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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지명원 | 마이크로닉시스템

우리 마이크로닉시스템은 '고객만족 최우선'의 사훈과 신의 

성실과 기본의 기업가치로 방송, 통신, 전기 소방 SYSTEM 의 

기획, 설계, 생산, 시공 전문의 마이크로닉시스템(주)(대전), 

(주)마이크로닉(계룡),  세종방송통신(주)(세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귀하(사)께서 발주하시는                                                                 

                                 공사(납품)에 지명하여 주심을 바라옵고 

공사에 적극 참여하고자 참고서류 일체를 포함한 ‛공사지명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우리 회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김 홍 래, 김 환 배

마이크로닉시스템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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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마이크로닉시스템(주)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

(주)마이크로닉 - 충남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245, 503호

세종방송통신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98, 202호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개발생산 : 음향, 영상, CCTV,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 설계업(정보통신,전기전문1종,소방시설-전기,기계)

                 감리업(정보통신,전기), 시스템 시뮬레이션/설계

시        공 : AV설비, 스튜디오, 무대기계, 통합배선, 전기, 소방

                 출입통제, 주차관제 외

철도사업 : 영상감시, 구내방송, 정밀진단

유지보수 : 방송음향시스템, CCTV

(주)KT OSP

정부조달우수제품 등록

해외조달시장(G-PASS) 등록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

마이크로닉시스템 사업분야

Ⅰ

Ⅱ

Ⅲ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 (죽동)
042 ‒ 608 ‒ 8800
042 ‒ 608 ‒ 8806
micronic21@naver.com
www.micronic21.co.kr

주        소     
T  E  L      
F  A  X      
E . M a i l      
홈페이지      

마이크로닉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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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사용인감계
A CERTIFICATE OF SEAL IN USE

상기 인감을 귀사와의 계약에 따른 일체의 거래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일       월       년       02

마이크로닉시스템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죽동)

貴下

본 인 감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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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인감증명서

PREQUALIFICATION STATEMENTS



13

MICRONIC SYSTEM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인감증명서





2 회사소개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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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회사소개
COMPANY INTRODUCTION

회  사  명

설  립  일

본       사

서울사무소

영 업 규 모

종  업  원

영 업 품 목

주 요 실 적

마이크로닉시스템 주식회사

1991년 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 (죽동)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길 18 (개포동 개포빌딩 4층)

9,000백만원

60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개발생산 : 음향, 영상기기, CCTV, 정보통신

설계감리 : 시스템 설계/시뮬레이션/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시      공 : 음향, 영상, 동시통역, 스튜디오, 무대기계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대전국악공연장 음향

서울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대전대학교, 간호사관학교, 우송대학교 등 교육기관 

구로아트밸리, 계룡복합문화회관, 한국과학기술원 등 음향 및 영상설비

갤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까르프) 등 

유성호텔, 리베라호텔 등 호텔 및 스포츠센터 음향 및 영상설비

탄방동 성당, 목동 성당, 둔산동 성당, 복대 교회, 신탄진 제일교회

정림 성결교회 등 종교시설 음향 및 영상설비

대전광역시, 화성시청, 마포구청, 창녕군청 등 영상감시장치 (CCTV)

국방시설본부 의무사 복지회관/시뮬레이션센터 정보통신공사외 다수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 공사

대전광역시 서구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외 다수

철도시설공단 경의선 성산외13개역사 CCTV설비, 중앙선 여객안내설비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영상감시설비 등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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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PREQUALIFICATION STATEMENTS

1 9 9 1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7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5

2 0 0 6

2 0 0 7

1월     마이크로닉시스템 설립

4월     P.A 사업부 신설 

5월     LOCKEY SYSTEM 개발

2월     공장등록(영상, 음향, 통신, 자동제어장비, 조립제조)

2월     ㈜인터엠 대리점 개설

3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가입

7월     마이크로닉시스템 주식회사 법인전환

8월     조달청등록

12월    ISO 9001 인증 획득

4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7월     유망중소기업 인증

2월     본점 사옥 신축 이전 (대전 중구 목동)

2월     JBL.EV 대리점

4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7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11월     삼성테크윈㈜ CCTV 서비스 지정점

8월     실용신안등록 제028855호 전송모니터링 복합시스템

1월     실용신안등록 제0302580호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 그룹 제어시스템

6월     한국무역협회가입 

1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그룹 제어시스템 특허 획득 (특허 제0466304호)

2월     전송모니터링 복합시스템 특허 획득 (특허 제0478338호)

3월     SR용 Professional speaker 개발완료

5월     벤처기업확인 (중소기업청장)

6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그룹 제어시스템 K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 그룹 제어시스템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9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그룹 제어시스템 우수제품 인증 (조달청

7월     방송장치 우수제품인증 (조달청)

회사연혁
CORPORATION HISTORY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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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8

2 0 0 9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2 0 1 5

2 0 1 6

9월     벤처기업확인(기술보증기금)

9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중소기업청)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5월     상표등록 2건 (        제 40-0822474호)                                      (                           제 40-0822475호)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호4661201-01제 허특(         득획 허특 법방 용운 그 및 템스시 러롤트컨 램그로프머이타 의수복     월3

6월     복수음원 제어장치 K마크 인증 획득

9월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획득

10월    복수 음원제어 통합 방송시스템 K마크 인증 획득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2월     품질보증(Q-Mark)지정서 획득 (복수음원제어장치)

3월     방송장치 (복수음원제어 통합방송시스템) 우수제품 인증  (조달청)

7월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11월     음향시스템의 자가 진단 장치 특허획득 (특허 제 10-1332797호)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1월      강소기업 인정

4월     부하 분산 장치 및 방법 특허획득(특허 제 10-1388575호)

5월     전기공사업 등록

12월    본점 사옥 신축 이전 (대덕연구개발특구

8월     CLEAN 사업장 선정

內)

1월      ㈜kt 협력사(OSP분야) 선정

7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12월    방송장치(자가진단형 통합방송시스템 우수제품 인증)조달청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1 9 9 1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7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5

2 0 0 6

2 0 0 7

1월     마이크로닉시스템 설립

4월     P.A 사업부 신설 

5월     LOCKEY SYSTEM 개발

2월     공장등록(영상, 음향, 통신, 자동제어장비, 조립제조)

2월     ㈜인터엠 대리점 개설

3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가입

7월     마이크로닉시스템 주식회사 법인전환

8월     조달청등록

12월    ISO 9001 인증 획득

4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7월     유망중소기업 인증

2월     본점 사옥 신축 이전 (대전 중구 목동)

2월     JBL.EV 대리점

4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7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11월     삼성테크윈㈜ CCTV 서비스 지정점

8월     실용신안등록 제028855호 전송모니터링 복합시스템

1월     실용신안등록 제0302580호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 그룹 제어시스템

6월     한국무역협회가입 

1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그룹 제어시스템 특허 획득 (특허 제0466304호)

2월     전송모니터링 복합시스템 특허 획득 (특허 제0478338호)

3월     SR용 Professional speaker 개발완료

5월     벤처기업확인 (중소기업청장)

6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그룹 제어시스템 K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 그룹 제어시스템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9월     복수의 음성 및 스피커그룹 제어시스템 우수제품 인증 (조달청

7월     방송장치 우수제품인증 (조달청)

회사연혁
CORPOR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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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MICRONIC SYSTEM

2 0 1 7

2 0 1 8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2월      스피커 자동점검 원격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획득 (특허 제10-1835365호)

11월     

11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중소벤쳐기업부)

유망중소기업 선정(자가진단형 통합방송시스템)

9월      ㈜에이앤디시스템 MOU 체결 (지진조기경보, 재난통합, 옥내경보사업)

12월      가족친화기업 선정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2 0 1 9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 재선정

1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5월      K-Water 시범구매기업 선정

2 0 2 0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 재선정

1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12월     가족친화기업 재 선정

2 0 2 1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 재선정

3월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조성기업 선정

9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0월    전기설계업(전문설계업1종) 등록

          전기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등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COMPANY CREDIT RATING

회사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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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2 0 1 7

2 0 1 8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1월      ㈜KT 협력사(OSP분야) 재선정

2월      스피커 자동점검 원격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획득 (특허 제10-1835365호)

11월     

11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중소벤쳐기업부)

유망중소기업 선정(자가진단형 통합방송시스템)

9월      ㈜에이앤디시스템 MOU 체결 (지진조기경보, 재난통합, 옥내경보사업)

12월      가족친화기업 선정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2 0 1 9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 재선정

1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5월      K-Water 시범구매기업 선정

2 0 2 0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 재선정

1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12월     가족친화기업 재 선정

2 0 2 1 1월      한화테크윈 시공전문 협력업체

1월      ㈜KT 협력사(osp) 재선정

3월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조성기업 선정

9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0월    전기설계업(전문설계업1종) 등록

          전기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등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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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COMPANY CREDIT RATING

회사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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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REDIT BREAU

기술등급 확인서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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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TECHNOLOGY CREDIT BREAU

기술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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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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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 (죽동)
042 ‒ 608 ‒ 8800
042 ‒ 608 ‒ 8806
micronic21@naver.com
www.micronic21.co.kr

주        소     
T  E  L      
F  A  X      
E . M a i l      
홈페이지      

마이크로닉시스템(주)

COMPANY LOCATION

회사위치



3 영업품목
BUSINESS ITEMS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65 (죽동)
042 ‒ 608 ‒ 8800
042 ‒ 608 ‒ 8806
micronic21@naver.com
www.micronic21.co.kr

주        소     
T  E  L      
F  A  X      
E . M a i l      
홈페이지      

마이크로닉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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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 설계, 감리 

및 유지보수

영상·음향 SYSTEM 

설계 및 시공

CCTV, CATV SYSTEM 

설계 및 시공

출입통제, 주차관제 

SYSTEM 설계 및 시공

객실관리 SYSTEM 

설계 및 시공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전기철도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공사

철도신호공사

시내.외 동선케이블공사 

광케이블공사 (FTTH, WCDMA, WiFi, WiBro, LTE 등)

통신지하관로공사, 도로유관관로공사

지장이전공사, 수탁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경보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소화활동설비공사

피난설비공사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용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출입통제 / 주차관제

얼굴 인식 시스템

방송기기, 영상음향기기 제조생산

교회 공개홀 특수음향, 영상설비 설계 및 시공

동시통역 SYSTEM

학교·의회·의사당·군민회관·문화예술회관·호텔·연수원 

체육관 ·공설운동장 설계 및 시공

회의실·세미나실·교육장 시청각 SYSTEM

통합 방범용 및 교통 통제용 CCTV SYSTEM 설계 및 시공

CATV SYSTEM 설계 및 시공

호텔 KEY TRUSTER SYSTEM

호텔 NIGHT TABLE SYSTEM

MICRONIC SYSTEM

BUSINESS ITEMS

영업품목





4 인·허가 증명서
CERTIFICATE

마이크로닉스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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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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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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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전기공사업 등록증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MICRONIC SYSTEM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전기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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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전기공사업 등록증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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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DESIGN BUSINESS

전기설계업등록증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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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MICRONIC SYSTEM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ELECTRICAL SUPERVISION BUSINESS

전기감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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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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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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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FIRE FACILITY SYSTEM INSTLLARION BUSINESS

전문소방시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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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FIRE FACILITY SYSTEM INSTLLARION BUSINESS

전문소방시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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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FIRE 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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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SOFTWARE ENTERORISER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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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ENGINERING SERVICE ENTERPRISE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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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증명서
CERTIFICATE

PREQUALIFICATION STATEMENTS

VIDEO PRODUCTION BUSINESS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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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증명서
CERTIFICATE

(주)마이크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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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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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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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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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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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SOFTWARE ENTERORISER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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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ENGINERING SERVICE ENTERPRISE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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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MAIN-BIZ ERTIFICATE OF AUTHORIZATION

메인비즈인증서 



4 인·허가 증명서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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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증명서
CERTIFICATE

세종방송통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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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60

PREQUALIFICATION STATEMENTS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6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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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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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SOFTWARE ENTERORISER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4

PREQUALIFICATION STATEMENTS

SOFTWARE ENTERORISER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5

MICRONIC SYSTEM

ENGINERING SERVICE ENTERPRISE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66

PREQUALIFICATION STATEMENTS

MAIN-BIZ ERTIFICATE OF AUTHORIZATION

메인비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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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ENGINERING SERVICE ENTERPRISE

여성기업확인서





6969

5 품질 및 기술 인증서
AUTHENTICA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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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QUALITY MANAGEMENT SYSTEMS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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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QUALITY MANAGEMENT SYSTEMS

환경경영시스템(IS0 14001) 인증서



73

QUALITY MANAGEMENT SYSTE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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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특허증
LETTERS PATENT

MICRONIC SYSTEM

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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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특허증
LETTERS PATENT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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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LETTERS PATENT

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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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특허증
LETTERS PATENT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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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특허증
LETTERS PATENT

MICRONIC SYSTEM

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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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특허증
LETTERS PATENT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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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실용실안등록증
UTILITY MODEL RIGHTS

PREQUALIFICATION STATEMENTS

UTILITY MODEL RIGHTS

실용실안등록증



81

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실용실안등록증
UTILITY MODEL RIGHTSUTILITY MODEL RIGHTS

실용실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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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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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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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서비스표등록증
CERTIFICATE OF SERVICE MARK REGISTR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SERVICE MARK REGISTRATION

서비스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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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우수제품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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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우수제품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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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CERTIFICATE OF QUALITY CERTIFICATION(Q-MARK)

품질인증(Q-Mark)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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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K MARK CERTIFICATE

k마크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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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RESEARCH DEVELOPMENT CENTERRESEARCH DEVELOPMENT CENTER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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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CONFIRMATION OF TECHNOLOGY INNOVATIVE SMES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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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PARTNER CERTIFICATE

㈜     협력사(OSP)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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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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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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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FACTORY REGISTRATION

공장등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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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방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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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방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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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방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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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SOFTWARE)

직접생산 증명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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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SOFTWARE)

직접생산 증명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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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SOFTWARE)

직접생산 증명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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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              )

직접생산 증명서 (통합배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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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통합배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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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통합배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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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감시및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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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감시및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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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감시및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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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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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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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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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표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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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표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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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표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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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데이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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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데이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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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DIRECT PRODUCTION CERTIFICATE

직접생산 증명서 (데이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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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PREQUALIFICATION STATEMENTS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KOREAN TRADE ASSOCIATION MEMBERSHIP CARDKOREAN TRADE ASSOCIATION MEMBERSHIP CARD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117

MICRONIC SYSTEM

KOREA INDUSTRIAL TECHNOLOGY PROMOTION ASSOCI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증

MICRONIC SYSTEM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증
KOREA INDUSTRIAL TECHNOLOGY PROMO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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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PREQUALIFICATION STATEMENTS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조합원증
KOREA ELECTRONIC INDUSTRIES COOPERATIVEKOREAN TRADE ASSOCIATION MEMBERSHIP CARD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조합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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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COMMUNITY SPECIALTY CERTIFICATE

㈜          /COMMUNITY 전문점 인가증

MICRONIC SYSTEM

㈜       /Community 전문점 인가증
COMMUNITY SPECIALT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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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PREQUALIFICATION STATEMENTS

㈜         대리점 인가증
COMMUNITY AGENCY CERTIFICATECOMMUNITY SPECIALTY CERTIFICATE

㈜          /COMMUNITY 전문점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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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BEST FAMILY FRIENDLY MANATEMENT CERTIFICATE 

가족친화인증서



PREQUALIFICATION STATEMENTS

G-PASS CERTIFICATE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서



6 표창 및 수상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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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CITATIONCITATION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MICRONIC SYSTEM



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공로장 국회의장
CIT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장 조달청장

126



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CITATION

127

CITATION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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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CITATIONCITATION

표창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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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MICRONIC SYSTEMPREQUALIFICATION STATEMENTS

공로장 국회의장
CITATION
CITATION

공로장 국회의장



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CIT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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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인가증
CITATIONCITATION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인가증



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CITATION

132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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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표창장 대전광역시장
CITATIONCITATION

표창장 대전광역시장 



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중소기업청장
CITATION

134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장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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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표창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CITATIONCITATION

표창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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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CIT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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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CITATIONCITATION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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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장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
CIT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장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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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표창장 대전광역시장
CITATIONCITATION

표창장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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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감사장 행정자치부장관
CIT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감사장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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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MICRONIC SYSTEM

표창장 정보통신부장관
CITATIONCITATION

표창장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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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표창패 충청체신청장
CITATION

PREQUALIFICATION STATEMENTS

CITATION

표창패 충청체신청장



MICRONIC SYSTEM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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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CITATION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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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표창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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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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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등  급) 성    명 등록번호 비    고

정보통신기술자(특급) 김광희 101200400802E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임경환 101200701612L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최진열 201201101011L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안현숙 101200602093L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윤이균 101200800103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강태운 201201300952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김정심 201201300797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김환배 201200500294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박재영 201200500294C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송한희 201200900496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이강수 201200800966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이구현 211200700288C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이동배 201200401652C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정호중 201201802218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한교희 201201701772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이윤식 201200701937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김준희 201201802108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이광선 201200700489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김태훈 301201701484L

정보통신기술자(고급) 김태우 201201802101L

정보통신기술자(중급) 강승엽 301201501522L

정보통신기술자(중급) 김정래 311201900380E

정보통신기술자(중급) 김화정 301201700575L

정보통신기술자(중급) 남우성 311201900196E

정보통신기술자(중급) 송대중 311201900875C

정보통신기술자(초급) 엄연용 401201900011L

정보통신기술자(초급) 장효중 401207802234L

정보통신기술자(초급) 김민주 401201602866L

정보통신기술자(초급) 남백진 401201803096L

정보통신기술자(초급) 임원석 401201403389L

정보통신기술자(초급) 이재득 411201700339C

정보통신기술자(초급) 김기진 401202004266L

MICRONIC SYSTEM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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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등  급) 성    명 등록번호 비    고

정보통신감리원(특급) 김광수 100200700708SE

정보통신감리원(고급) 윤이균 200200800036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박재영 200200500180SC

정보통신감리원(고급) 송한희 210201400125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장현수 200201000071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김홍래 210201900744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안현숙 210201900752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강태운 210202100390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김준희 212002100409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김정심 210202100406SL

정보통신감리원(고급) 이광선 210202100443SL

정보통신감리원(중급) 김환배 310201100030SL

정보통신감리원(중급) 김정래 310202100267SE

정보통신감리원(중급) 남우성 310202100155SE

정보통신감리원(중급) 김태훈 310202100268SL

정보통신감리원(초급) 임원석 410202100247SL

PREQUALIFICATION STATEMENTS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정보통신감리원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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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등  급) 성    명 등록번호 비    고

전기공사기술자(특급) 정의동 A8200609570

전기공사기술자(특급) 박왕서 A8200607570

전기공사 감리원(특급) 정의동 10-109699

전기공사기술자(특급) 황봉수 10-036878

전기공사 감리원(특급) 황봉수 10-036293

전기공사 감리원(특급) 박왕서 10-109697

전기공사기술자(고급) 장현수 D4200004657

전기공사 감리원(고급) 장현수 10-136111

전기공사기술자(중급) 김기진 C3201704548

전기공사기술자(초급) 김홍래 D5201401174

종    목  (등  급) 성    명 등록번호 비    고

소방설비기사(전기) 장동수 79260100403F

소방설비기사(기계) 장동수 82302590082V

소방설비기술자(기계) 이광수 81305500935Q

소방설비기사(전기) 장현수 19201132126Z

소방기술인정자격 김기진 2009-06-00249L

소방설비기사(전기) 황봉수 97203050326D

소방설비기사(기계) 황봉수 972050504120

 소방기술인정자격 윤호성 2021-06-00364L

소방기술인정자격 남우성 2021-06-00429L

소방기술인정자격 강승엽 2021-06-00430L

소방기술인정자격 김홍래 2021-06-00365L

소방기술인정자격 김광희 2018-06-00389L 기계:고급, 전기:특급

소방공사감리원(특급) 황봉수 2021-06-00077S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전기기술자 보유현황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MICRONIC SYSTEM



150

PREQUALIFICATION STATEMENTS
MICRONIC SYSTEM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LEVEL METER  HC-V112 대 1

 TV LEVEL METER  UFC-815 대 1

 MULTI METER  ANALOGUE 대 6

 MULTI METER    DIGITAL 대 3

 음압 측정기  SPL120 대 2

 임피던스 측정기  ZM1    대 1

 HILTI   대 3

 BNC TOOL   대 3

 UTP TOOL   대 6

 UTP LINE TESTER   대 2

 케이블 단선 측정  SHORTSTOP 대 1

 MINIRATOR  MR1 대 1

 SPECTRUM ANALYGER  SA-3050A 대 1

 잔향 측정기  GL60 대 1

 위상 측정기  APT2 대 1

 위상 측정기  PC80K 대 1

 RAPPORT 337  RAPPORT337 대 1

 CR OSCILLATOR  TRIO AG-203 대 1

 UNIVERSAL COUNTER  KENWOOD FC-757 대 1

 OSCILLOSCOPE  OS-9020P 대 1

 FM/AM SIGNAL GENERATOR  MSG-2560B 대 1

 AUDIO IMPEDANCE METER 27061M 대 1

 SPECTRUM ANALYZER  R3261C 대 1

장비(설비)보유현황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장비(설비)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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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C SYSTEM
MICRONIC SYSTEM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LEVEL METER  HC-V112 대 1

 TV LEVEL METER  UFC-815 대 1

 MULTI METER  ANALOGUE 대 6

 MULTI METER    DIGITAL 대 3

 음압 측정기  SPL120 대 2

 임피던스 측정기  ZM1    대 1

 HILTI   대 3

 BNC TOOL   대 3

 UTP TOOL   대 6

 UTP LINE TESTER   대 2

 케이블 단선 측정  SHORTSTOP 대 1

 MINIRATOR  MR1 대 1

 SPECTRUM ANALYGER  SA-3050A 대 1

 잔향 측정기  GL60 대 1

 위상 측정기  APT2 대 1

 위상 측정기  PC80K 대 1

 RAPPORT 337  RAPPORT337 대 1

 CR OSCILLATOR  TRIO AG-203 대 1

 UNIVERSAL COUNTER  KENWOOD FC-757 대 1

 OSCILLOSCOPE  OS-9020P 대 1

 FM/AM SIGNAL GENERATOR  MSG-2560B 대 1

 AUDIO IMPEDANCE METER 27061M 대 1

 SPECTRUM ANALYZER  R3261C 대 1

장비(설비)보유현황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PREQUALIFICATION STATEMENTS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NISC PATTERN GENERATOR  LCG-396 대 1

 VECTORSCOPE  VECTORSCOPE  1720 대 1

 Digital TV Level Meter  1702 대 1

 SC-LFC56LC 대 1

 통합케이블 측정기  DSX-5000-KR 대 1

 광케이블 공압포설기   대 1

 광손실측정기(OTDR) 대 1

 광융착접속기   대 1

 광파워메타  WPM-16 대 1

 복합가스측정기  SP12CT 대 3

 광심선대조기  F-6222 대 1

 대형 화물트럭  5톤 (크레인탑재) 대 2

 소형 화물트럭  1.5톤 대 1

 승합차 (밴)  1.0톤 대 1

 가스탐지기 

소형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SP12C7 대 2

대 2

장비(설비)보유현황
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STATUS ON STORAGE OF ENGINEERS

장비(설비)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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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공사 실적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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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기초과학연구원 구내방송장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장비 구매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상 전관방송 설치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실 음향장비 납품 및 설치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 스피커 납품설치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운동장 전관방송장비 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상장비 납품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동 세미나실 스크린 및 엘리베이션 구매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교탁시스템 납품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방송장비 납품 및 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동 콘트롤러 송수신기외 납품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ALL SPEAKER외 납품설치

한국전기공사협회 무선마이크 시스템 납품설치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방송장비 납품 및 설치

대전 청소년위캔(We CAM)센터 공연장 영상장비 설치

대전 청소년위캔(We CAM)센터 공연장 무선용 마이크 납품설치

대전 청소년위캔(We CAM)센터 4/5층 방송장치 납품설치

대전지방국세청 임시청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통신) 관급자재(AV설비)

사회복무연수센터 영상기기 교체 및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PRE AMP LIFILER외 17종 납품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스피커 설치공사 외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DIGITAL W/L RECEIVER&HAND MIC외9건/설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대회의실 이동형 스피커 구매설치

국무조정실 음향장비 납품설치

육군제2162부대 앰프장 수리 및 케이블 납품설치

관저문예회관 공연장 방송기기 콘솔(전원공급장치) 설치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스피커외 1건 납품설치

주요공사 실적 (음향.영상 SYSTEM)-관공서
MAJOR WORK PERFORMANCE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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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NO 공   사   명 비  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전관방송 설비설치공사

대전동부경찰서 신축 이전설치공사 음향영상설비 구매설치

KBS 대전 방송총국 대전방송총국소방시설교체(전관방송)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구매설치

산림청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 관급자재구내방송장치 구매설치

대전광역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고화질(HD) 무대영상 장비교체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송장비 납품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정읍)방송A/V장비설치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지사 및 관내영업소 등 7개소 방송장비 구매설치

제 7162부대 GOP화면전시체계 보강

국군재정관리단00부 리모델링사업 전관방송 및 A/V 제조설치

전민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정보통신) 관급(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예술가의집 무대음향 변경공사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건립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구매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상장치 납품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회의실 방송장치 납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정읍) 미생물가치평가센터 통신설비 구내방송장치

국립중앙과학관(교육문화)사이언스홀 장비 구입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교류동 방송장비 구매설치

계룡시청 무선마이크 설치

관평도서관 신축공사 방송장비 설치공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공사 방송설비 구매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 회의용 무선마이크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KURT동 방송장비 납품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매 설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공연장 전문녹음시스템 구매설치

육상시설공사 301-1 전관방송 제조설치

관평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방송장비 구매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전관방송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LCD PROJECTOR 외 설치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지구 동주민센터 방송장비 관급자재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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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디지털 콘트롤러 설치

한국원자력 연료엔지니어링동 증축 A/V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후속조치 비상방송 공사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공연장 음향,영상 구입설치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방송설비 구매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2층 영빈관 방송장비 납품 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통형 실험실 스피커 시스템

국악전용공연장 방송장비 구매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복합연구동(6연구동) 방송설비 제작구매설치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신축 전관방송 및 A/V설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3-1 생활권 우선도로 라디오재방송 설비 구매설치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방송실 음향설비공사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양 분관 음향설비공사

태안화력 전관방송설비설치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음향장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터보 펌프시험장 방송영상 구축공사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방송장비 제조구매설치

조세연구원 전관방송설비설치

대전청소년문화센터 방송설비 제조구매설치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내방송장치 구매설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건립 관급자재 방송장치

노은3지구동주민센터 방송장비 구매설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신사옥신축공사 관급자재 방송장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어린이회관 확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방송설비

천안축협하나로마트 방송설비 납품 설치

국립중앙과학관 교육문화 무대음향 증설공사

유성구 노은도서관 영상설비 구매설치

대전전통나래관 방송설비 제조 구매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

산림항공본부 청사 방송장비 제조구매설치

충남공주시 교통회관 음향영상설비 구매설치

대전광역시 시립미술관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공사

MICRONIC SYSTEM



158

PREQUALIFICATION STATEMENTS

NO 공   사   명 비  고

금산군 마전권역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방송장치 구매설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영상설비 구매설치

국립중학과학관 창의나래관 방송설비 제작구매설치

구 충남도청사 제조구매설치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방송 및 VA 설비공사

대전도안도시통합 운영센터 보안설비

대전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방송장비 구매 설치

원자력연구원 비상방송설비 구매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회의실 영상설비 구매설치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 세무서 대중방송용장비 구매 설치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강화수련원 방송장비 구매 설치

천안축협 종합청사 신축 방송장비 제작 구매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 방송장비 구매 설치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격납고 A/V설비 구매 설치

충청남도 본청 및 시의회 신청사 방송 및 A/V설비 납품 설치

해군 동해관사 방송장비 납품 설치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공사 대중방송용 장비설치

대전시 관저동 문예회관 방송장비 구매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 방송장비 구매 설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강당 방송장비 구매 설치

한국천문연구원 동아시아VLBI 연구센터 건립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청양격납고 대중용 방송장비 구매 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형동물자원센터 방송설비 구매 설치

대전광역시 갑천레저스포츠 계류시설 방송장비 납품 설치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센터 전관방송장비 제작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방송설비 납품설치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부평우체국 구내방송장비 구매 설치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원이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설치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 음향설비공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전민초 방송장비 구매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계단식세미나실 방송기기, A/V장비 구매 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생산직접시설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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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행정동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한국마사회 방송장비 구매 설치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전시센터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부산진세무서 청사 신축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교육관동회의실 방송 및 영상장비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회지회 신축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대전광역시 부사동 복지센터 대중방송용 장비 제조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전관방송장비 설치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공사 대중방송용 장비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노원평생학습센터 신축통신공사 방송장치 제작구매설치

대전평생학습관 무선마이크 시스템 납품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방송설비 설치

환경부 영산강 유역 환경청 대중방송용 장비 설치

한국과학기술원 스포츠컴플렉스 방송설비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 태평전통시장 전관방송설비 제작구매설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대중방송용장비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도서관 신축 방송장비 구매설치

벌곡면사무소 만목리 마을앰프 설치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헬스케어센터 신축 방송장비 설치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무선마이크 설치

국군군의학교 자운대 의무부대 비상방송설비 보수공사

중구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치 제작구매설치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직원식당 음향영상설비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동주민센타 신축 방송장비설치

병무청 대회의실 회의용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금강변 산책로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진잠도서관 신축공사 방송장비 구매설치

부여소방서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 부사동 무지개 프로젝터 음향장비설치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회의실 음향 설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구내방송장치 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영상 장비 설치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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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충청남도 보령시 의회청사 신축 방송장치 구매 설치

보령시의회 회의실 방송설비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교량 영상관리시스템 제조구매설치

유성구청 유성천 수해상습지 방송설비 공사

유성구청 청정유성 커뮤니티 센터 방송장비 구매설치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의회 방송설비

황해자유구역청 경기지소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신축공사 방송장치 설치

전라북도 군산시 은파관광지 방송설비 구매설치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다목적회관 건립 방송장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중방송용 장비설치

한국과학기술원 국정감사 방송장비 설치운용

대전광역시 동구청 용전동 주민센터 신축 방송 음향장비

경기도 포천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 방송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당 및 전관방송설비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주민센터 구내방송장치

강원도 태백교육청 회의실 방송장치 제조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바이오 세미나실 구내방송장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바이오 국제회의장 구내방송장치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관리센터 구내방송장치

국립중앙과학관 옥외 스피커 설치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룸 방송설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방송장치

대전광역시 연정국악문화회관 방송장치 설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소극장 음향설비 제조설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상전관방송장치 설치

충청남도 계룡시청 의회 음향 영상장비 설치

충청남도 계룡시청 방송센타 방송장비 설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건립 A/V설비 구입설치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회의용 마이크 납품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 이동형 앰프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중화2동 리모델링 통신공사/방송장비 구매설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대강당, 중강당 방송장비 보강공사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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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한국생명공학(연) 바이오신약연구동 국제회의장 신축방송장치

홍성군 대강당방송.영상장치구매설치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건립통신공사 구내방송장치구매설치

한국전력 신인천전력소 전관방송설비

대전광역시 중구청 종합문화복지관 공연장 방송장치 제조설치

대전광역시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 방송장비 제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공릉3동주민센터 구내방송장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회의실 방송장치 납품설치

공주시 보건소 신축공사 통합배선반 납품 설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문 출입자통제시스템 제작 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동 회의실 구내방송장치 설치

국군의무사령부 통합배선반 납품 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정읍) A/V 장비 설치

한국수자원공사 본관 강의살 방송설비 구매설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강당 영상설비 구매설치

충남유교문화원 건립사업 방송설비

대전역 수송사무실 통신설비 신축공사

공주시 노인회관 신축공사 방송설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신축공사 전관방송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방송 및 AV설비 구매 설치

충남 홍성군 홍농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다목적강당 방송설비 구매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정음관 다목적 강당 영상기기 설비공사

충남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 다목적휴양관 건립사업 통신공사 AV설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경내외 전관방송용 스피커 교체공사

대전 유성도서관 기능보강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AV설비 구매

세종음악창작소 스튜디오 음향장비 구매설치

세종음악창작소 공연장 음향장비 구매설치

충남 예산군 농업기술원 영상회의실 구축 시행

대전 TIPS타운  조성 건립사업 방송장치 구매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혁신센터 신축공사 전관방송설비 및 교육장 방송설비

충북 옥천군 다목적회관 음향설비 구매 설치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 음향설비 구매설치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통신공사 방송장비 구매설치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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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대전 서구 탄방동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방송설비 구매설치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당리단길 음향설비 구축공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사 신축 방송장비 구매설치

축산물융복합 검사기반 증축공사 방송설비 구매설치

충남 농업기술원 노후 방송설비 수리 및 교체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통신공사 전관방송설비(우수제품)

대전 삼성119 안전센터 신축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구매

대전도시공사 현장지원센터(대동, 도마2동) 영상장비 구매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 북면 생기충전소 AV설비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회의지원 무선영상 공유시스템 구매 설치

북대전세무서 신축청사 관급자재 구내방송장치 구입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공사 AV설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청소 건립공사 방송장비 구매설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체육관 방송설비 구매설치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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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대전매봉중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정보통신공사

대전매봉중학교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

산서초등학교 리모트앰프 납품 및 설치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소회의실 노후영상설비 개선공사

충남고등학교 시보기 및 무선마이크 납품설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영상장치 납품 및 설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엘리베이션(영상장비) 납품 및 설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강의실 음향시스템 설치

대전탄방중학교 무선마이크 시스템 납품설치

온양한올중학교 영어교화교실 크로마키실 구축공사

용남고등학교 방송실 방송장치 이전설치

용남고등학교 전체방송용 앰프 납품 및 설치

새롬고등학교 이동용 앰프 납품설치

중촌초등학교 강당엘리베이션 수선 및 부품교체설치

유성초등학교 유치원 및 체육관 스피커 설치 및 선로공사

유성초등학교 교무실 방송기기 설치

늘봄초등학교 방송장비 납품설치

산흥초등학교 영사용 스크린 납품/설치

산흥초등학교 프로젝터 행거 납품 설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비상방송장비 설치

대전괴정고등학교 전관방송 설비 구매설치

대전월평초등학교 시청각실 무선마이크 납품/설치

국군간호사관학교 방송장비 교체 및 설치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국제회의실 노후방송장비개선공사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방송장비 및 음향시스템납품설치

대전대학교 중회의실영상설비 노후개선공사

우람유초등학교 정보통신공사(방송장비)

금강대학교 오디오전송장비 납품 설치

대전원평초등학교 영상기기 납품 설치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컨벤션홀,블랙박스홀 영상장비 노후개선공사

주요공사 실적 (음향.영상 SYSTEM)-학교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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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한솔고 전관방송설비

대전대학교 제2생활관 식당 노후음향설비 개선공사

대전대학교 하나컨벤션홀 무선장비 설치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세미나실 응향영상장치 설치

가락유초 방송장비 구매설치

양지고 방송장치 구입 설치

세종시 민마루유초 신축 방송장비구매설치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방송장비설치

세종시 양지고 방송장치구매설치

계룡시 금암중학교 소강당 방송장비

대전대학교 맥센터 빔프로젝터 교체공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음향시스템 개선 무선 마이크등 구매설치

대전 도레미초등학교 교사신축 방송장비 구매설치

세종시 가락유초 신축 방송장비구매설치

금강대학교 전관방송설비 구축

대전대학교 융합과학관 제4생활관 건립공사 방송 및 A/V설비공사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10공학관 신축통신공사 관급자재 방송장비

세종시 연양유초등학교 신축 방송장비 제작구매설치

세종시 새롬중학교 방송장비 구매입설치

새여울분교 교사신축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관저초 방송장비 구매설치

유성여자고등학교 교내 8원화 방송설비

충남고등학교 교실스피커 선로 및 방송장비 설치

대전현암초등학교 방송장비 제조 구매 설치

세종시 연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대중용방송장비 구매 설치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저초 구내방송장치 설치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교무처 교육장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대학교 교내 디지털 방송설비공사

아산교육지원청 신광초 구내방송장치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동방여중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석봉초 와동초 구내방송장치 설치공사

한밭고등학교 수능대비 방송장비 납품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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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학교 방송실 방송장비 설치공사

천안예술고등학교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괴정고등학교 방송실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컨벤션홀 A/V장비 설치공사

충남도립 청양대학 방송국 장비 설치공사

강원 태백교육지원청 황지중학교 대중용 방송장비 설치공사

강원 태백교육지원청 철암초등학교 대중용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 문정초 다목적강당 대중용 방송장비 설치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온양한올고등학교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 매봉초등학교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 한밭고등학교 방송장비 설치공사

충남 서천교육지원청 서면중학교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전중리초등학교 대중방송용장비 설치공사

대전장대중학교 운동장스피커 방송장비 공사

아산남성초등학교 대중방송용장비 구매설치

대전대학교 프로젝터 설치공사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스튜디오 구축공사

진산공업고등학교 방송설비 개선공사

보문중학교 과학실 방송장비 설치

벌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제조설치

대전대학교 방송제작국 장비 이전 설치공사

덕송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 설치공사

송정중학교 대중방송용 장비 설치공사

대전월평중학교 체육관 방송장비 설치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블랙박스 무선마이크 공사

유성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방송장비설치

예산여자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비설치

대전구봉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샘머리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한국폴리텍V대학 김제캠퍼스 전주신기술연수센터 신축 구내방송장치 제조설치

유성여자고등학교 대중방송용 장비 구매설치

대전과학고등학교 첨단과학동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구매설치

신탄진중학교 교무실 방송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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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혜광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대학교 방송공연예술학과 종합강의실 음향시설 공사

논산 동성초등학교 방송장비 제조 설치

천안 부성초, 신계초, 성정중학교 구내방송장치

서청중학교 방송 및 A/V 설비공사

동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방송장비구매 설치

용남중학교 대중방송용장비 설치

천안 광덕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산서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유천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어은중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대학교 교내영상방송 설치공사

동대전중학교 음악실 및 미술실 방송장비 설치

대전 한빛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호수돈여자중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충남 한산중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자운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시 교육청 여성생활체육관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대양초등학교 방송장치 구매설치

대전 새일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 동신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보문중학교 교내방송용 배선설치공사

대전 대암초등학교 방송장치 구매설치

대전 한밭중학교 방송장비 제조설치

대전평생학습관 공연장 방송장치 제조설치

대전 갑천초등학교 방송장비 제조설치

대전과학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공업고등학교 구내방송장치

대전중일고등학교 구내방송장치

대전둔천초등학교 구내방송장치

대전여자고등학교 방송장비 설치 및 구내선로보수공사

대전원명학교 강당방송장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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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문중학교 구내방송장치 제조설치

경덕중학교 영상선로 공사

공주북중학교 교내영상설비

대전청란여자중학교 구내방송장치 제조설치

대전대학교 강의실 방송장비 제조설치

대전내동중학교 구내방송제조설치

대전유성초등학교 구내방송제조설치

대전중앙중학교 구내방송장치

대전괴정고등학교 학년교무실 리모트 앰프설치

대전경덕중학교 구내방송장치

경덕공업고등학교 이동형 앰프 납품설치

충청남도 금암초등학교 구내방송장치

대전월평중학교 구내방송장치 제조설치

대전중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대학교 전산실습실 음향공사

월평중학교 구내방송장치

대전원평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중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아산고속초등학교 방송 및 A/V 설비공사

천안중부고등학교 방송 및 A/V 설비공사

대전탄방중학교 구내방송장치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 함백중고 이전 신축공사 네트워크 및 인터폰 장비 설치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신관 증축공사  A/V 설비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 증축공사 A/V 설비

온양한올고등학교 온라인 스튜디오 설비

공주상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봉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대흥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논산여자고등학교 온라인 스튜디오 설비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 방송장비 구매

공주태봉초등학교 강당 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용운중학교 전관방송장비 구매설치

대전괴정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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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산중학교 강당 방송장비 구매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대강의실 외 4개실 방송설비 납품설치

대전 충남고등학교 전관방송설비 외 구매설치

구봉초등학교 영상기기 납품설치

동신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 정보통신 관급자재(강당방송장비) 구매

충남 공주시 중장초 리모델링공사(통신) - 방송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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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영상기기 납품 및 설치

제일전자 마을방송용 방송장비 납품설치

에스케이텔레콤 중계기 설치

㈜케이티 중계기 설치

㈜엘지유플러스 중계기 설치

한국마사회 럭키빌 전관방송 제어시스템 구매

연화초등학교 운동장 스피커 교체 납품설치

이엘치과병원 스크린 교체설치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방송장비 납품 및 설치

오피스알파(플러스) 무선마이크 납품/설치

대인공업㈜ 스피커 배관배선 및 전관방송설비 납품 설치

㈜알가 스피커 배관배선 및 전관방송설비 납품 설치

한화엘엔씨㈜ 상재 DBP 방송장비 설치 및 시운전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양산공장 전관방송장비 설치

지에스칼텍스㈜ 기술연구소 방송설비 시스템 교체

케이.엘.이.에스㈜ 신사옥 1,2층 회의실 AV설비

속리산개발㈜ 전동스크린 설치공사

㈜엘에스아이(LSI)정보기술 앰프외 납품설치

㈜강산아이티 방송장비 설치

한전케이디엔㈜ 방송장비 납품설치

한화L&C㈜ 하넥스4호기비상방송 설비설치공사

계룡건설산업㈜ 충주 연수 계룡리슈빌II 신축공사 방송기구 납품 설치

사이버메드 사옥 신축 방송 및 CCTV 납품 설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방송설비 설치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방송설비 납품설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방송장비 납품설치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방송설비 보수공사

성남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전관방송설비

항공우주산업㈜ 식당 A/V설비 납품 설치

한화L&C㈜ DECO UV IMPRINTING 공실 CCTV 및 방송설비 설치공사

주요공사 실적 (음향.영상 SYSTEM)-기업체
MAJOR WORK PERFORMANCE



170

NO 공   사   명 비  고

계룡건설산업㈜ 국군 계룡대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방송기구 납품

행담동 아울렛 전관방송설비 설치

공주대사범대학 방송 설비

북대전농업협동조합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항공우주산업㈜ 전관방송장비 납품 설치

세종시 리베라 아이누리 전관방송 납품 설치

한화L&C GM 발포2호기 방송설비 교체공사

LG기숙사 전관방송 납품설치

코오롱 강원 G.C커뮤니센터 전관방송설비

한국 KPS㈜ 전관방송설비 납품설치

천안 신부동 주상복합 전관방송설치

홍성의료원 방송설비설치

당진화력본부 홍보관 음향시스템 개선공사

한화 L&C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

대전 세이백화점 Y존 운영에 따른 방송설비 설치공사

천안성정동 도시형주택 방송설비 납품설치

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방송설비

여의도성모병원 리모델링공사 방송장비 제작 설치

백화점 세이 본관 7층 교육장 음향공사

청양 애경화학 방송장비 납품 설치공사

LG생활건강 기숙사 전관방송장치 납품 설치공사

천안 STX 비상방송 앰프 설치공사

유성 선병원 방송장비 구매 설치공사

한화L&C 방송 앰프 설치공사

TJB방송국 전관방송장비 설치공사

제7162부대 방송 및 통신장비 앰프 설치공사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중회의실 A/V설비 설치공사

일미식품 강당 음향장비 설치공사

한화 L&C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구 이시아폴리스 라이프스타일센터 신축 방송설비 설치공사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 회의용 마이크 설치

계룡건설산업㈜ 계룡복합문화회관 방송 및 A/V설비공사

대전어린이집 프로젝터 및 스크린 납품설치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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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드림월드종합건설㈜ 유성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중 방송설비 공사

만인산 푸른학습원 원내 방송장비 구매설치

데이지 어린이집 방송설비

우진ENC 방송설비

성경김 전관방송설비

㈜금산수삼센타 판매장내 모니터 이전 설치공사

장수마을 음향장비 구입 및 설치

장수마을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따른 전동엘리베이터 구입 및 설치

SK마케팅개발원 교육원 방송장비 설비 공사

한국선급 교육장외 방송 설비 공사

대전 롯데백화점 영상 방송 설비

갤러리아 백화점 둔산점 신축 공연장, 소극장 음향/영상 설비 공사

천안 까르푸 신축공사 방송 설비 공사

서울 가양동 까르푸 신축 방송 설비 공사

청주 까르푸 신축 방송 설비 공사

대전백화점 전관방송 설비 공사

ENVY 프라자 음향 설비 공사

한국타이어 방송 설비 공사

삼성항공 연구소 방송 설비 공사

삼성종합기술원 PROJECTOR SCREEN 설비 공사

한미스위스광학㈜ 대전, 복수 방송 설비 공사

㈜운암건설 방송장비 납품 공사

건영식품 방송 설비 공사

선양주조 전관방송 설비 공사

한솔제지 대전공장 전관방송 설비 공사

엘지금속 전관방송 설비 공사

신흥지구 마을회관 신축 음향 설비 공사

아파트형 공장 신축 방송 설비 공사

유성농협 노은지소 방송 설비 공사

지중해 방송 설비 공사

유성 CC 이동용 방송설비 공사

롯데 바이오니아 대전공장 신축 방송설비 공사

텔레피아 방송설비공사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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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아메리카 방송설비공사

㈜에이팩 방송설비공사

시온클리닉 방송설비공사

드림월드아파트 전관방송설비 교체공사 및 화재수신기 교체 공사

유성관광호텔 전관방송,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호텔스파피아 연회장 전동스크린 및 현수막걸이 설치공사

호텔 리베라 유성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아드리아 호텔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옥천 브릴리앙스 호텔 전관방송 설비 공사

속리산 레이크 힐스 호텔 회의장 방송설비 및 전동스크린 공사

홍인타워 오피스텔 음향 설비 공사

호텔 사또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동수원 호텔 음향 설비 공사

알프스 관광 호텔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무주 무림 호텔 전관 및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공주관광호텔 연회장 음향 설비 공사

호텔 레전드 방송음향 설비 공사

LH울산사업본부 이전사옥 정보통신공사 구내방송장치

당진화력발전소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공사

대전 세이백화점 탄방점 방재실 비상방송 라인체커기 설치

대전한국병원 전관방송설비 납품 및 설치

(주)데시칸 회의실 방송설비 납품 및 설치

롯데백화점 상인점 문화센터 AV설비 구축

세광전기 동아제약 박카스 라인 증설 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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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구교대전교구 괴정동성당 음향 영상설비 설치공사

태평중앙교회 태평동중앙교회 통신공사방송설비

대전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 신축 방송,CCTV 납품 설치

새로남교회 드림센터 신축 전관방송설비 납품 설치공사

청주 강서교회 음향 설비 공사

계룡대 육해공군본부교회 교육관 방송 설비 공사

대흥침례교회 음향 설비 공사

성산성결교회 음향 설비 공사

정림 성결교회 음향 영상 설비 공사

부여제일교회 방송 설비 공사

금암 교회 방송 설비 공사

연구단지 교회 방송 설비 공사

둔산 영락교회 방송 설비 공사

신도안 동부교회 방송 설비 공사

대전세광교회 예배실 음향설비 공사

한국중앙교회 예배실 음향설비 공사

청주사랑교회 예배실 음향설비 공사

청주 복대교회 대예배실 음향설비 공사

대전광역시 탄방동 성당 음향/영상설비 공사

천주교 수복리 수녀원 방송설비공사

오정동 동부교회 방송설비공사

알곡교회 방송설비공사

신흥장로교회 방송설비공사

목동성당 방송설비공사

한마음 교회 방송설비공사

늘푸른교회 방송설비공사

청북교회 방송설비공사

신탄진 제일장로교회 방송 영상 설비공사

보령사랑교회 방송 영상 설비공사

서대전성결교회 방송설비공사

주요공사 실적 (음향.영상 SYSTEM)-종교단체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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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권역 통신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룡시청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충청남도청 방송(영상·음향) 통합 유지보수 사업 용역

대전광역시 의회 음향장비 유지보수 용역

대전대학교 음향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

계룡시 시내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대전중구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주요공사 실적(음향.영상 SYSTEM) - 운영 및 유지보수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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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화성시 동탄중앙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2층 출입통제시스템

화성시 동탄중앙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출입통제-스피드케이트)구입

대청문화연구소 카메라 및 영상장비 설치

대청문화연구소 CCTV CAMERA외 납품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네트워크카메라외 납품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네트워크 IR DOME CAMERA 2M외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저장고 카메라 납품설치

대전광역시 앙상블홀 고화질(HD) 무대영상장비교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 충주댐 계통광역상수도 비상저류조CCTV제조구매설치

조달청 조달청 제안서평가장 CCTV등 설치

철도시설공사 경전선 영상감시장치 설치

유성구청 전민동주민센터 CCTV구매설치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제안평가실 CCTV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미생물평가센터 CCTV 구매설치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CCTV설치

대전중구청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 CCTV설치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현충사 고택주변 CCTV설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통합운영센터 CCTV설치

대전중구청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CCTV카메라 설치

대전동구청 도시공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줌카메라외 납품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보은.옥천출장소 CCTV설치

경기군포중앙도서관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CCTV 설치공사

부산세관 신항만 감시용 CCTV 카메라시스템 설치공사

마포구청 방범용 CCTV설치공사

경기도 화성시 통합방범 관제센타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경남 창녕군 교통통제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국립중앙과학관 방재센터 CCTV감시시스템보완 설치공사

주요공사 실적 (CCTV SYSTEM)-관공서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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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대전광역시 재난대응영상감시(CCTV)시스템 설치공사

충청남도청 CCTV시스템 설치공사

중리하수장 CCTV 설치공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문·후문 CCTV 설치공사

중부경찰서 산하 파출소 디지털 CCTV 설치공사

정부대전청사 작은미술관 CCTV 설치공사

삼척경찰서 영상감시장치 CCTV SYSTEM 설비공사

부여경찰서 CCTV SYSTEM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장애인 종합 체육관 CCTV SYSTEM 설비공사

태안군청 태안반도 사이버 갯벌 생태공원구축 WEB CAMERA 구축설치공사

충청남도 부여군 공설운동장 영상감시장치 CCTV 설비공사

충북과학대학 영상감시장치 CCTV설비공사

을지병원 CCTV SYSTEM 설비공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CCTV 설치공사

부산세관 신항만 감시용 CCTV 카메라시스템 설치공사

마포구청 방범용 CCTV설치공사

기도 화성시 통합방범 관제센타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경남 창녕군 교통통제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국립중앙과학관 방재센터 CCTV감시시스템보완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재난대응영상감시(CCTV)시스템 설치공사

충청남도청 CCTV시스템 설치공사

중리하수장 CCTV 설치공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문·후문 CCTV 설치공사

중부경찰서 산하 파출소 디지털 CCTV 설치공사

정부대전청사 작은미술관 CCTV 설치공사

삼척경찰서 영상감시장치 CCTV SYSTEM 설비공사

부여경찰서 CCTV SYSTEM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장애인 종합 체육관 CCTV SYSTEM 설비공사

태안군청 태안반도 사이버 갯벌 생태공원구축 WEB CAMERA 구축설치공사

충청남도 부여군 공설운동장 영상감시장치 CCTV 설비공사

충북과학대학 영상감시장치 CCTV설비공사

을지병원 CCTV SYSTEM 설비공사

대전시립 치매요양원 CCTV SYSTEM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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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사업소 감시카메라 설비공사

충남지방경찰청 흑성산업 CCTV 설비공사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사업소 CCTV 카메라 보호용 피뢰설비 설비공사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사업소 월평정수장 CCTV SYSTEM 설비공사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사업소 1단계 CCTV CAMERA 교체공사

대전광역시 송촌정수사업소 중리취수장 CCTV SYSTEM 공사

대전광역시 송촌정수사업소 CCTV 설비 공사

충청체신청산하 150개소 우체국영상감시장치 CCTV SYSTEM 설비공사

충청체신청산하 55개소 우체국영상감시장치 CCTV(DVR) SYSTEM 설비공사

충청체신청 대덕우체국 CCTV SYSTEM 설비공사

충청체신청 유성우체국

충남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공사 CCTV 설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및 재해복구센터 CCTV 설치

아산시 윤보선 대통령생가 CCTV 설비 공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코빅동 CCTV SYSTEM 납품 설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전산실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

조치원중학교 이전 신축공사 CCTV 구매설치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안용카메라 교체공사

충남 농업기술원 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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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 슈퍼라이트 CCTV 보수공사

한화엘엔씨㈜ 폐수처리장 CCTV 설치공사

유성관광개발㈜ FITNESS CLUB CCTV 카메라 납품 및 설치

한화첨단소재㈜ BUFFLIFE 신규반응기 CCTV설치공사

충청체신청 유성우체국 CCTV SYSTEM 설비공사

대덕연구단지 화학 연구소 CCTV SYSTEM 설비공사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CCTV시스템 납품설치

한화첨단소재 슈퍼라이트 K2 Line BUS CCTV 설치공사

한국인삼 CCTV 카메라외 설치

괴정동 근린생활시설 CCTV 설치공사 <- 앞칸 한칸 정정

한화L&C 칸스톤 공실 CCTV 설치공사

한화L&C㈜ SUPERLITE공정감시용 CCTV 제작설치

대전 열매유치원 CCTV 설치공사

한화 L&C 감시용 CCTV 설치공사

서울 신정동 근린생활시설 CCTV시스템 설치공사

대전 서우아파트 CCTV시스템 설치공사

대전대학교 교내 CCTV시스템 설치공사

리솜건설 리솜제천 신축 CCTV 설치공사

논산계룡농협벌곡지점 벌곡면 소재3개리 CCTV설치

유재명피부과 CCD CAMERA 설치

한전전력연구원 지증실시험장 CCTV 시스템 설치

한전전력연구원 CCTV 시스템 설치

대전청사어린이집 CCTV설치

㈜삼정인터내셔날 천정형 CCTV이전 설치

삼정건설㈜ 방송 CCTV공사/스포타임

서울 가양동 까르푸 신축 CCTV 및 주차관제 설치 공사

천안 까르푸 신축 CCTV 및 주차관제 설치 공사

청주 까르푸 신축 CCTV 및 주차관제 설치 공사

유한킴벌리(주) 대전공장 TJ#14 CCTV 설치 공사

주요공사 실적 (CCTV SYSTEM)-기업체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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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주) 대전공장 부직포동 CCTV 설치 공사

유한킴벌리(주) 대전공장 WIRE CCTV 설치 공사

유한킴벌리(주) 대전공장 3호기 안전감시모니터 설치 공사

유한킴벌리(주) 유한 킴벌리 CCTV SYSTEM 설비 공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CCTV SYSTEM 설치 공사

(주)대문영업소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한일산업(주) 금산공장 CCTV CAMERA 설치 공사

SK(주) 강의장 CCTV CAMERA 설치 공사

제일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한밭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유성온천 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도마2동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 공사

가수원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 공사

석교동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 공사

진잠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 공사

갈월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 공사

서남부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 공사

용두동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소 CCTV SYSTEM 설치공사

농협중앙회 유천동지점 CCTV SYSTEM 설치공사

노은 농수산물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

피아치 보석센타 CCTV SYSTEM 설치공사

일당본가 CCTV SYSTEM 설치공사

창신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공사

더죤타워 신축 CCTV SYSTEM 설치공사

성훈빌딩 신축 CCTV SYSTEM 설치공사

(합) 대우전기 공장 CCTV 설치

노은 농수산물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

피아치 보석센타 CCTV SYSTEM 설치공사

일당본가 CCTV SYSTEM 설치공사

창신 새마을금고 CCTV SYSTEM 설치공사

더죤타워 신축 CCTV SYSTEM 설치공사

성훈빌딩 신축 CCTV SYSTEM 설치공사

(합) 대우전기 공장 CCTV 설치



180

NO 공   사   명 비  고

스포타임 복합시설 증축 CCTV공사

금산수삼센터내 CCTV 설치공사

데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공사

신탄진천주교 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월평동 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대사동 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도마동 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대전 정동 신용협동조합 CCTV SYSTEM 설치 공사

유성관광개발㈜ 유성관광호텔 연회장 CCTV SYSTEM 설비 공사

아드리아 호텔 CCTV SYSTEM 설비 공사

호텔 레젼드 영상 및 CCTV SYSTEM설비 공사

옥천 브릴리앙스 호텔 CCTV SYSTEM 설비 공사

고려파크 호텔 CCTV SYSTEM 설비 공사

크리스탈 호텔 CCTV SYSTEM 설비 공사

산호비취호텔 CCTV SYSTEM 설비 공사

한전 남양주지사 CCTV 설치공사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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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 실적 (CCTV SYSTEM)-아파트 단지
MAJOR WORK PERFORMANCE

NO 공   사   명 비  고

계룡프라자 CCTVSYSTEM 설치공사

대전 꿈나무 아파트 CCTV SYSTEM 설치 공사

대전 관저 아파트 CCTV SYSTEM 및 주차관제 설치 공사

둔산 백합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대덕 한빛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유진 하나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대전 크로바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한사랑 벽산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열매마을7단지 CCTV SYSTEM 설비 공사

경주충효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성남 수진 아파트 CCTV SYSTEM 설비 공사

김포마송 B5BL 영상감시장치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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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작업장 재배치공사(전기) 구매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작업장 전기 추가공사 구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실 전기공사

대전도마중 다목적강당 수선 전기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한하엘엔씨(주) Tech Center 비상방송시스템외전기공사

충남도서관 식당 분전반 이설공사

기초과학연구원 깔집처리기용배기장치전원공사

새롬고등학교 UPS용전원공사

새롬고등학교 비상전원UPS납품및설치

한밭고등학교 UPS밧데리교체

한전케이디엔㈜ UPS및축전지이설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공사-전기공사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공사-전기소방공사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공사(통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역삼동 A,B빌딩 개발사업 통합배선설비 구매설치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자운대군무지원단 00지역 통신공사(16-총-국-10)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교육영상 전송시스템 구축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경비동 리모델링 구내통신설비 이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건설 통신설비 신설공사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작업장 재배치공사(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무인기 ICT 실험실 동축케이블 이설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공주시 보건소신축공사통합배선반설치

L.H대전충남본부 대전과학벨트사업단 신축사옥전기공사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 함백중고 네트워크장비 설치

충남개발공사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예산) 네트워크설치

경북 안동시 유림문학유토피아 통합배선 설비공사

온양한올고등학교 교실스피커 선로 배선작업

주요공사 실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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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구매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년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문출입자통제시스템 제작 및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운정 A13블럭 아파트 정보통신공사(1525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시설개선 정보통신공사

한전KPS 본사 신사옥 건립 정보통신공사

㈜ 백천지구 임대아파트 건립통신공사(경북개발공사)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신축 정보통신공사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정보통신공사

유림문학유토피아 조성공사 통합배선설비공사

대전광역시 중구청 보안등기구 정비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장수경로당 신축 통신공사

KBS대전방송국 소방시설교체공사

대전광역시 중구청 태평1.2동 주민센터 조명교체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년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공사

대전광역시 중구청 보안등기구 정비공사

국군재정관리단 14-기술연구소 통신공사(1210)

육군제1570부대 00대대 생활관 통합배선반 설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제5초및제6초등학교신축정보통신 통합배선설치공사

남산친환경㈜ 봉명동 근린생활시설증축 전기,통신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여가녹지 조성사업(통신)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강당무대 전기조명장치설치

대전광역시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 사옥 및 시설 개보수 통신공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및 군 법원 신축 정보통신공사

육군교육사령부 네트워크선로 설치공사

사회복지법인 밀알 판암동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통신공사

대전꿈나무㈜ 봉명중학교 통신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수영장 프로그램실 증축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충남본부 09년 근거리지역통신망 성능개선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의무사 복지회관/시뮬레이션센터 정보통신공사

국민연금대전회관 개보수 통신설비공사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증축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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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정보통신공사

경주교육문화회관 별관 신축 정보통신공사

충남지방경찰청 흑성산업신축 통신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정문게이트 통신공사

대전 동물원 조성공사 통신공사

대전 시민천문대 신축 통신공사

유성문화원 신축 통신공사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LAN 구축공사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통신공사(정보통신)

충남대학교 건축학부 설계실 증축공사(정보통신)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체육재활원 통신공사

온달의 집 개보수 통신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위성시스템 음향챔버용 통신장치 설치공사

충남대학교 무용실습실 증축 정보통신 공사

한국통신공사 연수원 통신케이블 포설 공사

하나로통신(주) 대전 서부간선로 확장구간 광관로 공사

충청체신청 괴산우체국사 증축 통신공사

충청체신청 옥천우체국 증축 통신공사

충청체신청 내수우체국 개축 통신공사

충청체신청 구촌우체국 청사 통신공사

대전기능대학 도서관 신축공사(통신)

동신고등학교 교사수선 통신공사

유성중학교 체육관 증축 통신공사

전민중학교 강당 통신공사

장동초등학교 정보통신공사

유성구 민방위교육장 현대식 시설공사 통신공사

한화 RPROJECT 연구동 신축 통신공사

대전광역시 교육청 반석초교 외 8개교 허브장비(LAN)구축 설치공사

읍내동 소규모주택 건립통신공사(대전광역시 건설본부)

유성구 세동보건소 건축통신공사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신축공사(통신)

유성구 노인복지관 증축통신공사

유성구청 용계 1동 경로당 신축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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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경천 노유자시설 신축 통신공사

계룡도서관 통신장비 구매설비공사

대전중구청 보안등기구 정비공사

대전중구청 오류시장 LED 교체공사

내포신도시 및 옥암택지내 전기인입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방시설공사

국방부 계룡대지원단 OO지역 소방시설 보수공사

대전중구청 석교동 장수경로당 신축 통신공사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 공사(정보통신, 전기, 소방)

자운대근무지원단 ㅇㅇ지역 소방시설 보수공사

갈마중학교 천정교체 소방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7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용역 후속 방송 보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 임차사옥 소방공사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MRI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개보수공사(전기)

대전지방법원 태안군법원 등기소 리모델링 전기공사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관 전력증설 케이블 포설공사

연세초등학교 한마루관 냉난방기 전원공사

자운대근무지원단 ㅇㅇ지역 전기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단 신축사옥 전기공사

국립중앙과학관 태양광발전설비 철거 및 전광판 전원라인 설치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터 석면철거에 따른 전력설비 개량공사

한전전력연구원 구내 광케이블 시설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보안등) 전기공사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통합배선설비 구매 설치

강원도 철원군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대전 수학문화관 신축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팔조령터널 라디오재방송 및 비상방송설비 통합시스템 구축공사

대전 서구 정림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소방)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유초등학교 통합배선설비 구매 설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제2전산실 및 기반시설 환경개선공사(소방)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소방)

대전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 방송설비공사

충북 옥천묘목향토산업육성사업 무병묘처리시설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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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묘목향토산업육성사업 무병묘처리시설 통신공사

대전,세종 관광지원센터 조성 통신공사

충남대학교병원 통합전산센터 리모델링공사(소방)

자운대근무지원단 ㅇㅇ지역 차량용 LED전광판 설치

대전 국민생활관 체육관 공조설비 전기공사

한전 본사사옥 소방노후설비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충남 계룡시 시내버스 노후 LED 행선지 안내판 교체

조치원주차타워 주차유도센서 설치공사

조치원주차타워 출구 정산기 설치 구축 공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ㅇㅇ본부 지원대대 노후 통신케이블 교체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수왕초등학교 증개축공사 통합배선반 제작설치

대전광역시 동산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전시설 지상화공사(전기)

한전원자력연료(주) 신규 공정장비 전원공급 및 사무실 조성 전기공사

대전광역시 변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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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2020년 선행고객선로지장이전총액단가공사(태안)

㈜케이티 2020년 원인자지장이전연간단가공사(당진)

㈜케이티 2020년 시설피해본복구연단가공사(당진)

㈜케이티 2020년 조건부인터넷가설연단가공사(당진)

㈜케이티 2020년 가입자선로취약시설개선총액단가공사1차(당진)

㈜케이티 2020년 고객선로지장이전총액단가공사1차(당진)

㈜케이티 2020년 조건부인터넷KT투자연단가공사(당진)

㈜케이티 2020년 고객선로지장이전총액단가공사2차(당진)

㈜케이티 2020년 FFTH신증설총액단가공사2차(당진)

㈜케이티 2020년 7월집중호우및재해복구총액단가공사(당진)

㈜케이티 2019년 선행고객선로지장이전연단가공사(서산,태안)

㈜케이티 2019년 태풍링링피해재해복구총액단가공사(태안)

㈜케이티 2019년 당진저속급인터넷품질개선총액단가공사(석문고대)

㈜케이티 2019년 원인자지장이전연단가공사(태안)

㈜케이티 2019년 재난안전망구축광케이블연단가공사(태안)

㈜케이티 2019년 국방IPTV광케이블총액단가공사(태안)

㈜케이티 2019년 고객선로지장이전총액단가공사1차(태안)

㈜케이티 2019년 FTTH신증설총액단가공사2차(태안)

㈜케이티 2019년 고객선로지장이전총액단가공사2차(태안)

㈜케이티 2019년 B2B광케이블총액단가공사2차(태안)

㈜케이티 2018년 태풍솔릭및집중호우재해복구총액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BIZ 수주형광케이블연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조건부 전화가설연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시설피해복구연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원인자지정이전 연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선행신축건물인입관로연단가공사1차(보령,총액)

㈜케이티 2018년 선행FTTH신증설 총액단가공사(보령)

㈜케이티 2018년 선행B2B 고객인입광케이블총액단가공사(보령)

㈜케이티 2018년 선행고객선로지장이전공사(보령)

주요공사 실적 (KT 통신공사)
MAJO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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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2018년 선행동케이블신증설총액단가공사(보령)

㈜케이티 2018년 가입자선로품질개선총액단가공사1차(서산)

㈜케이티 2018년 신축건물인입관로 총액단가공사2차(서산)

㈜케이티 2018년 FTTH신증설 총액단가공사1차(서산)

㈜케이티 2018년 무선사업광케이블 총액단가공사1차(서산)

㈜케이티 2018년 동케이블신증설총액단가공사2차(서산)

㈜케이티 2018년 B2B인입광케이블총액단가공사1차(서산)

㈜케이티 2018년 B2B인입광케이블총액단가공사2차(서산)

㈜케이티 2018년 FTTH신증설 총액단가공사2차(서산)

㈜케이티 2018년 기간광케이블구축공사2차(남양-비암)

㈜케이티 2018년 무선사업광케이블총액단가공사2차(서산)

㈜케이티 2018년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유관관로공사

㈜케이티 2018년 영목-원산도연육교(솔빛대교)공동구축OPS공사(태안)

㈜케이티 2018년 BBX이전및철거총액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기간광케이블구축공사3차(공주-유성)

㈜케이티 2018년 기간광케이블구축공사3차(영지-산전)

㈜케이티 2018년 고객선로지장이전총액단가공사2차(서산태안)

㈜케이티 2018년 충남도청와아파이사업 구축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하반기광케이블간선망총액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5월집중호우재해복구총액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동케이블신증설총액단가공사4차(서산)

㈜케이티 2018년 가입자선로광전화공급품질개선총액단가공사(서산)

㈜케이티 2018년 신축건물인입관로 총액단가공사3차(서산)

㈜케이티 2017년 당진재래시장보행환경개선사업원인자부담공사

2017년 고객선로 지장이전공사 3차(보령)

2017년 고객선로 지장이전공사 2차(보령)

2017년 선행 가입자광케이블 연 단가공사(홍성)

2017년 가입자선로 품질개선 총액단가공사 3차(보령)

2017년 보령명천택지 원인자부담 지장이전공사(추가)

2017년 보령~청양간 도로확포장 도로유관 관로공사

2017년 원인자부담 기간선로설비 이전단가공사(광천오거리)

2017년 시설피해 본복구 연단가공사(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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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인자 지장이전 연단가공사(보령)

2017년 B2B 고객 인입광케이블 연단가공사(보령)

2017년 멀티룸팩 서비스 공급 광케이블공사

2017년 무선사업 광케이블 연단가공사(보령)

2017년 무선사업 광케이블 연단가공사 1차(홍성)

2017년 선행 FTTH 신증설 연단가공사(홍성)

2017년 기간선로 설비이전 단가공사 5차(홍성남부권)

2017년 집중호우 재해(피해)복구 연단가공사(보령)

2017년 동케이블 신증설 총액단가공사 2차(보령)

2017년 가입자선로 품질개선 연단가공사(보령)

2017년 FTTH 신증설 연단가공사(보령)

㈜케이티 2016년 장항선개량철도건설제4공구원인자부담지장이전공사(보령)

㈜KT 2016년 선행동신증설 연단가공사(서산)

㈜KT 2016년 선행무선사업 광케이블 연단가공사(서산)

㈜KT 2016년 신축건물인입관로 연단가공사 1차(서산)

㈜KT 2016년 서행가입자 광케이블 연단가공사(서산)

㈜KT 2016년 선행 FTTH 신증설 연단가공사(서산)

㈜KT 2016년 선행지장이전 연단가공사(서산)

㈜KT 2016년 선행선거통신지원 연단가공사(서산)

㈜KT 2016년 기간선로설비이전 단가공사 1차(홍성권)

㈜KT 2015년 가입자선로품질 개선교량첨가시설보수공사(충청권)

㈜KT 2015년 B12 수주광케이블 구축공사(서대전지사)

㈜KT 2015년 가입자선로품질개선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신축건물 인입관로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동케이블신증설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지장이전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원인자지장이전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조건부 전화기설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무선사업광케이블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시설피해복구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가입자 광케이블 연 단가공사(서산)

국군재정관리단 14-기술연구소 통신공사(1210)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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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5년 FTTH신증설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태풍 찬홈 및 낙뢰재해복구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간선망 광케이블 연단가공사(서산)

㈜KT 2015년 BBX 이전 및 철거 연단가공사(서산)

㈜케이티이엔지코어 2015년 농어촌 BCN구축사업(충남권) - 서산지역공사

㈜KT 2015년 기간광케이블구축공사3차(보령~주포외2구간)

㈜KT 2015년 기간광케이블선로공사2차(남대전,동대전,서대전)

㈜KT 2014년 원인자부담행복도시 1~5지구(2차) 기반시설(공동)도로유관 관로공사

남산친환경㈜ 봉명동 근린생활시설증축 전기,통신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여가녹지 조성사업(통신)

㈜KT 2015년 폭설피해복구 연단가공사(서산)

㈜ kt 2014년 가입자 광케이블

㈜ kt 2014년 지장이전 연단가공사1차(서산)

㈜ kt 2014년 지장이전 연단가공사1차(서산)

㈜ kt 2014년 가입자광케이블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조건부 전화기설 연단가공사(서산)

㈜ kt 2014년 동케이블신증설 연단가공사(서산)

㈜ kt 2014년 원인자 지장이전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시설피해본복구 연단가공사(서산)

㈜ kt 2014년 무선사업광케이블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신축건물인입관로 연단가공사(서산)

㈜ kt 2014년 광케이블 간선망공사 3차 (당진)

㈜ kt 2014년 FTTH신증설 연단가공사 (서산)

㈜ kt 충청남도(내포)신도시2구역 도로유관 관로공사(2차)

㈜ kt 2014년 기간선로설비 이전단가공사 3차(홍성권)

㈜ kt 2014년 BBX이전 및 철거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농어촌 BCN광대역 가입자망구축공사(충남/세종권)

㈜ kt 2014년 공중선 및 품질개선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저속급인터넷 품질개선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기간 광케이블 구축공사 4차 (광덕-원덕외1구간)

㈜ kt 2014년 농협통신망구축 광케이블 연단가공사 (서산)

㈜ kt 2014년 원인자부담 행복도시 105지구(2차) 기반시설(공동) 도로유관관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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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2년 무선사업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원인자부담 지장이전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시설피해 원인자부담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홍성)

㈜kt 2012년 신축건물 인입관로 연단가공사

㈜kt 2012년 FTTH/R E/V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기간선로 지장이전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지장이전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가입자선로 신증설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소규모 및 조건부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홍성)

㈜kt 2012년 신축건물 인입관로 연단가공사

㈜kt 2012년 FTTH/R E/V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기간선로 지장이전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지장이전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가입자선로 신증설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소규모 및 조건부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유휴 동케이블 절체 및 철거공사 (홍성)

㈜kt 2012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 (홍성1차)

㈜kt 2012년 FTTH-R 품질개선 연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강풍 피해시설 본복구 단가공사 (홍성)

㈜kt 2012년 VoLTE(K2,K3)구축 기간광케이블 단가공사 (홍성2)

㈜kt 2012년 선행(무선망,WiFi,LTE) 연단가공사 (용전지사) 2차

㈜kt 2012년 선행(무선망,WiFi,LTE) 연단가공사 (용전지사) 1차

㈜kt 2012년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아산외 2지사)

㈜kt 아산2권역 CCTV 전용회선 광케이블공사 (2011년)

㈜kt 2011년 구덕교 원인자부담 지장이전공사 (유성)

㈜kt 아산.서산 지장이전 단가공사 (2011-4차)

㈜kt 2011년 3W(WCDMA,WiBro,WiFi) 연간단가공사 (용전지사)

㈜kt 서산2산업단지외 1구간 원인자 지장이전 (2011-2차)

㈜kt 2011년 가입자선로 수해복구공사 (태안외 3지사)

㈜kt 2011년 5차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서대전외 6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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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1년 기간광케이블 증설공사 3차 (논산,금산,조치원)

㈜kt 2011년 연무2농공단지 진입도로 유관 관로공사 (논산)

㈜kt 홍성,서산권역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2011-3차)

㈜kt 2011년 우정 기반망 구축 광케이블공사 (대전단)

㈜kt 서산권역 FTTH-E/V 인입 광케이블공사 (2011-2차)

㈜kt 서산권역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2011-2차)

㈜kt 201년 1분기 지장이전 단가공사 (대전)

㈜kt 태안 삭선 도로선형개량 유관 관로공사

㈜kt 2011년 조건부 가입구역 선로공사 (대전지역 )

㈜kt 2011년 3W 선행사업(WCDMA) 단가공사 (당진지사)

㈜kt 서산권역 가입자 광케이블공사

㈜kt 2011년 소규모 인입배선 선로공사

㈜kt 서산권역 학교광 구축 광케이블공사

㈜kt 2010년도 당진지사 신축건물 인입관로공사(2차)

㈜kt 태안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개설외 1구간도로 유관 관로공사

㈜kt 2010모자국간 광케이블공사 2차 (당진,태안)

㈜kt 2010년 기간선로 지장이전 단가공사 3차(대전)

㈜kt 2010년 3차 서산외2지사 FTTH-R 선로기반공사)

㈜kt 2010년 시설피해 원인자 부담 단가공사 (홍성외 8지사)

㈜kt 2010년 2차 태안BBX 시설 지장이전 단가공사

㈜kt 2010년 하반기 가입자 선로 신증설공사(대전)

㈜kt 2010년 3W(WCDMA, WiBro, Wi-Fi) 연간 단가공사 (당진지사)

kt 와이브로인프라㈜ 3W(WCDMA,WiBro,Wi-Fi) 연간 단가공사 (당진지사)

㈜kt 2010년 4차 서산외 2지사 FTTH-E/V인입 광케이블공사

㈜kt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긴급복구공사 2차

㈜kt 2010년 4차 청양외 1지사 지장이전 공사

㈜kt 2010년 시외국간 광케이블공사 2차(당진-예산)

㈜kt 2010년 원인자부담 지장이전 선로공사 (행복도시-정아IC)

㈜kt 서산르셀상가 공급에 의한 관로공사

㈜kt 2010년 2차 FTTH-E/V인입 광케이블공사 (천안외2지사)

㈜kt 2010년 2차 이동통신 중계기 광케이블공사(대전지역)

㈜kt 당진 면천 협동화산업단지 택지유관 관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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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09년 이통기지국장비이원화 광코어증설공사 (서산외 3지사)

㈜kt 2009년 2차 차량피해 본복구 선로공사 (대전외 14지사)

㈜kt 2009년 하반기 FTTH 및 QOOK TV 품질개선공사(부여외3지사)

㈜kt 당진 대한전선 진입로외 1건 도로유관 관로공사

㈜kt 대산공단 진입로(대로3-19)확포장 도로유관 관로공사

㈜kt 2009년 2차 신축건물 인입관로공사 (둔산외 5지사)

㈜kt 홍산-구룡간 도로확포장 지장이전 수탁공사

㈜kt 2009년 상반기 가입자선로 신증설공사 (당진외 4지사)

㈜kt 2009년 3차 지장이전 단가공사 (부여외 3지사)

㈜kt 2009년 경쟁대응 FTTH 품질개선 선로공사(서산외4지사)

㈜kt 동대전 가입자선로 대개체 공사

㈜kt 오송건널목 입체화공사 구간 외 1구간 도로관로공사

㈜kt 폭설 피해 복구공사

㈜kt 유성지장 이전공사(04~04차)

㈜kt 대전지사 전용회선품질개선 광선로공사(1차)

㈜kt 765KV 당진-신안성간 송전선건설에 따른 유도 대책공사

㈜kt 2003년 지장전주이전 단가공사(논산 2차)

㈜kt 대전지사 서부지역 돌발수요 광케이블공사 3차 시설공사

㈜kt 논산화지시장 지장이전공사

㈜kt 충남망건설국 동대전 1.1K 재배선시설공사

㈜kt 충남망건설국 2002년 광가입자6차시설공사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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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영상전송시스템 구축공사 설계용역

예산 용궁리 백송 CCTV 설치공사 실시설게 용역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실시설계 용역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증축공사 설계용역

대화119안전센터 재건립공사 정보통신 설계용역

현충사 옥외방송 설계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다목적 복지회관 음향설비 설계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문예회관 음향실 접지설비 설계

대전광역시 중구청 구시청사내 청내방송망 실시 설계

대전광역시 중구청 구시청사내 구내통신 LAN 개보수 공사 실시 설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공사 설계용역

아산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판매장 및 농업기술센터청사 과학영농시설신축 설계용역

현충사 유물관CCTV교체 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음향영상설비 설계 용역

대전동화초·중학교 교사신축 정보통신 설계용역

충북대 인문사회계열 다목적 강의동 신축 정보통신 설계 용역

하동군 노인, 여성, 장애인 종합 복지 시설 건립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동구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계용역

홍성군청사 보안시스템구축 설계용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관제종합상황실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둔원중학교 주변 방범용 CCTV외 3개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수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정보통신설계용역

플라워랜드 설계용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탄가수화설비등 증축설계용역(통신)

아산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통신설비설계용역

국방과학연구소 통합점검동 신축공사 전기설계용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탄액화 파일럿공정 실험동 건설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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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국방과학연구소 통합점검동 신축공사 전기설계용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탄액화 파일럿공정 실험동 건설공사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년 방범용 CCTV 추가설치공사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 2015년 방범용 CCTV설치공사 설계용역

푸른뫼아파트 CCTV 설계용역

태안군 교육문화센터건립 실시설계용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주민센터다기능 복합건물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강원도 태백국민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통신)

대전광역시 서구청 2008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실시설계용역

대전중앙중학교 방송장비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백운초등학교외29개교 주변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교육청 가칭 봉명초 교사 신축전기통신 기본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실시설계 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가수원 주민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건립 정보통신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0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공사실시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0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실시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CCTV 설치 설계용역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CCTV설치공사실시 설계용역

대전광역시 대전평생학습관 정보통신실시 설계용역

한국한의학 연구원 교육영상 전송시스템 구축공사 설계용역

대전현충원 CCTV 설치공사 설계용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 공동구 보안시설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대전광역시 서구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제5738부대 17-기상레이다통신공사(철탑) 설계용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및 별관 기반시설용 CCTV 교체 설계용역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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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ALIFICATION STATEMENTS

주요공사 실적 (정보통신 감리 용역)-관공서,기업체
MAJOR WORK PERFORMANCE

NO 공   사   명 비  고

대전광역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BIT)설치 감리용역

문화 삼성푸른아파트 CCTV 설치공사 감리용역

향촌현대아파트 CCTV 설치공사 감리용역

대전 문화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대전 유성온천 아파트 재건축공사 통신감리용역

한국보쉬 대전공장 증축 통신감리용역

(주)인지디스플레이 예산공장 신축공사 전기통신감리용역

(주)한국반도체소재 성동공장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대전국제대학교 증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보령화력사무실 신축 전자통신공사 감리용역

코스미온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대전 예성프라자 통신감리용역

대전 테크노밸리 쌍용 스윗닷홈 신축통신감리용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동 건립공사 통신감리용역

신협중앙회 회관 신축 감리용역

더죤타워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POST B1 PLANTⅢ 신축 통신감리용역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및 상황 장비 용역

여성문화회관 통신감리용역

천연 기념물 보호 연구센터 통신감리용역

천안 불당 1BL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서산 석림동 한성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주안빌딩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한국중부발전㈜ 보령화학본부 7.8호기 정보통신설비설치공사 통신감리용역

한국중부발전㈜ 보령화학본부 7.8호기 탈황설비공사 통신감리용역

양내과병원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한국중부발전㈜ 보령화학 1.2호기 탈황설(E) 현장통신감리용역

성지빌딩 근생 및 교육연구시설 정보통신 감리용역

대전고등법원 어린이집 및 독신자숙소 통신감리용역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빛교회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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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비  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기숙사 객실관리SYSTEM 설치 공사

한국통신공사연수원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삼성생명전주연수원 NIGHT TABLE SYSTEM 설치 공사

삼성화재 유성 연수원 NIGHT TABLE SYSTEM 설치 공사

충남대학교병원 전임상실험센터 증축 정보통신 감리용역

(재)대전테크노파크 기능성나노소재 사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시 불당지구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동양아트빌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유성구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직산 삼환 라오빌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서산시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 용곡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 안서동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봉명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외 1건 통신감리용역

대전 둔산 갤러리빌 4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 다가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시 신방, 쌍용지구 3블럭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 통신감리용역

대전 가장동 지투마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청주대학교 대천 수련원 객실관리 시스템 공사

대전광역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BIT)설치 감리용역

(재)대전테크노파크 기능성나노소재 사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시 불당지구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동양아트빌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유성구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직산 삼환 라오빌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서산시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 용곡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 안서동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봉명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외 1건 통신감리용역

대전 둔산 갤러리빌 4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 다가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천안시 신방, 쌍용지구 3블럭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 통신감리용역

대전 가장동 지투마트 신축공사 통신감리용역

청주대학교 대천 수련원 객실관리 시스템 공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내전산망 구축 감리용역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옥산 JCT 광케이블 복구공사 감리용역

MIC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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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 실적 (객실관리 SYSTEM)
MAJOR WORK PERFORMANCE

NO 공   사   명 비  고

유성관광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유성관광호텔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대덕 롯데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대덕 롯데호텔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아드리아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호텔 레젼드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옥천 브릴리앙스 호텔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옥천 브릴리앙스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고려파크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고려파크 호텔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전주코아 호텔 객실관리 시스템 설비 공사

전주코아 호텔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호텔 파라다이스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호텔 파라다이스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이리 동양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유니버스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보은 우신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무림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대천 국군휴양소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대천 혜성 비취 모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대천 혜성 비취 모텔 NIGHT T ABLE SYSTEM 설비 공사

대천 산호 비취 모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대천 산호 비취 모텔 NIGHT T ABLE SYSTEM 설비 공사

제주 파크 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럭키관광호텔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금산 일월파크 객실관리 SYSTEM 설비 공사

은성파크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부여 하이트파크 NIGHT TABLE SYSTEM 설비 공사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객실관리 시스템 설치 공사

충남대학교 임해 수련원 객실관리 시스템 설치 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수련원 객실관리시스템

PREQUALIFIC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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