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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조직도

SHINSUNG MESSAGE
인사말

신성미디어테크(주)는 2000년도 설립 이래에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류 영상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성미디어테크(주)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며 

창립 이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진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여  

오늘도 아름다운 빛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의 혁신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All for your solution'을 슬로건으로 하여, 다양한 영상 장비(LCD, DLP, Laser Projector, Scaner)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확실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응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교육을 통하여 신속한 서비스와 고퀄리티 제품의 

원활한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성미디어테크(주)는 2003년 ISO 9001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ISO 인증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체계 등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은 고객의 필요한 편의성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족과 빠른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성미디어테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미디어테크(주) 임직원 일동

대표(공동대표)

경영지원부비즈니스사업부

영업팀

영업기획팀

경영관리팀

구매생산팀

고객지원팀



2000 삼성 LCD 주식회사 설립·삼성 프로젝터 공급

2001 부산지사 설립

신도리코, HITACHI 프로젝터 공급

2002 HITACHI PDP 공급

2003 정부 조달물품 공급(프로젝터)

ISO 9001 인증

온/오프라인 대리점 및 협력업체 사업 다각화 추진

프로젝터 원격 컨트롤 프로그램 개발(SRV)

자체 A/S망 구축

2004 램프, 소모품 전문 쇼핑몰 개설

서비스 지정점 인증(HUSTEM)

2005 KT 비즈메카 공급 계약(프로젝터 리스 프로그램)

2006 HITACHI, HUSTEM 전국 A/S망 증설

2007 KT MOS 관제 서비스 공급계약 사업 공동 추진

2008 골프존 프로젝터 부분 공급 계약

2009 일본 EIKI사 프로젝터 국내 수입원 계약

EIKI 프로젝터 공급 및 A/S 서비스 인증

自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信賴
고객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기업

內實
외부환경에도	변함없이	

튼튼한	기업

2000년 창업이래 열정과 패기로 뭉친 도전정신을 토대로 국내 프로젝터 시장의 

든든한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며, 기존의 중소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미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사훈 '신뢰,	자율,	내실' 을 실천하며 고객과 함게 걸어온 연혁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들판의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훌륭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HINSUNG HISTORY
연혁

BUSINESS MOTTO
사훈

2010 전국 각 지정점, 협력업체 A/S 교육확대

지역별 서비스점 증설

2011 ISO 9001 인증 갱신

영사용 스크린 조달 등록(조달청 나라장터)

크레아보드 설치 및 A/S 전문점 인증(유크레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중소기업청)

HITACHI 프로젝터 조달 총판

2012 EIKI 조달등록(조달청 나라장터)

전 국군재정재단 스크린 납품

2013 후지쯔 SV600 스캐너 계약 및 인터넷 쇼핑 런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중소기업청) 갱신

자체 신규 ERP 구축

2014 CHRISTIE 프로젝터 한국 파트너 계약

3D 프린터 서울 경기 총판

2015 CHRISTIE 프로젝터 조달 등록(조달청 나라장터)

일학습병행제 기업(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가족친화형기업 인증

2018 후지쯔 스캐너 조달 등록(조달청 나라장터)

ISO 9001 인증 갱신

2019 가족친화형기업 인증 갱신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s
사업자	등록증	및	상장

신성미디어테크(주)┃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 인증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 BIZ) 

통신판매업 신고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2020년 03월 30일  

 

발급번호 : 0010-2020-79572 

위 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 신성미디어테크(주)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9088 법인등록번호 : 110111-2050253 

대표자명 : 조태귀,송영덕 

주 소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

타워 3차 13층) 

주 업 종 : 도매 및 소매업(G) 

유효기간 : 2020-04-01 ~ 2021-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

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

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 EIKI상표등록원부(전용사용권)

일학습병행제(기계요소설계) 인증서

표창장┃2002年 삼성엘씨디(주) 

표창장┃2003年 삼성엘씨디(주) 



Business Areas
사업분야

주요 브랜드

수입 및 유통 사업

 y EIKI 프로젝터 수입 및 총판

 y HITACHI 프로젝터 유통 및 기종 총판

 y MAXELL 프로젝터 유통 및 기종 총판

 y Christie 프로젝터 수입 및 기종 총판

 y 후지쯔 스캐너 기종 총판

 y 램프, 리모컨 등 영상관련 자재 소모품 유통

 y 제조 및 판매(필터)

 y 총판 모델 선판촉 관리

기획 및 설계 사업

 y 영상 관련 현장 설계

 y SI 업체와의 기획/협업 

 y 크리스티 Spyder X20, X80 Soulution 설계

 y 크리스티 Pandoras Box Solution 설계

 y 시네마 프로젝터 

 y 작은영화관 사업

 y 신규모델 장비 테스트 및 기획/교육

조달청 사업

 y EIKI 프로젝터(㈜다해씨엔에스) 등록

 y Christie 프로젝터(주식회사 넥스트신성) 등록

 y 후지쯔 스캐너(신성미디어테크㈜) 등록

고객 서비스사업

 y EIKI 제품 무상보증 기간 2년

 y 전국 A/S 조직망으로 전 지역 출장 가능

 y 영상전문 기술력으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



납품/설치공사

 ≫ 납품/설치공사 리스트

 ≫ 납품/설치공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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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강원 간성초등학교 경기 범계초등학교 경기 죽산초등학교 경북 강남초등학교 부산 양정초등학교 서울 온수초등학교 전남 일로초등학교

강원 경포대초등학교 경기 별가람초등학교 경기 지제초등학교 경북 김천초등학교 부산 연미초등학교 서울 왕북초등학교 전남 현산남초등학교

강원 공현진초등학교 경기 보장초등학교 경기 지행초등학교 경북 나산초등학교 부산 좌산초등학교 서울 용마초등학교 전라 산북초등학교

강원 광산초등학교 경기 보정초등학교 경기 진위초등학교 경북 남산초등학교 부산 해강초등학교 서울 운현초등학교 전북  군산초등학교

강원 김화초등학교 경기 봉일천초등학교 경기 천일초등학교 경북 대송초등학교 부천 고강초등학교 서울 월계초등학교 전북 남양초등학교

강원 남호초등학교 경기 부천부안초등학교 경기 천현초등학교 경북 대해초등학교 부천 송내초등학교 서울 응암초등학교 전북 낭산초등학교

강원 도계초등학교 경기 분당초등학교 경기 철산초등학교 경북 대흥초등학교 서울 가원초등학교 서울 인왕초등학교 전북 번암초등학교

강원 동춘천초등학교 경기 불정초등학교 경기 탄벌초등학교 경북 도봉초등학교 서울 개롱초등학교 서울 일신초등학교 전북 순창초등학교

강원 명주초등학교 경기 산북초등학교 경기 파장초등학교 경북 도원초등학교 서울 개원초등학교 서울 장원초등학교 전북 용진초등학교

강원 방림초등학교 경기 삼숭초등학교 경기 평택서재초등학교 경북 동부초등학교 서울 개포초등학교 서울 장월초등학교 전북 전주만수초등학교

강원 북원초등학교 경기 삼정초등학교 경기 평택중앙초등학교 경북 문수초등학교 서울 공항초등학교 서울 재동초등학교 전북 전주북일초등학교

강원 북평초등학교 경기 상촌초등학교 경기 풍양초등학교 경북 문충초등학교 서울 광진초등학교 서울 전동초등학교 전북 전주전일초등학교

강원 삼포초등학교 경기 생연초등학교 경기 하안남초등학교 경북 벽진초등학교 서울 교육대부설초등학교 서울 정목초등학교 전북 전주팔복초등학교

강원 상장초등학교 경기 서면초등학교 경기 한산초등학교 경북 봉곡초등학교 서울 구룡초등학교 서울 중곡초등학교 전북 정우초등학교

강원 석사초등학교 경기 서운초등학교 경기 한솔초등학교 경북 부계초등학교 서울 남정초등학교 서울 중동초등학교 전북 줄포초등학교

강원 후평초등학교 경기 서정초등학교 경기 한터초등학교 경북 서부초등학교 서울 남천초등학교 서울 중목초등학교 전북 진봉초등학교

경기 가산초등학교 경기 서종초등학교 경기 현암초등학교 경북 선주초등학교 서울 답십리초등학교 서울 지향초등학교 제주 고산초등학교

경기 가수초등학교 경기 석우초등학교 경기 호수초등학교 경북 성주중앙초등학교 서울 당서초등학교 서울 창천초등학교 제주 곽금초등학교

경기 가평초등학교 경기 설성초등학교 경기 회정초등학교 경북 소천초등학교 서울 대림초등학교 서울 청담초등학교 제주 김녕초등학교

경기 강하초등학교 경기 성남동초등학교 경기 흥진초등학교 경북 순흥초등학교 서울 대신초등학교 서울 청량초등학교 제주 백록초등학교

경기 개산초등학교 경기 성남초등학교 경기청 양주덕현초등학교 경북 아천초등학교 서울 대현초등학교 서울 청운초등학교 제주 사계초등학교

경기 검바위초등학교 경기 성라초등학교 경남 가양초등학교 경북 아포초등학교 서울 도곡초등학교 서울 탑산초등학교 제주 세화초등학교

경기 계수초등학교 경기 성주초등학교 경남 거류초등학교 경북 양북초등학교 서울 동산초등학교 서울 평화초등학교 제주 신제주초등학교

경기 고강초등학교 경기 소요초등학교 경남 구지초등학교 경북 양학초등학교 서울 동호초등학교 서울 홍익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 제주 애월초등학교

경기 고삼초등학교 경기 송내초등학교 경남 김해동광초등학교 경북 영양초등학교 서울 등명초등학교 서울 후암초등학교 제주 인화초등학교

경기 고촌초등학교 경기 송촌초등학교 경남 김해부곡초등학교 경북 영일초등학교 서울 등양초등학교 세종 새롬초등학교 제주 재릉초등학교

경기 관악초등학교 경기 신월초등학교 경남 남양초등학교 경북 영주중앙초등학교 서울 등원초등학교 울산 동부초등학교 제주 제주북초등학교

경기 광덕초등학교 경기 신일초등학교 경남 대곡초등학교 경북 영화초등학교 서울 마천초등학교 울산 월봉초등학교 제주 추자초등학교

경기 광명북초등학교 경기 안산중앙초등학교 경남 대중초등학교 경북 오천초등학교 서울 문백초등학교 울산 일산초등학교 제주 토평초등학교

경기 광명서초등학교 경기 안성초등학교 경남 동산초등학교 경북 옥대초등학교 서울 방산초등학교 울산 청솔초등학교 제주 한림초등학교

경기 광명초등학교 경기 안양남초등학교 경남 마천초등학교 경북 우보초등학교 서울 번동초등학교 인천 구월초등학교 제주 한마음초등학교

경기 광사초등학교 경기 양정초등학교 경남 명도초등학교 경북 의홍초등학교 서울 삼선초등학교 인천 남촌초등학교 제주 흥산초등학교

경기 광일초등학교 경기 어울초등학교 경남 문암초등학교 경북 이산초등학교 서울 상명대부속초등학교 인천 마전초등학교 충남 금마초등학교

경기 군서초등학교 경기 언동초등학교 경남 백전초등학교 경북 인평초등학교 서울 상지초등학교 인천 만수초등학교 충남 남포초등학교

경기 금남초등학교 경기 연천왕산초등학교 경남 부림초등학교 경북 임고초등학교 서울 서강초등학교 인천 영종초등학교 충남 내산초등학교

경기 금화초등학교 경기 영덕초등학교 경남 분성초등학교 경북 자인초등학교 서울 서빙고초등학교 인천 용마초등학교 충남 배양초등학교

경기 기산초등학교 경기 영일초등학교 경남 사파초등학교 경북 조마초등학교 서울 서울강일초등학교 인천 인천공촌초등학교 충남 봉명초등학교

경기 김포초등학교 경기 영화초등학교 경남 삼산초등학교 경북 중앙초등학교 서울 서울구의초등학교 인천 인천신석초등학교 충남 부창초등학교

경기 내기초등학교 경기 오마초등학교 경남 삼정자초등학교 경북 진평초등학교 서울 서울당중초등학교 인천 주안남초등학교 충남 성대초등학교

경기 내혜홀초등학교 경기 오산고현초등학교 경남 삽량초등학교 경북 풍산초등학교 서울 서울성산초등학교 인천 화전초등학교 충남 신암초등학교

경기 다산가람초등학교 경기 오산원일초등학교 경남 상일초등학교 경북 형곡초등학교 서울 서울수명초등학교 전남 간문초등학교 충남 연무중앙초등학교

경기 당정초등학교 경기 옥터초등학교 경남 서남초등학교 광주 문우초등학교 서울 성신초등학교 전남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충남 외연도초등학교

경기 대덕초등학교 경기 용머리초등학교 경남 서하초등학교 광주 백운초등학교 서울 성일초등학교 전남 금산초등학교 충남 웅천초등학교

경기 대양초등학교 경기 용인대일초등학교 경남 소답초등학교 광주 일곡초등학교 서울 송전초등학교 전남 금일초등학교 충남 정산초등학교

경기 대청초등학교 경기 용인이동초등학교 경남 수동초등학교 광주 장덕초등학교 서울 송천초등학교 전남 금천초등학교 충남 직산초등학교

경기 대평초등학교 경기 용정초등학교 경남 신기초등학교 광주 주월초등학교 서울 송파초등학교 전남 넙도초등학교 충남 홍성초등학교

경기 덕정초등학교 경기 율길초등학교 경남 신안초등학교 대구 감삼초등학교 서울 수서초등학교 전남 담양남초등학교 충북 각리초등학교

경기 동곡초등학교 경기 이충초등학교 경남 안민초등학교 대구 남부초등학교 서울 신곡초등학교 전남 목포상동초등학교 충북 남평초등학교

경기 동탄초등학교 경기 일산은행초등학교 경남 안의초등학교 대구 대구왕선초등학교 서울 신당초등학교 전남 목포하당초등학교 충북 동주초등학교

경기 마송초등학교 경기 장승초등학교 경남 용지초등학교 대구 대구학남초등학교 서울 신동초등학교 전남 무선초등학교 충북 봉덕초등학교

경기 마장초등학교 경기 장안초등학교 경남 의령초등학교 대구 용전초등학교 서울 신성초등학교 전남 무안초등학교 충북 비상초등학교

경기 매송초등학교 경기 장자초등학교 경남 자은초등학교 대구 칠성초등학교 서울 신창초등학교 전남 보길초등학교 충북 서경초등학교

경기 매홀초등학교 경기 장촌초등학교 경남 장유초등학교 대구 한솔초등학교 서울 신천초등학교 전남 삼향초등학교 충북 수봉초등학교

경기 미곡초등학교 경기 장파초등학교 경남 장평초등학교 대전 내동초등학교 서울 신현초등학교 전남 신광초등학교 충북 운천초등학교

경기 방초초등학교 경기 적암초등학교 경남 지정초등학교 부산 금강초등학교 서울 언남초등학교 전남 신기초등학교 충북 원남초등학교

경기 배양초등학교 경기 정배초등학교 경남 진영대흥초등학교 부산 남항초등학교 서울 연지초등학교 전남 신흥초등학교 충북 충주중앙탑초등학교

경기 백성초등학교 경기 좌항초등학교 경남 창호초등학교 부산 다송초등학교 서울 염리초등학교 전남 여수신월초등학교 충북 한솔초등학교

경기 백신초등학교 경기 주원초등학교 경남 칠서초등학교 부산 대천초등학교 서울 오류남초등학교 전남 오룡초등학교 충주 탄금초등학교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중학교

강원 경포중학교 경기 범계중학교 경남 내동중학교 광주 서석중학교 서울 백운중학교 인천 서곶중학교

강원 고한중학교 경기 병점중학교 경남 내동중학교 광주 송원중학교 서울 번동중학교 인천 신흥중학교

강원 근덕중학교 경기 보영여자중학교 경남 능동중학교 광주 숭의중학교 서울 보인중학교 전남 고흥풍양중학교

강원 김화여자중학교 경기 부곡중학교 경남 동해중학교 광주 월봉중학교 서울 봉은중학교 전남 금당중학교

강원 나전중학교 경기 부용중학교 경남 밀양중학교 광주 첨단중학교 서울 북서울중학교 전남 목포홍일중학교

강원 대성중학교 경기 부천여자중학교 경남 반송여자중학교 대구 강북중학교 서울 삼성중학교 전남 무안현경중학교

강원 도계여자중학교 경기 비룡중학교 경남 반송중학교 대구 경명여자중학교 서울 상도중학교 전남 보성중학교

강원 도계중학교 경기 삼괴중학교 경남 분성중학교 대구 고산중학교 서울 상명여자중학교 전남 비금중학교

강원 미로중학교 경기 삼숭중학교 경남 삼정자중학교 대구 다사중학교 서울 서일중학교 전남 순천신흥중학교

강원 봉의여자중학교 경기 상일중학교 경남 상주중학교 대구 달성중학교 서울 성내중학교 전남 여수구봉중학교

강원 북평중학교 경기 상일중학교 경남 서상중학교 대구 대곡중학교 서울 성수중학교 전남 여수삼일중학교

강원 사북중학교 경기 상품중학교 경남 선덕여자중학교 대구 대구중학교 서울 성암여자중학교 전남 장성중학교

강원 설악중학교 경기 성곡중학교 경남 성지여자중학교 대구 동본리중학교 서울 세일중학교 전남 화순북면중학교

강원 솔올중학교 경기 성남동중학교 경남 성지여자중학교 대구 범물중학교 서울 수송중학교 전남 한재중학교

강원 신철원중학교 경기 세류중학교 경남 신월중학교 대구 범일중학교 서울 시흥중학교 전북 남원한빛중학교

강원 율곡중학교 경기 솔빛중학교 경남 쌍책중학교 대구 서남중학교 서울 신구중학교 전북 남원한빛중학교

강원 인제중학교 경기 송내중앙중학교 경남 안민중학교 대구 서재중학교 서울 신명중학교 전북 옥구중학교

강원 철암중학교 경기 송라중학교 경남 의령여자중학교 대구 성광중학교 서울 신현중학교 전북 전북중학교

강원 평창중학교 경기 수성중학교 경남 진명여자중학교 대구 성지중학교 서울 아주중학교 전북 전주덕진중학교

강원 황지중학교 경기 숙지중학교 경남 진주제일중학교 대구 신명여자중학교 서울 양화중학교 전북 전주중앙중학교

경기 가평북중학교 경기 시흥능곡중학교 경남 진주중학교 대구 안심중학교 서울 여의도중학교 전북 제일중학교

경기 강천중학교 경기 신릉중학교 경남 초계중학교 대구 원화중학교 서울 연북중학교 전북 함열중학교

경기 강하중학교 경기 안산해양중학교 경남 토월중학교 대구 월배중학교 서울 연서중학교 제주 노형중학교

경기 개군중학교 경기 안성중학교 경남 한림중학교 대전 대전은어송중학교 서울 영남중학교 제주 세화중학교

경기 경민여자중학교 경기 안성중학교 경남 한얼중학교 부산 경남중학교 서울 영동중학교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경기 경북중학교 경기 안중중학교 경남 합포중학교 부산 대동중학교 서울 영등포중학교 제주 우도중학교

경기 고암중학교 경기 양곡중학교 경남 호암중학교 부산 대청중학교 서울 영원중학교 제주 제주동여자중학교

경기 곡선중학교 경기 양성중학교 경북 경안중학교 부산 배정중학교 서울 영훈중학교 제주 제주여자중학교

경기 과천중학교 경기 양오중학교 경북 광평중학교 부산 백양중학교 서울 오금중학교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경기 광명북중학교 경기 연무중학교 경북 단산중학교 부산 사직여자중학교 서울 오남중학교 충남 부석중학교

경기 광명북중학교 경기 연천중학교 경북 대영중학교 부산 신정중학교 서울 오륜중학교 충남 서령중학교

경기 광문중학교 경기 영동중학교 경북 모서중학교 부산 영남중학교 서울 용문중학교 충남 서산부춘중학교

경기 광주중학교 경기 영복여자중학교 경북 법전중학교 부산 온천중학교 서울 인헌중학교 충남 입장중학교

경기 교하중학교 경기 영통중학교 경북 봉곡중학교 부산 윤산중학교 서울 잠신중학교 충남 천안서여자중학교

경기 구운중학교 경기 용호중학교 경북 상주중학교 부산 주례여자중학교 서울 장안중학교 충남 천안성정중학교

경기 궁내중학교 경기 용호중학교 경북 성남여자중학교 부산 한바다중학교 서울 정신여자중학교 충남 한내여자중학교

경기 기안중학교 경기 운천중학교 경북 소수중학교 부산 해운대중학교 서울 중앙중학교 충북 가덕중학교

경기 김포중학교 경기 원곡중학교 경북 신라중학교 서울 가원중학교 서울 중원중학교 충북 금천중학교

경기 김포중학교 경기 원미중학교 경북 신상중학교 서울 강북중학교 서울 청량중학교 충북 서경중학교

경기 나곡중학교 경기 위례한빛중학교 경북 신흥중학교 서울 강일중학교 서울 청운중학교 충북 수곡중학교

경기 남양주다산중학교 경기 이목중학교 경북 안동중학교 서울 거원중학교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충북 신니중학교

경기 남양중학교 경기 청산중학교 경북 영동중학교 서울 경수중학교 서울 한울중학교 충북 원평중학교

경기 단원중학교 경기 청운중학교 경북 영주여자중학교 서울 경일중학교 서울 화원중학교 충북 정수중학교

경기 단월중학교 경기 초지중학교 경북 영주중학교 서울 경희중학교 서울 효문중학교 충북 주성중학교

경기 대덕중학교 경기 태성중학교 경북 울릉중학교 태하분교 서울 공릉중학교 서울 휘경여자중학교 충북 진천중학교

경기 덕소중학교 경기 평내중학교 경북 지품천중학교 서울 광성중학교 울산 연암중학교 충북 청운중학교

경기 덕정중학교 경기 평택여자중학교 경북 진성중학교 서울 광장중학교 울산 진장중학교 충북 청주남중학교

경기 동두천여자중학교 경기 포승중학교 경북 풍기중학교 서울 광진중학교 울산 학성여자중학교 충북 청주중학교

경기 동두천중앙중학교 경기 푸른중학교 경북 현동중학교 서울 광희중학교 인천 남인천여자중학교 충북 한일중학교

경기 동두천중학교 경기 한광여자중학교 경북 현일중학교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중학교 인천 동인천여자중학교 인천 연성중학교

경기 동수원중학교 경기 함현중학교 경북 형남중학교 서울 대왕중학교 인천 명현중학교 인천 인주중학교

경기 동암중학교 경기 현화중학교 경북 화랑중학교 서울 대치중학교 인천 부흥중학교 인천 인천여자중학교

경기 동학중학교 경남 가야중학교 경북 효령중학교 서울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인천 북인천중학교 인천 인천청라중학교

경기 망포중학교 경남 거제중앙중학교 광주 금당중학교 서울 둔촌중학교 인천 산곡여자중학교 인천 제물포여자중학교

경기 무원중학교 경남 남산중학교 광주 무진중학교 서울 면목중학교 인천 상정중학교 인천 해원중학교



고등학교

강원 간동고등학교 경기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경기 청명고등학교 경북 경안여자고등학교 대구 청구고등학교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전남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강원 강릉여자고등학교 경기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 청운고등학교 경북 경주여자고등학교 대구 학남고등학교 서울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전남 여수충무고등학교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경기 삼숭고등학교 경기 청평고등학교 경북 공업고등학교 대구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서울 숭문고등학교 전남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강원 기린고등학교 경기 삼일상업고등학교 경기 초지고등학교 경북 구미고등학교 대구 현풍고등학교 서울 신림고등학교 전남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경기 상일고등학교 경기 충헌고등학교 경북 구미여자고등학교 대구 협성고등학교 서울 양정고등학교 전남 영흥고등학교

강원 동해상업고등학교 경기 서원고등학교 경기 충훈고등학교 경북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 서울 양천고등학교 전남 장흥고등학교

강원 묵호고등학교 경기 서해고등학교 경기 태전고등학교 경북 금오공업고등학교 대전 대성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전남 장흥관산고등학교

강원 사북고등학교 경기 성남공업고등학교 경기 통진고등학교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 대전여자고등학교 서울 염광고등학교 전남 전남미용고등학교

강원 삼척고등학교 경기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 파주고등학교 경북 김천농공고등학교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서울 염광여자고등학교 전남 전남예술고등학교

강원 서석고등학교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경기 파주공업고등학교 경북 명인정보고등학교 대전 명석고등학교 서울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전남 주암종합고등학교

강원 여량고등학교 경기 성사고등학교 경기 파주여자고등학교 경북 모계고등학교 대전 서일고등학교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전남 지명고등학교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경기 성일고등학교 경기 평내고등학교 경북 봉화고등학교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강원 원통고등학교 경기 성지고등학교 경기 평촌고등학교 경북 사곡고등학교 부산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전남 한빛고등학교

강원 정선고등학교 경기 성포고등학교 경기 평촌공업고등학교 경북 상산전자고등학교 부산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서울 예술고등학교 전남 한영고등학교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경기 소명여자고등학교 경기 포천고등학교 경북 선주고등학교 부산 부산고등학교 서울 오류고등학교 전남 함평고등학교

강원 진부고등학교 경기 송내고등학교 경기 포천일고등학교 경북 성희여자고등학교 부산 부산남고등학교 서울 오산고등학교 전남 호남원예고등학교

강원 철암고등학교 경기 송우고등학교 경기 풍생고등학교 경북 신라고등학교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 전북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 평창고등학교 경기 송호고등학교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부산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전북 김제고등학교

강원 황지고등학교 경기 수내고등학교 경기 한광여자고등학교 경북 약목고등학교 부산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서울 장충고등학교 전북 김제여자고등학교

강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 수리고등학교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경북 영주동산고등학교 서울 강동고등학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경기 경기고등학교 경기 수성고등학교 경기 한인고등학교 경북 영주제일고등학교 서울 강서고등학교 서울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전북 완산고등학교

경기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경기 현암고등학교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서울 개포고등학교 서울 풍문고등학교 전북 장계공업고등학교

경기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경기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경기 효성고등학교 경북 인동고등학교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전북 전북체육고등학교

경기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기 수지고등학교 경기 흥덕고등학교 경북 자동차고등학교 서울 경일고등학교 서울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전북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경기 고양예술고등학교 경기 신성고등학교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경북 칠곡고등학교 서울 공업고등학교 서울 휘경여자고등학교 전북 함열여자고등학교

경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경기 심석고등학교 경남 경남예술고등학교 경북 포항제철고등학교 서울 공항고등학교 울산 문현고등학교 전북 호남고등학교

경기 과천고등학교 경기 심원고등학교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경북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서울 광신고등학교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제주 남녕고등학교

경기 관양고등학교 경기 안산강서고등학교 경남 경상대학교부설고등학교 경북 현일고등학교 서울 광영여자고등학교 울산 울산상업고등학교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경기 관인고등학교 경기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경남 경일여자고등학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울 구정고등학교 인천 강화고등학교 제주 서귀포고등학교

경기 광명고등학교 경기 안성고등학교 경남 고성중앙고등학교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 남강고등학교 인천 검단고등학교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경기 광주중앙고등학교 경기 안양공업고등학교 경남 김해분성고등학교 광주 송원고등학교 서울 당곡고등학교 인천 경인여자고등학교 제주 성산고등학교

경기 광탄고등학교 경기 안양상업고등학교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 광주 수피아여자고등학교 서울 대신고등학교 인천 도림고등학교 제주 세화고등학교

경기 군서고등학교 경기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경남 김해영운고등학교 광주 전남여자고등학교 서울 대영고등학교 인천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제주 애월상업고등학교

경기 김포고등학교 경기 안일물류고등학교 경남 마산고등학교 광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 인천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제주 제주고등학교

경기 남양고등학교 경기 안중고등학교 경남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서울 도봉고등학교 인천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경기 늘푸른고등학교 경기 양곡고등학교 경남 사천고등학교 대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서울 동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충남 당진정보고등학교

경기 대지고등학교 경기 양일고등학교 경남 삼가고등학교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 동국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인천 신현고등학교 충남 목천고등학교

경기 덕산고등학교 경기 여자고등학교 경남 서창고등학교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서울 동성고등학교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충남 부여여자고등학교

경기 도당고등학교 경기 연천고등학교 경남 성지여자고등학교 대구 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서울 동작고등학교 인천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충남 서령고등학교

경기 동광고등학교 경기 영덕고등학교 경남 의령고등학교 대구 달성정보고등학교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인천 청학공업고등학교 충남 서산고등학교

경기 동국대학교부속영석고등학교 경기 영복여자고등학교 경남 장유고등학교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서울 리라아트고등학교 인천 학익고등학교 충남 서산여자고등학교

경기 동두천고등학교 경기 영북고등학교 경남 진주동명고등학교 대구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서울 마포고등학교 인천 학익여자고등학교 충남 성환고등학교

경기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경기 용호고등학교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대구 대구여자고등학교 서울 명덕고등학교 인천 해양과학고등학교 충남 주산산업고등학교

경기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경기 운중고등학교 경남 창녕여자고등학교 대구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 명덕여자고등학교 전남 강진고등학교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경기 동원고등학교 경기 유신고등학교 경남 창원남고등학교 대구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서울 명일여자고등학교 전남 구례고등학교 충남 천안중앙고등학교

경기 무원고등학교 경기 의정부고등학교 경남 창원남산고등학교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 문화고등학교 전남 남악고등학교 충남 청양고등학교

경기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경남 창원명곡고등학교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전남 담양고등학교 충북 보은고등학교

경기 백송고등학교 경기 이천제일고등학교 경남 창원신월고등학교 대구 동문고등학교 서울 보인고등학교 전남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충북 영동인터넷고등학교

경기 백운고등학교 경기 이충고등학교 경남 창원여자고등학교 대구 동부공업고등학교 서울 삼성고등학교 전남 목포여자고등학교 충북 제천상업고등학교

경기 범박고등학교 경기 이포고등학교 경남 충렬여자고등학교 대구 매천고등학교 서울 상명공업고등학교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충북 증평공업고등학교

경기 보영여자고등학교 경기 장호공업고등학교 경남 칠원고등학교 대구 상서고등학교 서울 상암고등학교 전남 문태고등학교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경기 부명고등학교 경기 저현고등학교 경남 통영여자고등학교 대구 서부고등학교 서울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전남 벌교고등학교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경기 부용고등학교 경기 점동고등학교 경남 함안대산고등학교 대구 성서고등학교 서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전남 벌교여자고등학교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경기 부천고등학교 경기 조원고등학교 경남 합천고등학교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전남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경기 주엽고등학교 경남 합천여자고등학교 대구 신명고등학교 서울 서초고등학교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충북 현도정보고등학교

경기 부천북고등학교 경기 중원고등학교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대구 영남고등학교 서울 선유고등학교 전남 순천전자고등학교 -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 지평고등학교 경북 경북체육고등학교 대구 영진고등학교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전남 순천팔마고등학교 -

경기 분당대진고등학교 경기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경북 경산과학고등학교 대구 정동고등학교 서울 세명컴퓨고등학교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대학교

가야대학교 공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가천의과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기획연구처기획평가과 조선이공대학교

강서대학교 국민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중부대학교

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중부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숭실대학교 창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신라대학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안산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삼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상명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오공과대학교 상주대학교 양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남부대학교 서강대학교 여수대학교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서경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도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서영대학교 영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대구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경복대학교 운영동부기술교육원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충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평택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영동대학교 한경대학교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영산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서울대학교 연구소 암연구소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경북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 동남보건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산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동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북대학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단 동아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우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양대학교 서울전문학교 울산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서원대학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폴리텍대학바이오캠퍼스

경북도립대학교 동의대학교 서일대학교 유한대학교 한남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정대학교 익산대학교 한림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동주대학교 선린대학교 인덕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명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인천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목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경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전문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경희대학교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수성대학교 재능대학교 호남대학교

고려대학교 부경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

공주교육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

군부대

고성대대 동원과 국군 제1363부대 기무대 육군 제2632부대 육군 제7376부대 함양대대 동원과

공군 2238부대 국방부 합동조사단 육군 제3139부대 육군 제7856부대 합동군사대학교

공군 3368부대 육군 제1017부대 육군 제5067부대 육군 제9251부대 합동참모본부

공군 교육사령부 육군 제102여단 육군 제5397부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공군 군수사령부 육군 제1266부대 육군 제6755부대 전투지휘훈련단 해병 제9691부대

공군 중앙관리단 육군 제2291부대 육군 제6950부대 제5전술공수비행단 해병대 제9여단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 육군 제2307부대 육군 제7273부대 제7군단 -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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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안성교육청 경상남도 합천 농업기술센터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기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사무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 합천군청

(재)울산테크노파크 경기도 고양교육청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상남도 화력발전소

가나안근로복지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여주읍사무소 경산시의회사무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보건소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고성교육청 고성도서관

강원 외국어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정보문헌본부 경기도 오산시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강원 정성군 디지털공부방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용신시 처인구 포곡읍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교육청 거제애광학교

강원 철원군 와수문화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강원 홍천도서관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강원 화천교육청 경기도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산청유치원

강원도 고성경찰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의왕시 경상남도 남해경찰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의령유치원

강원도 고성군보건소 경기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의정부 송산1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강원도 삼척경찰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2동 경상남도 사천시청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경기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사무소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사무소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강원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사무소 경상남도 삼성동사무소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강원도 정선군 보건소 경기도 녹양도서관 경기도 일산소방서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 경기도 토평도서관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강원도 태백교육청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2동사무소 경기도 파주소방서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의령유치원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부천 소사구청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강원도 평창교육청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파주시청 경상남도 의령군교육청 경상북도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부천시 문화예술관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진주경찰서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고령군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경기도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경기도 평택시 문예회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경상북도 고령군보건소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경상남도 진주시여성회관 경상북도 구미소방서

강원도교육청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 평택시 신장2동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구미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관리사업소 경상북도 군위경찰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경기도 성남시 평생학습원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경상북도 군위군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교육청 경기도 포천시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보건소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도 화성시 병점2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경상북도 문경경찰서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경상북도 문경시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도서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거창 북상면 경기도 시흥시 건강도시추진본부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북도 병무청 총무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경기도교육청 창인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보건소 경상북도 봉화교육청

건강관리공단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 안산시 평생학습원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 광명경찰서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문학관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경기도 안성시의회 사무국 경기도시공사 경상남도 함안군 보건소 경상북도 성주경찰서

경기 일산경찰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상남도 함양경찰서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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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지방우정청 국세청 대구광역시 북구 동작구청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인지방우정청 국세청 대구지방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동해교육청

경상북도 영덕군 과학수사과 서대문경찰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대구광역시 서구 동해부표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경상북도 영덕군 보건소 관세청 관세국경연수원 국회 국회사무처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마포구청 청소년문화센터

경상북도 영덕군청 광주과학기술원 군포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마포보육정보센터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문경교육청

경상북도 영주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근로복지공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경상북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제시 보건소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2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김천 세무서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경상북도 영주시 회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김천교육청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2동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상북도 영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김포 도서관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외서면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법무부 춘천소년원

경상북도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김해시보건소 장유건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환경공단신천사업소 법원읍사무소

경상북도 울진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김해시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병무청

경상북도 의성군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나주문화재연구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박물관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 노인문화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학생문화센터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재활원

경상북도 의성군 보건소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남동사회복귀시설 대법원 법원도서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경상북도 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무국 총무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광주광역시 동구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대소면사무소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

경상북도 청송군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대연동 노인종합복지관 보령 도서관

경상북도 칠곡경찰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원 시립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보은 군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곡동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 노원구 의회사무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보훈의료공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노원보육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북도 한방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서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소방방재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경산유치원 광주광역시 전남병무청 총무과 농촌진흥청 대전교도소 부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부산광역시 명지동사무소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대통령경호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선광학교 대구광역시 대통령실 경호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경상북도교육청 화랑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경상북도지방 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부산광역시 북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광주지방 순천교도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빙상센터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교육부 국립각급학교 서울농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보건소

경주박물관 구로 도서관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찰청 구미 시청 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 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 서구

경찰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구산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 대한화재해상보험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도로공사 서하남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구광역시 대구고등법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국립종자관리소 대구광역시 대구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국립환경과학원 측정기준연구과 대구광역시 대구북부도서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고흥보성지사 대구광역시 대구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안전처 대구광역시 동구 독립기념관 부산광역시의료원

고읍 도서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동두천시청 부산병무청 총무과

고흥 군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두천시청 시설관리 도서관 부산서구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구광역시 봉덕3동사무소 동작교육청 부산시 사상구청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관공서

부산시 영도구청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영월교도소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영주 순흥 문화 유적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항만공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주경찰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부산해양수산원 서울특별시 강남 개포4동사무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다원학교 영주시청 인천광역시 중구

부천 남부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남 도곡1동 동사무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영천시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과

부천 중2동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 삼성1동사무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부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남 세곡동사무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예천군 보건소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서울특별시 강남 수서동사무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예천군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부천시 체육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남 일원본동사무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와 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청 전산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외교통상부 인천교통공사

북광주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세종특별자치시 용산구청 인천남구청

사당1동복합청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용학도서관 인천남동구청

사당2동 자치주민센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방방재본부 운산 남구 대현동사무소 인천인력개발원

사회복지법인 꿈을키우는집 서울특별시 강서 구의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산 북국 문예회관 인천중구청

사회복지법인 대전벧엘원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송산노인복지회관 울릉군 의회사무과 자치연구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파구 의회사무국 울산 울주군보건소 재경경제부

사회복지법인 은성원 다시함께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송파구청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도권대리환경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산청학생야영수련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원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청사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삼동면청사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수원 시청 울산남주경찰서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삼척 시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원 파장동주민센터 울산복지협회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울산시설공단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원장애인복지회 원당사회복지관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도1동 주민센터도서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협중앙회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원주지역자활센터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무대근무지원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순천교육청 월드비전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경찰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은혜복지재단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서성면청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흥시 의회사무국 음성군청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암수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서울 병무청총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신수동주민센터 의정부 송산1동 주민센터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 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천시 신둔면사무소 재단법인 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서울 산업통상진흥원DMC첨단산업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산도시공사 인천 부평 부개1동사무소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서울 서대문 창천동청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성 시청 인천 중부경찰서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서울 서부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양 경찰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총무 전남 곡선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양 교도소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전남 문안읍사무소

서울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 만안도서관 인천광역시 남구 전남 영광군보건소

서울 세관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양 석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전남 화순군보건소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양시 문화복지사업소 인천광역시 동구 전남개발공사

서울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양지식정보센터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전남개발공사 전통한옥숙박단지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안양평생학습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남무안군 보건소

서울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양구군 보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라남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주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전라남도 강진군

서울시지방경찰청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양주 시립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

서울시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 전라남도 고흥군

서울시청 속초수련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양평군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서울올림픽파크텔운영본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영덕군청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전라남도 곡성군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관공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무주군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 전라북도 완산소방서 청주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상북도지부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충남 예산교육청 태백시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익산시 보건소 충남당진 근로자종합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라남도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충남홍성농업기술센터 토지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라남도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도서관 충북여성개발센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충북음성군의회 통영시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충북중소기업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공주시 파주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파주시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파주시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라남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청남도 당진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전북 무주군 의회사무과 충청남도 서천군 팔달신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지역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 충청남도 세종경찰서 평택 문예회관관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전라남도 보성군 정선군보건소 충청남도 아산시 포천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정선군의회사무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포항시산림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도 서귀포시 천지동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포항운전면허시험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라남도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천안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전라남도 신안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국전력 안동전력소

전라남도 여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한국 보훈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라남도 영광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충청남도당진교육청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전라남도 영암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한국건설경제협의회 한국천문연구원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철도공사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전라남도 완도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북도 영동군 힐링사업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충청북도 옥천경찰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표준협회

전라남도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복합화력발전처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전라남도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한국환경공단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조달청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울산지사 한성백제박물관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조폐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한국농어촌 경상남도지역본부 한전경기북부본부

전라남도 화순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옥동유치원 한국농어촌 제주지역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진천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해군작전사령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해양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중소기업중앙회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지사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목포지사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중앙공무원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남도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호법 면사무소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중앙인사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남도지역본부 합천지사 호주축산공사 한국사무소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지역본부 영주.봉화지사 홍천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립도서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화성서부임시경찰서

전라북도 고창군 진주시관할사회복지관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화성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 고창군청 진천국 초평면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화성양감면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질병관리본부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천북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환경관리공단

전라북도 남원시 천안소방서 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철도시설관리 수도사업본부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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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교회

(주)GS리테일 (주)현대엠아이비 대화교회 샘표식품(주) 이토마토투자자문(주) 포시즌여행사

(주)갓피플 (주)효성웰텍 덕이종합골프클럽 서울 강남 인터넷수능방송국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포에스미디어(주)

(주)경남드라이어 AJ렌터카주식회사 덕진공원 음악분수 서울도시가스(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풍림개발주식회사

(주)골프존(GOLFZON) CJ CGV(주) 동보식품 서울산업진흥원 인터네셔날 사이버마케팅 프라임웨딩홀부페

(주)넥센특판사업 KBS 창원방송총국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서울삼성안과의원 일진다이아몬드㈜ 프란치스꼬회

(주)넷피아닷컴 sec연구소 동부화재(주)본점 서울우유협동조합제 제주 샤인빌 리조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주)더케이호텔경주 W호텔 비스타홀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서울의료원 제주 스크린골프존 한국A/V산업

(주)롯데삼강 가평농업기술센터 동아쏘시오홀딩스(주)연구소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 제주우체국 한국EDS

(주)모드디자인센타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동아에스티(주) 성도기업 주식회사 게임소마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브이아이피렌트카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동아제약(주) 세라젬의료기 주식회사 디자인그룹아침 한국기독교장로회 오천교회

(주)뿌리문화사 광주테크노파크 동양물산기업 세종과학사 주식회사 디자인예인 한국네비케이토선교회

(주)삼성아이티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롯데 호텔 세종연구소 주식회사 비씨에이캐나다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주)서브원 국제건강관리사협회 롯데칠성음료(주) 세종재단 주식회사 생각하는디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세아네트웍스 귀뚜라미보일러(주) 롯데푸드(주) 송도컨벤시아 주식회사 에듀박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세한아카데미외국어학원 귀뚜라미정밀공업(주) 마포아트센터 송탄, 팽서 국제교류센터 주식회사 에이스페이스마케팅 한국방송공사

(주)신세계닷컴 금호개발(주)금호제주리조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수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오엔디자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신영프레시젼 금호개발(주)설악금호리조트 명동정동극장 수원 우체국 주식회사 캘러웨이네트웍스 한국산업은행

(주)아모레퍼시픽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무학교회 수원성모안과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셋부동산중개 한국엠에스디유한회사

(주)에스원 금호석유화학(주) 미래교역(주) 시흥시니어클럽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시지

(주)오뚜기 기독교할렐루야선교원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신안종합리조트(주) 주식회사 파고다어학원 한국오므론(주)

(주)우리홈쇼핑 기초과학연구원 베스티안병원 쌍용양회공업(주) 주식회사 프로에이스 한국이콜랩(주)

(주)유니베라 나드리화장품(주) 보라전산컴퓨터학원 씨제이파워캐스트(주) 주식회사 피투피시스템즈(토즈)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유니코스 남울산우체국 보험개발원 아모레퍼시픽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정보통신직업전문학교

(주)유한양행 녹십자생명보험 보훈병원 아시아문화원 지니월드시흥지사 한국증권금융

(주)이소프팅 농민신문사 부산 근혜병원 아이엔지생명보험주식회사 진천우체국 한국학원총연합회

(주)인터엠 농천교회 부산대학병원 앨트웰주식회사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 한미약품(주)

(주)제일기획 농협중앙회광주시지부 부산발전연구원 에스에이치공사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한빛의원

(주)조선일보사 농협중앙회여주군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엘에스전선(주)구미공장 충남 테크노파크 한솔제지(주)

(주)지엠이에스티 뉴힐탑호텔웨딩의전당 빅아이엔터테인먼트 엘지산전(주)천안공장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한솔테크닉스(주)

(주)철근종합건설 대륭포스트타워5차운영위원회 빠리스타에스프레소(주) 여의도순복음교회 케이투웨이브 한양대학교병원

(주)캐논씨앤피 대림성모병원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케이티커머스 주식회사 한일제관주식회사

(주)키컴 대상사료(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영동농협 종합시설 코리아제록스에덴오에이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주)태광엔지니어링 대성산업가스(주) 삼성물산(주)분당 영동씨푸드(주) 코오롱글로텍주식회사 현대글로벌주식회사

(주)토탈석재산업 대신산업개발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 영암우체국 큰사랑의원 현대시멘트(주)레저사업본부

(주)트랜스코리아엔지니어링 대웅제약(주) 삼성생명휴먼센터 예술의전당 특허법인코리아나 현대유엔아이 주식회사

(주)파고다아카데미 대전IT 삼성씨엔에스(주) 오산시청 대강당 파고다글로벌에듀어학원 홀인원

(주)포스코엔지니어링 대전oa상사 삼성에버랜드(주) 오정농업협동조합 파고다프라임어학원 홈미디어박스

(주)한국나선관 대한결핵협회 삼성전자(주) 웨딩의전당 평창무역(주) 효석문화예술촌

(주)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 대한예수교 성일교회 삼성전자서비스(주) 웰트웰주식회사 평화오에이시스템 효성캐피탈(주)

(주)한국바이오라이프 대한예수교 장로회돌다리교회 삼아약품 유원엔지니어링(주) 포스데이타(주) 훼밀리골프산업

(주)한국산업테크 대한예수교 장로회영안교 샘솔정보기술(주) 이롬황성주생식초지지점 포스클럽정보기술 -



┃2018 SM TOWN 코엑스 아티움┃ ┃2019 구 화랑대역┃ 

┃2018 마곡선큰광장┃ 

┃2018 구리아트홀┃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2014 광화문 빛너울 축제┃ 

┃2016 국립중앙박물관┃ 

┃2016 밀양아리랑대축제┃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2017 전주 덕진공원 음악 분수┃ 

┃2017 잠실 롯데타워┃ 

┃2017 W호텔 비스타홀┃

┃2017 제주 샤인빌 리조트┃ 

┃2017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2012 여수세계박람회 빅O쇼┃ 

┃2016 산업은행┃ 

┃2016 신세계 하남스타필드┃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국립 과천과학관┃ 

┃201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마술피리' 찬조┃ 

┃2017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2016 CJ 인재원 대강당┃ 

┃2016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 찬조┃ ┃201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이중섭<백년의 신화> 찬조┃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삼성생명휴먼센터┃ ┃대명리조트┃ ┃한국동서발전(EWP)┃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국 폴리텍대학교┃ ┃연세대학교┃ 

┃대구대학교┃┃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호남대학교┃┃한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Sales Reference
납품/설치공사(2001~2019)



서비스 안내

 ≫ 전문 서비스 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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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통, 제조 및 관리와 서비스까지 제공 

보다 더 전문적인 영상 솔루션 기업

신성미디어테크(주)는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인 빔 프로젝터를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전문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빠르고 

확실한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성미디어테크(주)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

 y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되어 더욱 빠른 서비스 제공

 y전국 A/S 조직망으로 전 지역 출장 가능

 y영상 전문 기술력으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기술 교육과 서비스 교육 

프로젝터 전문 서비스센터운영 안내

신성미디어테크(주)는 정기적인 기술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프로젝터 제조사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유통업체 및 서비스 

지정점에게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술교육과 서비스교육 

프로젝터 전문 서비스센터 운영안내

A/S Reference
전문	서비스센터운영



오시는 길

 ≫ 회사 약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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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13층)

Tel.  080-468-9900(代) 

  내선안내: 1번 AS문의 / 2번 구매문의 / 3번 배송문의 / 4번 계산서문의 / 0번 기타

Fax. 02-468-9914

고객서비스센터 Tel. 080-468-9903

홈페이지 www.sslcd.co.kr

•네비게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지하철: 2호선 뚝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

•버스: 지번 2016, 2224, 2413

뚝섬역 
4번출구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13층

뚝섬 
현대아파트

뚝섬역

성수역

한양대/왕십리 방향 성수/잠실 방향

상
원
삼
거
리 

방
향

Direction Information
오시는	길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기업, 

한발 앞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신성미디어테크(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13층)

Tel.	 ┃02-468-9900(代)

Fax.	┃080-468-9914

고객서비스센터	Tel.┃080-468-9903 

홈페이지┃ www.sslc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