE 공장 소음기 납품 및 설치 ㈜LG화학

PP Blower Area 방음벽 납품 및 설치 ㈜LG화학

동해 1,2호기 Silencer 흡음재 납품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5&6호기 Silencer 흡음재 납품 및 설치 한국동서발전㈜

한화 B-Project 소음기, 소음챔버 납품 한화건설

SK 실트론 구미 3공장 SK건설

오창 SFC 연구소 신축공사 창성종합건설

이천 SK하이닉스 냉각탑 방진

천안 MEMC 성도이엔지

흡입독성 시험시설 증축공사 태산건설

성남시 HPPK 연구소 방음장치 호반건설

충주2공장 증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

LG생활건강 물류센터 서브원

PUS04 Project 코스탈파워

SK공주 배터리공장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생산기술개발2동 현대엔지니어링

파주 P10 CR & UT공사 GS건설

김포 열병합 발전소 롯데건설

내포그린에너지 한진중공업

13. FED

현       장       명 건  설  사

오산비행장 C-8호 여단본부현장 방폭 및 내진시스템 납품 요진건설산업

대한민국 미육군 험프리기지 초,고등학교 방음 납품 삼성건설㈜

평택 통신센터 SHOCK SYSTEM 납품 지에스건설㈜

Enclosure 방음성능 설계 및 4025 승인서류 첨부자료 기술지원 에이치피에스㈜

NCO아카데미(평택미군기지)내진방진 납품 서울냉열㈜

평택미군사령부 신축공사 한화건설

평택 미국사령부 냉각탑 방음공사 한화건설

평택 비축기지 냉각탑 방음공사 이래엠이씨

평택다운타운 업무시설 현대산업개발

군산통신센터 현장 요진건설산업

평택 미군병원 현장 내진시스템 납품 삼성물산

평택 미2사단 현장 내진시스템 납품 포스코건설

서희 시뮬레이션센터 방음자재 납품 서희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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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군인아파트 건설공사 효성

평택 병영지원시설 신축공사 명인시너지

평택 미군기지 대미숙소 현대건설

포병여단 통합본부

14. 공연장ㆍ전시장 외

현       장       명 건  설  사

국립현대미술관 공조실 흡음공사 GS건설㈜

대전영상센터 신축공사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계룡건설㈜

이태원 미술관 공사(토공사) 방진,소음 납품/공사 삼성건설㈜

롯데시네마 마산폭스관 신축공사중 방음,방진 납품/공사 롯데건설㈜

롯데 뮤지컬극장 방진,방음 납품/공사 롯데건설㈜

오렌지 씨네플렉스 신축공사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이수건설㈜

청양문화회관 방진 납품 계룡건설㈜

전통국악공연장 건립공사 방진,방음 납품 계룡건설㈜

동대문 메가박스 현장 방음 납품 풍림산업㈜

대학로 복합문화시설 방진,방음 납품 현대산업개발㈜

청주 멀티플렉스 현장 방진 공사 풍림산업㈜

경주 문예회관 방음,잭업 납품 삼성중공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중 방진,방음 납품 삼성물산㈜

부여박물관 증축공사중 잭업,방음 납품 롯데건설㈜

성남아트홀 방진,방음 공사 ㈜태영건설

어린이박물관 방진,방음 납품/공사 ㈜현대아산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 신축공사중 방음 납품 현대건설㈜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중 방진,방음 납품 삼성건설㈜

벡스코시설 확충공사(공조,소방설비공사-전시장) 현대건설㈜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중 방진,방음 납품/공사 고려개발㈜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중 방음 납품 대림산업㈜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중 방진,방음 납품 대림산업㈜

동대문 디자인센터 방진,방음 납품 삼성건설㈜

고마복합예술센터(대백제전) 건립공사중 방진,방음 납품 ㈜호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현장 공조기리턴 타공판 소음방지시설 공사 삼성건설㈜

낙동강 호국평화 기념관 소음기,소음챔버 납품 동신닥트

여주박물관 신축공사 주식회사연우

현대제철 문화센터 신축현장 현대엔지니어링

수원 중앙광장 조성공사 삼성물산

제주신화역사 대림산업

청라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소음기, 소음챔버 납품 상문건설

익산 시네마 소음기, 소음챔버 납품 롯데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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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 건립공사 성문건설

루이비통 청담 리모델링 쌍용건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 건립공사 성문종합건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6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 중 공조용 소음기 금호건설

CJ ENM 콘텐츠월드 신축공사 중 닥트라이닝 CJ대한통운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중 진공탱크 방음공사 효성

춘천호반 관광지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대건설

부산 오페라하우스 한진중공업

홍대아트센터 한진중공업

마곡 LG 아트센터 GS건설

부천 문화예술회관 한진중공업

남양성모성지 천주교수원교구

15. AD 소음기

현       장       명 건  설  사

신도림 디큐브시티 호텔 대성산업

상봉동 주상복합 현대엠코㈜

김포 스카이파크 호텔 롯데건설㈜

대전 도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안산 신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청주 LG화학 서브원

수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전주혁신도시 금호건설㈜

잠원동 대림아파트 대림산업㈜

베트남 하노이 롯데타워 롯데건설㈜

갈매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반포레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시가정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충무로호텔 아이앤콘스

대구 혁신도시 3차 서한 이다음 금호건설

장교 5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롯데건설

서울 로얄호텔 삼성물산

서초 꽃마을 복합시설 현대엔지니어링

KT 동대문 지사 복합시설 롯데건설

창원용지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마포아현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대구금호지구E편한세상 삼호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UNOVICS ENC 79

KFI • KS • ISO9001/ISO14001

한남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구리갈매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서초래미안아이파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마포한강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수원영통아이파크캐슬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인덕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사가정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평택 코오롱 하늘채 코오롱글로벌㈜

당산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파주 운정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양주옥정대광로제비앙 대광건영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일건설

16. 전산센터

현       장       명 건  설  사

안성농협 전산센터 신축공사중 방진공사 GS건설㈜

호스트웨이  방음 공사 호스트웨이㈜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방진,방음 납품 동부건설㈜

더존 IT그룹 데이터센터 발전기 패드 ㈜더존그룹

신한은행 데이터센터 방음 납품 한화건설㈜

KT전화국 아현 지점 방음 공사 KT

KT전화국 행당 지점 방음 공사 KT

KT전화국 혜화 지점 방음 공사 KT

KT전화국 일산 지점 방음 공사 KT

KT전화국 구로 지점 방음 공사 KT

상암동 SDS 데이터 센터 삼성물산

NH 통합IT센터 신축공사 방진,방음 현대건설

평촌 U+ 서브원

천안 SDI 덕트공사

국민은행 전산센터 방진 및 소음기 납품 현대건설

광교지식산업센터 방진 납품 우미건설

KB금융 통합IT센터 방진 납품 현대건설

평촌 LG U+ 서브원

17. 해외공사

현       장       명 건  설  사

풍림산업㈜ 러시아 Dekastri 오일공장 방음 납품/공사 풍림산업㈜

앙골라 스타디움(메인 스타디움) 프로젝트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쿠바 발전소 현장 방음 납품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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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L ALI "M" HIGH PRESSURE BUFFERING SYSTEM PACKAGE 방음판넬 납품 두산중공업㈜

앙골라 주차 타워 신축공사 중 방음시설 공사 남광건설㈜

앙골라 HQ빌딩 잼버스

Angola Sonangol  국영 석유회사 잭업마운트 납품/공사 남광건설㈜

베트남 나비코 현장 방음 납품 두산중공업㈜

베트남 하노이 외교안보 청사 KDIC

베트남 하노이 경남 랜드마크 빌딩 방음공사 경남기업㈜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신축 현대건설㈜

필리핀 JG SUMMIT 부품 공급 범양냉방산업㈜

롯데시네마 베트남 MELINH 신축공사 중 방음 납품 롯데건설㈜

베트남 하노이 롯데타워 방진,방음 납품 롯데건설㈜

Viet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스프링 잭업 납품 Asia Business Alternatives Co., Ltd.

앙골라 루완다 Kinaxixi MXD 기술용역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베트남 외교부청사 1-1 Asia Business Alternatives Co., Ltd.

Hamad Medical City CP 300B Hospital Fit-out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피

베트남 외교부청사 1-2 Asia Business Alternatives Co., Ltd.

베트남 삼성전자 METAL동 삼성물산

탄자니아 무하드병원 한화건설

LANDMARK 81 방음공사

알제리라마 GS건설

시안 X2-PJT

적도 기니 쌍용건설

주요 소음ㆍ진동 납품 및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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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공장

서울대리점

경기대리점

충청대리점

부산대리점

대구대리점

포항대리점

광주대리점

여수대리점

본사 및 기술연구소

안성공장

(주)베인테크

(주)하이텍이엔지

성안ENC

레이어드시스템(주)

연수산업 주식회사

신풍에스엔티(주)

이노브ENG

라온TEC

(주)하나종합테크

(주)제이디이엔씨

원진이엔지

신흥코리아

베스트이엔씨

낙원엔지니어링

세울이엔지

에스제이상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동) 707호

TEL. (031) 625-4540    FAX. (031) 625-454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726-35

TEL. (031) 671-0651~2    FAX. (031) 671-06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714호(에이스평촌타워)

TEL. (02) 867-6467    FAX. (02) 868-6467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5호    

TEL. (02) 523-4783    FAX. (02) 523-4786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팩스 B동 510호    

TEL. (031) 698-7838    FAX. (031) 698-783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아이에스센트럴타워 9층 906호    

TEL. (02) 2135-4768    FAX. 070-4070-4767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736호(가산동, 가산테라타워)    

TEL. (02) 431-0955    FAX. (02) 431-09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22(궁내동)    

TEL. (031) 718-5611    FAX. (031) 718-56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38, 903호 (장항동, 호수그린)

TEL. (031) 902-1343    FAX. (031) 902-1393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1로 20(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811호

TEL. (031) 373-6473    FAX. (031) 601-913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4층 405호(삼산동, 미라쥬타워)

TEL. (032) 505-4059    FAX. (032) 505-40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27동 303, 304호(호계동)

TEL. (031) 454-4743    FAX. (031) 624-044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5-2 YJ빌 501호

TEL. (042) 226-8013    FAX. (042) 933-8013

부산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60, 1504호(구서동, 대보드림채)   

TEL. (051) 583-8034    FAX. (051) 583-8035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송산12길 4   

TEL. (053) 262-3245    FAX. (053) 262-32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99번길 8-1

TEL. (054) 281-5697    FAX. (054) 281-5690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202동 214호(매월동)    

TEL. (062) 603-3394    FAX. (062) 603-3395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889(여천동)    

TEL. (061) 686-8218    FAX. (061) 653-8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