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57번길 411(구. 원미 1동 40-10) 

Tel. +82-32-614-7709   Fax. +82-32-614-9485   E-mail. hanjinlight.@daum.net 

History of 

㈜한진조명 

 ㈜한진조명은  보다 앞서가고 

미래지향적인 조명기구 생산을 

위하여 실용적인 디자인, 엄선된 

자재, 완벽한 제품, 철저한 관리

로 제품의 자존감을 되살리며 

타 업체와의 경쟁을 불허하는 

바탕의 슬로건으로 출범하게 되

었습니다. 



1. 회사연혁 

2. 회사 조직도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5. 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6.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7.  한진산업조명 보유기술 현황 

8.  KS인증서 

9.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 

10.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11. 전기용품안전인증서 

12. 실용신안등록증 

13. 디자인등록증 

14. 회사약도(찾아오는 길) 

15.  조명기구 납품 설치 사례 

16. 납품실적내역서 

목 차 



1996. 07. 20  - 한진조명 설립 

1999. 07. 01  - 한진매입조명으로 상호 변경 

1999. 10. 10  - 서울 제1정릉공장 가동 

1999. 11. 02  - 전기용품형식 승인서 취득 

2000. 01. 05  - 공장시설 확장 및 검사설비 설치 

2001. 05. 09  - 한국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 회원가입 

2001. 07. 08  - 인천 제2부평공장 가동 

2002. 05. 05  - 종로구 원남동으로 본사 이전 

2002. 10. 23  - 서울 제1공장 확장 이전 

2003. 09. 18  - 전자식안정기 외 5종 전기용품안전인증 취득 

2005. 02. 27  - 한진산업조명으로 상호 변경 

2005. 04. 10  - 종로구 인의동으로 본사 이전 

2006. 12. 07  - 전기용품 안전 및 품질향상 기여공로표창 

                   (기술표준원)  

2007. 03. 0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사옥 확장 이전 

2007. 05. 30  - 정릉공장 부천 신사옥으로 이전 

2010. 12. 28  -  엘이디 조명등 특허 획득 

2011. 01. 10  - 디자인개발팀 개설 

2011. 06. 1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10품목) 

2011. 10. 04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증 

2012. 03. 12  - KS 제품인증획득(KS C 7653, KS C 7603) 

2015. 01. 01 – ㈜한진조명으로 법인 전환 

회사 연혁 



회사조직도 

대표이사 

관리부 

총무팀 

경리팀 

영업팀 

무역팀 

생산부 

생산팀 

설계팀 

품질관리부 

Q/C팀 

Q/A팀 

기업부설연구소 











NO 법정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공칭능력 
제작사 설치년월 비고 

1 

금속가공설비 

- 프레스 

- 절단기 

- 드릴링머신 

절단기(샤링기) 1 1600mm,5T 현대종합기계 2010.08 

2 
고속절단기 

(커팅기) 
1 220V,3500RPM REXON 2010.08 

3 프레스 3 1.5T 표준산업기계 2010.08 

4 
드릴링머신 

(탭핑) 
5 

드릴능력 : 

1~19m/m 

탭능력 : 8~19m/m 

용수 2003.02 

5 탁상그라인더 6 220V,3450RPM CHEGIM 2003.03 

6 

용접설비 

아른곤용접기 2 220V,200A 프로테크 2007.03 

7 전기용접기 3 220A,30A 아세아 2007.03 

8 납땜인두 6 AC 220V,70W HAKO 2010.09 

9 

조립설비 

조립작업대 4 
180*400*80Cm 

(가로/세로/높이) 
자체제작 2010.09 

10 에어드라이버 10 2400RPM AMOS 2000.03 

11 에이징설비 에이징설비 2 220V,3000W 자체제작 2012.01 

12 기타설비 반자동포장기 1 4HP(1050*600) 창미포장기계 2000.02 

13 콤프레샤 2 200V,1740RPM 서광전기 1997.02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NO 법정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공칭능력 제작사 구입년월 

교정 
주기 

교정일자 비고 

(관리번

호) 교정기관 

1 
치수측정기(마이크로

미터,버니어캘리퍼스) 

버니어캘리퍼스 1 0~300mm(0.05) MITUTOYO 12.02 1년 

2013.05.07 

S-001-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마이크로메터 1 0~ 25mm(0.01) MITUTOYO 12.02 1년 

2013 .05.07 

S-001-02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2 

전압계, 전류계, 전력

계(0.5급이상의 계기
로 관련부품 및 제품 
등의  특성을  충분히 
측정  가능한  용량을 
가진 기기일 것 

파워분석기 1 
WT-500 
V:0~600, A:0~20 YOKOGAWA 12.02 1년 

2013.05.10 

S-002-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3 절연저항 측정기 절연 저항계 1 500V(1,000㏁) HWA SHIN 12.02 1년 

2013.05.07 

S-003-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4 절연내력 시험기 내전압시험기 1 5㎸ 10㎃ POINTECH 12.02 1년 

2013.05.08 

S-004-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5 LCR 미터 LCR 미터 1 
0.001Ω, 0.001mH 

0.001pF 
TONG HOUL 12.02 1년 

2013.05.20 

S-005-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6 

온도기록계(30초 이하

의 간격으로 기록 가

능할 것) 

타점식온도계 1 
-200~1370℃ 

(6타점) 
YOKOGAWA 12.02 1년 

2013.06.28 
S-006-01 

7 
전원공급장치(자동전
압조정기 등) 

전압조정기 1 3㎾ 대광 12.02 - - S-007-01 

자동전압조정기 1 1KVA 선창전기 12.02 1년 

2013.05.20 

S-007-02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8 에이징 시험설비 에이징시험설비 1 220V, 5KW 자체제작 12.02 - - S-008-01 

9 항온항습장치 
항온항습기 1 -30~150℃ 엔스텍 12.02 1년 

2013.05.22 

S-009-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10 배광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11 
광원색,연색성측정설

비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12 
감전보호 시험기 
(테스터 핑거류) 

테스터핑
거 

1 T600 금성계측기기 12.02 - - S-010-01 

13 볼프레셔 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HJQP-0901-01 REV : 1 한진산업조명 A4(210× 297) 

검사설비 보유현황 



NO 법정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공칭능력 제작사 

구입년

월 

교정 
주기 

교정일자 비고 

(관리번

호) 교정기관 

14 글로우와이어 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15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설비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16 개폐 시험기 개폐시험기 1 1~999,999회 자체제작 12.02 - - S-011-01 

17 푸시풀 게이지 푸시풀게이지 1 50N ATTONIC 12.02 1년 

2013.05.07 

S-012-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18 임팩트 해머 
임팩트해머 1 0.5J 금성계측기 12.02 1년 

2013.05.09 
S-013-01 

스펙코어(주) 

내충격시험기 1 250g 자제제작 12.02 - - S-013-02 

19 토오크게이지 토오크드라이버 1 0.5~20kg․cm TOHNICHI 12.02 1년 

2013.05.08 

S-014-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20 니이들프레임 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21 트레킹 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22 접지 연속성 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23 전자식 저울 전자지시저울 1 10Kg(1g) CAS 12.02 1년 

2013.05.07 

S-015-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24 열 충격 시험기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한국조명연구원) 

25 기타설비 

스톱워치 1 60분(0.01초) ANYTIME 12.02 2년 

2013.05.07 

S-016-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소음측정기(소음계) 1 30~130㏈ START SENSOR 12.02 1년 
2013.05.13 

S-017-01 
한국계측기연구조합 

소음(암실)실 1 
200× 300× 300 

Cm 
자체제작 12.02 - - S-018-01 

조도계(룩스메터) 1 20,000LUX TES 12.02 1년 

2013.05.10 

S-019-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피막두께측정기 1 0～1000㎛ EASTONG 12.02 1년 

2013.05.07 

S-020-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누설전류계 1 300V, 100㎃ CEW 12.02 1년 

2013.05.09 

S-021-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디지털파워서플라이 1 60V/3A 한영 12.02 1년 

2013.05.08 

S-023-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디지털멀티메터 1 
30V,6A. 

Digital 
VOLTCRAFT 12.02 1년 

2013.05.20 

S-024-01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 

HJQP-0901-01 REV : 1 한진산업조명 A4(210× 297) 

검사설비 보유현황 





















제품인증(KS,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KS 인증(5종) 

  KS C 7603 – 형광등 기구  

  KS C 7653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7 – LED 센서 등기구 

  KS C 7658 –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712 – LED 투광등 기구  

  KS C 7716 – LED 터널등 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서(36종)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서(18종) 

 

안전확인신고 증명서(2종) 

 

형식 승인서(1종) 

 

  

특허 디자인 인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 라이트패널을 이용한 LED 조명등 

  실용신안 – 매립형 조명등 

  디자인등록 – 천정매입등 외 

기술보유 현황 













































































































































찾아오시는 길 



납품 설치 예시 

실내조명  
  - 가정용 등기구 (방등, 거실등, 센서등) 
  - 상업시설용 형광등, 다운라이트, 비상등 
  - 점포용 스포트라이트, 백라이트, 면조명 
  - 사무용 형광조명  

가로등, 보안등 
  -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 도로 가로등 
  - 골목 및 인도 등 보안등 
  - 주차장, 공원 등 보안등 
  -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 보안등 

조형조명 
  - 조각품, 조형물, 타워 등 예술작품 용 조명 
  - 공원 및 정원 설치하여 조형 역활하는  갈대등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09.02.13 하나전설㈜ 
대구시 동성로  
경관조명 공사현장 

  지중등 경관조명   
  82개 납품 

2009.0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문텐로드 
경관조명 공사현장 

투광기, 수목투사등외  
다수 경관조명납품 

2009.04.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동백섬  
경관조명 공사현장 

벽매입외 경관조명 
다수 납품 

2009.07.17 ㈜이에이디자인 
대우센타빌딩 
리모델링 공사현장 

9” 노출직부,6”옆형  
경관조명 250개 납품 

2009.09.24 뉴 엔룩스 
대륭포스트 5차 
경관조명 공사현장 

투광등, HLED등외  
다수 경관조명  200개 납품 

2009.11.30 국민조명 순청 역사 고아현장 
투광기, 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  400개 납품 

2009.12.17 대한전광 
상암 CJ E&M CENTER 
공사현장 

투광등,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0.02.22 ㈜금강에너텍 원자력 병원 공사현장 
벽부등, 지중등외 다수 
경관조명 400개 납품 

2010.03.22 태주공업㈜ 
세이크 동양매직 도기동 
라크포레빌 공사현장 

투광기, 정원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0.03.26 뉴엔룩스 
가산동 글로벌 아파트 
공장 공사현장 

벽부등, 수목투사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0.03.30 지고아이디㈜ 유로 갤러리 공사현장 
벽매입등, HLED외  
다수 경관조명 800개 납품 

2010.03.31 뉴엔룩스 가산동 엠파이어 공사현장 
투광등, 벽부등외 
다수 경관조명  100개 납품 

2010.04.03 모든 펌프 
엄궁동 롯데  
아파트 공사현장 

투광기, 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 400개 납품 

2010.04.10 서광이엔지㈜ 제천 베른성지 공사현장 HLED 외 경관조명 180개 납품 

2010.04.15 서광이엔지㈜ 광주산북 성당 공사현장 폴 보안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0.04.26 국민조명 소양강댐 공사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0.04.27 대륭중공건설㈜ 전남대학병원 공사현장 
HLED,  벽부등외  
경관조명 3000개 납품 

2010.05.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온천테마 
거리조성 공사현장 

경관조명 다수 납품 

2010.06.05 ㈜하남 사천 보조경기장 공사현장 투광기 경관조명 납품 

2010.08.05 참빛 엘이디㈜ 광화문 윔화이트 공사현장 지중등외 경관조명 100개 납품 

2010.08.11 아이솔라㈜ 사천 타니 골프장 공사현장 
HLED 투광등, 지중등외  
경관조명 200개 납품 

2010.08.13 ㈜태영전력 제주도 만장굴 공사현장 
HLED수증등외  
경관조명  130개 납품 

2010.10.01 대륭중공건설㈜ 양천 메디컬 센터 공사현장 경관조명 다수 납품 

2010.10.19 ㈜현진라이팅 최무선과학관 공사현장 벽부등 경관조명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0.10.22 송정 조경㈜ 
창녕남지 동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수목투사등 경관조명납품 

2010.11.15 뉴엔룩스 
기산동 멜리시아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0.11.18 부산/성일전기 울산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 벽부등 경관조명 130개 납품 

2010.11.26 ㈜진명연합전설 CGV 구로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160개 납품 

2010.12.10 ㈜보경지앤씨 KCC 한남동 공사현장 
수목투사등, 벽부등외 다수 
경관조명 6600개 납품 

2010.12.23 거송종합건설 인천중구 운서동 공사현장 HLED외, 벽부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0.12.31 금호전설㈜ 
종합재활 체육시설 
체육관조명 공사 현장 

투광기 경관조명 납품 

2010.12.31 ㈜파인솔라 판교열린하늘문교회 공사현장 
벽부등, HLED외  
경관조명 210개 납품 

2011.01.12 육영전기㈜ 대우건설 공사현장 
정원등, 수목투사등외  
다수 경관조명 280개 납품 

2011.01.12 ㈜정경원 마천지구 SH공사 공사현장 목재 정원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1.01.20 미미라이팅㈜ 광주 과기원  공사현장 폴 보안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1.02.17 미미라이팅㈜ 광주 과기대 공사현장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1.02.28 국민조명 
동순천~광양 복선화  
광양역 공사현장 

투광기,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1.03.24 ㈜진우씨앤피 청담 자이 아파트 공사현장 벽부등 경관조명 납품 

2011.04.05 ㈜거성토건 
인천 운서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HLED, 벽부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1.04.21 ㈜ 시후전력 
울진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건립현장 

투광기외 경관조명  
1300개 납품 

2011.04.22 미미라이팅㈜ 서울반도체 공사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1.04.30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LIG손해보험 사청 연수원 
공사현장 

투광기 경관조명 납품 

2011.05.11 태주공업㈜ 
CJ 건설 판교 벤처벨리 
공사현장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1.05.11 ㈜서윤라이텍 장충공원 공사현장 투광기외 경관조명 납품 

2011.05.12 태주공업㈜ 효성 반포 빌딩 공사현장 벽부등외 경관조명 1000개 납품 

2011.05.13 한샘전력㈜ 광양제철 실내체육관 공사현장 투광기, 터널등외 경관조명납품 

2011.05.20 ㈜화승라이팅 
대전 연구생산 직접시설 
건설공사현장 

HLED 경관조명 200개 납품 

2011.05.28 ㈜효성조명 수원과학대 축구장 공사현장 투광기 경관조명 납품 

2011.06.28 일광개발㈜ BAYSIDE GOIF CLUB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100개 납품 

2011.08.03 ㈜서윤라이텍 우리은행 익산지점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납품 

2011.08.10 ㈜토탈디자인그룹 Y’Z 동교동 프라자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1.08.17 엘이디마트 Y’Z동교동 프라자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1.08.19 미미라이팅㈜ 광주 과기원 공사현장 
벽매입등, 정원등외  
경관조명납품 

2011.09.05 ㈜엠에스라이팅 인천 청라 골프장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160개 납품 

2011.09.25 ㈜새마을조경 
광육 재건축아파트  
조경 공사현장 

정원등,  수목투사등외 
다수 경관조명 100개 납품 

2011.09.30 ㈜ 쏘코 
킨테스 제2 전시장  
조명 공사현장 

투광기, HLED외  
경관조명 3100개 납품 

2011.09.30 ㈜에포크산업 전남 전문 건설회관 공사현장 투광기,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1.10.19 ㈜현진라이팅 경북대학교 공사현장 벽부등 경관조명 80개 납품 

2011.11.14 지엘이디㈜ 청라 한양아파트 공사현장 수목투사등외 경관조명 360개 납품 

2011.12.05 한림조명㈜ 
춘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현장 

벽부등, 지중등외 다수  
경관조명 180개 납품 

2011.12.14 고려개발㈜ 여수 쌍용전력 공사현장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1.12.22 ㈜코룩스 송도글로벌대학 공사현장 경관조명 다수 납품 

2011.12.30 미미라이팅㈜ 성신여대 돈암전철역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2.01.11 ㈜현진라이팅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 공사현장 

다운라이트, HLED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1.11 태주조명연구소㈜ 원주 한솔 박물관 공사현장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1.17 태주공업㈜ 국립 해양박물관 공사현장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160개 납품 

2012.01.17 미미라이팅㈜ LH안양 관양지구 공사현장 정원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1.20 엠씨이엔씨㈜ 여수 엠블 호텔 공사현장 
투광기, 수목투사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2.02 대일씨엠㈜ 
제주도 명동로 가로등 
경관조명 공사현장 

HLED 투광등 60개와 
HLED 지중등 69개 납품 

2012.02.02 태주공업㈜ 
한화건설 청가  
A블럭 공사현장 

벽부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2.23 태주공업㈜ 
한라건설 송도  
만도헬라 고아현장 

펜던트 경관조명 100개 납품 

2012.02.24 우성전기산업㈜ 송도 에디슨 공사현장 펜던트 경관조명 100개 납품 

2012.02.28 미미라이팅㈜ 광주 현대건설 과기대 다운라이트 120개 납품 

2012.03.08 미미라이팅㈜ 대륜에너지 통합사옥 보안등주 경관조명 납품 

2012.03.12 태주조명연구소㈜ 원주 한솔 박물관 공사현장 LED외 경관조명 470개 납품 

2012.03.22 우성전기산업㈜ 김제시 백삼면(제주건설) 펜던트외 경관조명 다수 납품 

2012.03.26 ㈜충일이엔지 광주 금난로 우리은행 공사 LED 외 경관조명 납품 

2012.04.04 라눅스 인제 소방서 공사현장 투광기외 경관조명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2.04.05 라눅스 속초 의료원 공사현장    스텐보안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4.06 부력에너지 경북대학교 어린이병동 스텝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4.09 태주조명연구소㈜ 원주 한솔오크밸리 공사현장 지중등 70개 납품 

2012.04.12 미미라이팅㈜ 한진중공업 시흥공사현장 가로등주 외 경관조명 납품 

2012.04.13 스마트조명 경주시청 벽부등외  120개 경관조명 납품 

2012.04.16 태주공업㈜ 해외 수출 투광기외 경관조명 납품 

2012.04.18 ㈜한서 광산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투광기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4.20 ㈜유니트이엔씨 한강신도시 대림e 편한세상 HLED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5.02 ㈜다인엔지니어링 한국파비스제약 공사현장 GMP등기구 77개 납품 

2012.05.18 ㈜광명라이팅 장호원  공사현장 정원등  120개 경관조명 납품 

2012.05.21 엠씨이엔씨㈜ 홍천 대명콘도 공사현장 투광기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5.21 ㈜라눅스 공성 화진포 생태박물관 공사 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5.24 미미라이팅㈜ 7호선(지하철)701공구 공사 벽부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5.29 ㈜쏠라사이언스 김포시하수처리장 공사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05.29 ㈜라눅스 강원체고 공사현장 투광기 경관조명 납품 

2012.05.29 엠씨이엔씨㈜ 홍천 대명콘도 공사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06.04 대한민국특수임무 세종시 고가도로공사 현장 HLED 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2.06.14 ㈜한국조명 울산 공사현장 지중등,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납품 

2012.06.14 태주조명연구소㈜ 효성건설 평택소사벨 아파트 투광기  112개 경관조명 납품 

2012.06.18 세안이엔씨㈜ CJ  CGV여의도 공사현장 다운라이트외  2000개 경관조명 

2012.06.18 ㈜이노루체 의정부 회룔역사 공사현장 투광기외 경관조명 납품 

2012.06.26 ㈜세전사 부산 벡스코 공사현장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7.04 ㈜충일이엔지 광주 금난로 우리은행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2.07.09 ㈜포스 헌법재판소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2.07.10 엠씨이엔씨㈜ 고성 설악콘도 공사현장 지중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7.10 ㈜세은 홍천 휴네스트 CC 공사현장 보안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7.12 태주공업㈜ 
한진중공업 지하철702공사현
장 

투광기외 경관조명 납품 

2012.07.12 에이스기전㈜ 숙대입구 10번출구 공사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2.07.24 ㈜라눅스 속초 해맞이공원 공사현장 정원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8.06 ㈜세은 홍천 휴네스트 CC 공사현장 지중등.수목투사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08.08 ㈜라눅스 국민연금 수원회관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08.09 ㈜세전사 코요코인호텔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2.08.17 우성엘이디조명㈜ 서정대학교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2.08.24 세안이엔씨㈜ 평택K4(용인ADK) 공사현장 HGMP등 외 경관조명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2.09.05 미미라이팅㈜ 한양대 전철역 공사현장    HLED외 경관조명 납품 

2012.09.06 ㈜엠에스라이팅 문원동 주민센타 공사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09.07 ㈜영공조명 부산동래 사직공원 지중등 경관조명 납품 

2012.09.25 ㈜부력에너지 울산 호남 석유 공사현장 HGMP 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10.08  대원전력㈜ 농업인 종합교육 문화센터 열주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10.11 태주공업㈜ 한신대학교 교회당  공사현장 HLED 외 경관조명 납품 

2012.10.12 원등조명 호반건설 판교 C1-1 터널등 경관조명 납품 

2012.10.15 에스케이씨라이팅㈜ 강릉 메이플비치골프텔  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10.18 ㈜일신테크 태평양제약 공사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10.30 ㈜문화전기 관세청 다목적 연수시설 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2.10.31 세안이엔씨㈜ 중부 발전 열거래 프로젝트 방폭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11.0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서초A2블럭 아파트 공사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2.11.08 ㈜금강에너텍 
파인테크닉스 울산 기아차 현
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2.12.05 (재)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 12공연장 무대 갤러
리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2.12.05 건전산업㈜ 화성 기아자동차 현장 보안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2.12.06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중앙시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2.12.26 (주)라눅스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타 투광등,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1.08 미미라이팅㈜ 키스트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1.09 경기도교육청  용호고 운동장 조명탑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1.15 태주공업㈜ 한라건설 일산 원마운트 보안등외 경관조명 납품 

2013.02.01 신화전기 영종도 하늘도시 현장 태양광 경관조명 납품 

2013.02.06 ㈜금강에너텍 울산 현대차(현대엠코) HLED경관조명 납품 

2013.02.18 ㈜진명연합전설 구미발전소 탈황탈질 설비공사 방폭등외 경관조명납품 

2013.02.18 태웅전기통신㈜ 조치원 홍익대학교 현장 투광등,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2.27 청암기업㈜ 중계동 CGV 현장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3.02.28 세안이엔씨㈜ 천안 펜타포트  CGV 현장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3.03.1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가로등정비공사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3.14 ㈜진명연합전설 
카자흐스탄-삼성 멀티미디어 
샾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3.03.15 세안이엔씨㈜ 울산 CGV  공사현장 다운라이트외 경관조명 납품 

2013.03.20 경기도 성남시 성남 혼성비행단내체육시설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3.27 
㈜신우전기엔지니어
링 

청주 깨끗한 나라 공장 투광등외 경관조명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3.04.01 ㈜성안엘엔디 의성 산수유 축제 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4.08 신화전기 강서구 지식산업센터  현장 보안등 경관조명 납품 

2013.04.16 ㈜금강에너텍 화성 기아자동차 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4.18 ㈜태원전기 경산 삼성현 박물관 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5.03 ㈜알토 무주태권도 공원 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3.05.03 공신크린공조산업㈜ 제주도 한국비엠아이 현장 HGMP  형광등 납품 

2013.05.16 서포전기 하남환경기초시설 공원조성화  경관조명 납품 

2013.05.21 신화전기 파주 LG디스플레이어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5.31 세안이엔씨㈜ 삼성병원 푸드코트 현장 터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05.31 세안이엔씨㈜ 울산 UP-SQUARE 현장 다운라이트  경관조명 납품 

2013.06.01 ㈜오성라이팅 청주기아자동차 공장 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6.14 효형종합건설㈜ 성남시 분당구 도로과 지정 장소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6.14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 4일시장 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6.15 ㈜문화전기 인천 계양 경기장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6.18 코람이엘㈜ 동굴예술의전당 현장 HLED 경관조명 납품 

2013.06.19 ㈜쏠라사이언스 울산무거위브자이2차 현장 투광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06.24 ㈜중앙아이엔피 우주베키스탄 자동차공장 생산라
인 다운라이트 외 다수 경관조명납품 

2013.06.25 ㈜문화전기 인천 남동 경기장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7.01 미미라이팅㈜ 송도 연세대 캠퍼스  현장 투광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07.01 ㈜디케이조명 세종시 복합커뮤니센타 현장 산업용펜던트 경관조명 납품 

2013.07.02 국방부 해군제2함대 경기남부시설단 경인보급지원대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7.03 경기도 성남시 배수지내 족구장등 체육시설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7.10 미미라이팅㈜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현장 HLED경관조명 납품 

2013.07.11 미미라이팅㈜ 창원농협 현장 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07.15 미르이엔지㈜ 하나마이크론 판교 R&D LINE 공
사 경관조명 납품 

2013.08.09 ㈜알엔씨텍 안양신안중학교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08.09 ㈜금강에너텍 부산기아차센타 현장 HLED경관조명 납품 

2013.08.14 공신크린공조산업㈜ ㈜나투젠 남동공단 현장 형광등 납품 

2013.08.14 더좋은생활㈜ 대구학술연구원 현장 투광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09.05 ㈜중일전기 고양삼송상록 현대힐스테이트 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3.09.09 은성라이팅㈜ 광명역 현장      HLED경관조명 납품 

2013.09.24 사2동 좋은마을 만들기 안산 사2동 사잇길 현장 정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09.24 ㈜홀랜드코리아 조치원 홍익대 현장 보안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10.01 ㈜선이엔지 썬벨리 호텔 현장 HLED경관조명 납품 

2013.10.01 ㈜스카이라이팅 광주 야구장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0.04 더좋은생활㈜ 용산공원 현장 지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0.07 ㈜건화티에스 화성 향남 대원제약 현장 HGMP형광등 납품 

2013.10.14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 인라인장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0.16 문화재청 국랍문화재 
 연구소 중원 출토 현장 경관조명 납품 

2013.10.17 ㈜라눅스 여성인력개발 센터 현장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3.10.24 신화전기 평택 자이아파트 현장 터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10.2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안전과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0.28 ㈜제이오 분당 마크시티 오렌지동 10층 HGMP형광등 납품 

2013.10.31 ㈜부현전기 삼성전자 서천 연수원 현장 투광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11.04 
대구경북첨단의료산
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현장 HGMP 형광등 납품 

2013.11.13 ㈜문화전기 포항기지 활주로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1.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1.20 신화전기 GS 평택서재 XI 현장 다운라이트  납품 

2013.11.2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가경시장 현장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1.30 미미라이팅㈜ 포스코울산굴화 리더샵 터널등외 다수 경관조명 납품 

2013.12.02 한국지역난방공사(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집단에너지 다운라이트 납품 

2013.12.0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정원등 경관조명 납품 

2013.12.10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조성 현장 경관조명 납품 

2013.12.11 ㈜건양엘투에스 김해워커파크 현장 다운라이트 납품 

2013.12.11 태주공업㈜ 한화건설 우석대학교 ASEM캠퍼스 보안등 경관조명 납품 

2013.12.20 충북대학교 충북대 옥상 투광등 경관조명 납품 

2013.12.23 미래창조과학부 서대문우체국,광진우체국 현장 다운라이트 납품 

2013.12.27 ㈜진명연합전설 필리핀 아레나 현장 다운라이트 납품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4.01.11 주식회사 르네코 진동 초등학교 현장 실내조명 GMP 외 

2014.01.11 주식회사 르네코 삼진중학교 현장 실내조명 GMP 외 

2014.01.1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현장 투광등,경관조명기구  

2014.02.12 우주엘엔티㈜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 투광기 201 SET 

2014.02.21 ㈜진명연합전설 필리핀 아레나현장 실내조명 다수 

2014.02.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현장 LED경관조명 외 

2014.03.06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현장 경관조명 75SET 

2014.03.20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공원 경관조성 전기공사 다운라이트외 

2014.03.30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청주 CGV 지웰지점 공사현장 실내조명 외 다수  

2014.03.31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기숙사 현장 경관조명외 

2014.04.01 ㈜태원전기 대구 카톨릭 대학교 LED경관조명 외 

2014.04.18 경상북도 안동 시청 천권태호선생기념 음악교육관 경관조명외 

2014.06.03 주식회사 중일전기 인천 보금자리 아파트 공사현장 투광기 외 

2014.06.19 엠제이텍 간석 1블럭 경관조명외 다수 

2014.06.20 신진조명 이라크 갤러리 하우징 현장 LED경관조명 외 

2014.06.20 
국방부 해군제2함대사
령부 

12-평 천안함 전시시설 경관조명외 

2014.06.26 ㈜보성이엔지 한국 에스비식품 증축 공사현장 실내조명 GMP 외 

2014.07.01 미미라이팅㈜ 강릉 포스코 LED경관조명 외 

2014.07.02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컨벤션 센터  LED경관조명 외 

2014.07.16 
충청남도 부여군 고도문
화사업소 

부여사비왕궁지 옛길물 조성사업 
현장 

LED경관조명 외 

2014.08.08 대교조명 
우석건설 제오시 호수의 아침현
장 

LED경관조명외 

2014.08.11 
서울 특별시 동작교육지
원청 

서울 남부초 복합화시설증축 공
사 현장 

실내조명외 다수  

2014.08.19 경상북도 경주시 중심상가 시설정비사업 LED경관조명 168 SET 

2014.09.16 한라프랜트 (주) 세종시 홍익대 현장 보안등 외 

2014.09.30 미미라이팅㈜ 제주도 목장 LED경관조명  100 SET 

2014.10.01 광성전기산업㈜ LH간석 2블럭 현장 경관조명기구외 다수 

2014.10.02 ㈜금강에너텍 하남미사 1공구 투광등,경관조명기구  

2014.10.08 ㈜파인테크닉스 원주-한국관광공사 LED경관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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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가보전기공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LED경관조명외 

2014.10.27 ㈜제이오 카이 바이오텍 대학교현장 실내조명 GMP 외 

2014.10.30 대림산업㈜ 제주 해군기지2공구 접현등 외 

2014.11.18 ㈜에스에이치전기 인천 논현 CGV 다운라이트외 실내조명 

2014.11.19 ㈜민아트하이테크 구리롯데씨네마 다운라이트외 

2014.11.25 미미라이팅㈜ 부산초량 향만 현장 접현등 외 

2014.11.27 신화전기 영종도 하늘도시 현장 태양광, 풍력LED외 

2014.11.28 ㈜운경건설 광주 상무 CGV 다운라이트외 실내조명 

2014.12.01 ㈜이노루체 수도권 고속철도현장 투광기 190 SET 

2014.12.08 
국방부 해군제1함대사
령부 

경기남부시설단  경인보급지원대 
현장 

경관조명기구 다수 

2014.12.11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남서울본부송변전 현장 LED경관조명외 

2014.12.18 ㈜민아트하이테크 홍대 롯데씨네마 다운라이트외 

2014.12.19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가설 투광등기구  

2014.12.30 ㈜다인전설 유한화학 공장 증축현장 LED경관조명외 

2014.12.31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평촌 CGV 다운라이트외 실내조명 

2015.01.05  ㈜부성파워텍   CGV 부천역점   실내조명기구  

2015.01.16  청암기업㈜   제주해군기지1공구   경관조명  

2015.01.20 
 주식회사케이씨환경디
자인  

 김포한강신도시   경관조명,실내조명  

2015.01.30  케이라이팅㈜   LH공사 가정2블럭   경과조명  

2015.02.02  주식회사다인전설   평택애플빌라   실내조명 외   

2015.02.05  미미라이팅주식회사   대통령기록관   실내,실외 조명기구  

2015.02.16  주식회사넥스원   CGV 디퍼아울렛 서산점   실내조명기구  

2015.03.02  ㈜부현전기   논현동 근생시설   경관조명 외   

2015.03.03  ㈜두승이앤지   캠퍼스통합(호남대)   경관조명,실내조명  

2015.03.10  사단복지법인 위훈용사   대통령기록관   실내,실외 조명기구  

2015.03.28  ㈜두승이앤지   율촌 자유무역지역 표준형공장   실내조명기구  

2015.04.01  대림산업㈜   제주해군기지2공구   경관조명  

2015.04.02  ㈜민아트하이테크   판교 알파돔   실내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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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CGV 평촌   실내조명기구  

2015.04.15  ㈜부성파워텍   CGV 목동점   실내조명기구  

2015.04.24  ㈜유림전력   함립금형강㈜시화MTV   경관조명 외 실내조명  

2015.05.04  ㈜금강에너텍   안양석수 금강   실내조명 외   

2015.05.18  엘이디코람 주식회사   도봉구기적의도서관   실내조명기구 외  

2015.05.21  미미라이팅주식회사   군부대숙소   실내조명기구  

2015.05.27  경성이엔씨㈜   CGV부산서면리뉴얼공사   실내조명기구  

2015.09.01  ㈜한주이앤엘   천안백석   실내조명  

2015.09.11  (재)한솔문화재단 원주   한솔뮤지엄   실외조명  

2015.09.14  미미라이팅주식회사   인천도시철도   경관조명  

2015.09.15  ㈜두승이앤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경관조명 외   

2015.09.21  선우엔지니어링   동탄현장   실내조명,경관조명  

2015.10.15  에스에이치공사   위례지구 A1-10BL   실내조명  

2015.10.26  범진에너지건설㈜   CGV오리   실내조명기구  

2015.11.02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CGV 세종 몰리브7   실내조명기구  

2015.11.02  드림네트워크   필리수출   경관조명 외  

2015.11.13  ㈜민아트하이테크   대구 롯데백화점   경관조명기구   

2015.11.18  ㈜부성파워텍   SK케미칼   경관조명기구    

2015.12.15  ㈜에스에이치전기   CGV전주고사점   실내조명기구  

2015.12.15  대조전설㈜   CGV 피카디리   실내조명기구   

2016.01.01 (자)동화 ONYX.TOWER 신축공사 LED공장등  외 

2016.01.11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원주 심평원 통신공사 LED매입등 외 

2016.01.18 (주)민아트하이테크 로얄호텔 LED투광등기구 외 

2016.01.28 충청남도 공주시청 주미산 자연휴양림 LED경관조명 

2016.02.01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전주 고사점 LED슬림매입등 외 

2016.02.12 
CJ CGV(씨제이 씨지브
이) (주) 

CGV 일산 리네스트라LED 외 

2016.02.15 (주)부성파워텍 DMG모리 계단센스등 외 

2016.02.18 (주)금강에너텍 남양연구소 HLED.0060 외 LED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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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LED조명등기구 평판형 

2016.02.22 두원이에프씨(주) 용인 에버랜드 LED계단노출직부등 외 

2016.03.07 주식회사 환경디자인연 남구로시장 LED경관조명기구 

2016.03.17 케이라이팅(주) 전주리사이클링센타 고조도반사경 외 

2016.03.31 선우엔지니어링 인천공항 LED방습등 외 

2016.03.31 
(주)한진중공업 건설부
문 

모다아울렛 LED투광등기구 외 

2016.04.01 일진이앤씨주식회사 CJ CGV 본사 실내조명 외 

2016.04.04 (자)동화 유한화학 화성현장 LED방폭등 외 

2016.04.04 (주)부현전기 CGV 상봉 7  MULTIPLEX LED슬림매입등 외 

2016.04.19 해병대제9196부대 해병대제9196부대 투광등기구 HJL.FL.0034,70~250W 

2016.04.2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1
동 

옥포1동 시비공원내  LED투광등기구 

2016.05.02 강원도 고성군 봉수대 해양레저활동 지원시설 투광조명기구 

2016.05.03 미미라이팅주식회사 인천도시철도 206공구 LED사각투광등 외 

2016.05.09 (주)문화전기 중계본동 지역아동센터 정원등 외 

2016.05.16 대조전설(주) CGV피카디리 1958점 망벽부등 외 

2016.05.17 일진이앤씨주식회사 CGV대전 탄방 펜단트등 외 

2016.05.17 일진이앤씨주식회사 CGV대전 탄방 LED벽등 외 

2016.05.18 미미라이팅주식회사 극지연구소 사각매입등 외 

2016.05.30 경상남도 거창군청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투광등기구 외 

2016.05.31 해솔이엔씨주식회사 의정부권역개보수 보안등 외 

2016.06.09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부천 소풍점 상영관전실등 외 

2016.06.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 

함안도항 3블럭 LED인터리어조명 외 

2016.06.14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복지회관 능서면 복지회관  

2016.06.16 (주)알에프텍 도림동성당 증축공사 계단매입등 외 

2016.06.22 미미라이팅주식회사 백령도 파출소 정원등 외 

2016.06.30 선우엔지니어링 
충남 테크노파크 동물실험 허브 
GMP 제조소 

삼각등 외 

2016.07.01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근리공원 LED경관조명기구 

2016.07.04 정해사 정해사 사찰 LED투광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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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청암기업(주) 제주해군기지 1공구 LED실내조명 외 

2016.07.13 (주)문화전기 육아종합복지원센타 정원등 외 

2016.07.15 (주)에스에이치전기 메가박스 울산점 망벽등 외 

2016.07.21 경상북도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LED경관조명기구 

2016.07.21 (주)문화전기 강동구 강플만화거리 벽부등 외 

2016.07.30 (주)에스에이치전기 아이디성형외과의원(논현동) 인테리어등 외 

2016.08.02 주식회사 엔텍글로벌 메가박스 청라점 매입등 

2016.08.08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 참가리비 종묘생산동 투광조명기구 

2016.08.09 이리코조명주식회사 현대카드사옥 LED사각벽부등 외 

2016.08.09 (주)부현전기 송파 마이미즈 사옥 신축공사 실내조명등 외 

2016.08.17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노인장애인복지관 경관조명기구 

2016.08.19 (주)문화전기 목폭 방제대응센타 스탭등 외 

2016.08.22 한국복지대학교 사회통합교육지원센터 LED경관조명 

2016.08.23 
재단법인경북하이브리드부
품연구원 

경량화기술센터 투광등기구 

2016.08.24 주식회사 엘에스조명 신세계 광주점 천정벽부등 

2016.08.24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건설사
업소 

오천읍민 복지회관 경관조명기구 

2016.08.31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교대점 인테리어등 외 

2016.09.01 효한전기(주) CGV김해 LED인테리어조명 외 

2016.09.06 
CJ CGV(씨제이 씨지브이) 
(주) 

CJ CGV 본사 슬립매입등 외 

2016.09.0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LED경관조명  

2016.09.15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
터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경관조명 외 

2016.09.19 
농립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사무소 신축공사 LED경관조명기구 

2016.09.19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평택 서정점 인테리어등 외 

2016.09.27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화성 능동점 인테리어등 외 

2016.09.28 
경기도 안양시(인천지방조달
청)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경관조명기구 

2016.09.29 주식회사 엔텍글로벌 CGV 광주 용봉점 매입등 

2016.09.30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석관동점 인테리어등 외 

2016.10.12 메가박스(주) 동대구점 메가박스 동대구 점 스텐드등 외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6.10.12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광주 용봉점 벽매입등 외 

2016.10.13 주식회사 말타니 
현대건설㈜ 소장방재 
교육연구단지 

거푸집 

2016.10.13 주식회사 말타니 ㈜대한항공 정원등 외 

2016.10.17 (주)유림전력 광성강관공업(주)서산공장 실내조명등기구 외 

2016.10.21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영등포점 인테리어등 외 

2016.10.28 세일전기(주) 이마트 하남전문관 청전직부등 외 

2016.11.04 청암기업(주) 제주 새마을금고 연수원  무지개 보안등 

2016.11.07 (주)문화전기 용현1.4동 주민센타 정원등 외 

2016.11.16 (주)알에프텍 의정부성모병원 철골주차장  LED터널등 외 

2016.11.17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
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백산 삼가야영장 LED경관조명기구 

2016.11.18 주식회사효선전기 연세세브란스병원 투광등 외 

2016.11.18 대조전설(주) CGV의정부 IMAX 관 스크린망벽등 외 

2016.11.22 경기도 화성시 서부권(송산)체육부대시설 투광등기구 20 SET 

2016.11.23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아시아드점(인천 구월동) 인테리어등 외 

2016.11.25 효한전기(주) CGV 대구 수성점 LED실내조명 외 

2016.11.25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LED투광등기구,LED경관조명기구 

2016.12.01 경상북도 영천시청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LED경관조명기구 외 

2016.12.01 (주)에스에이치전기 휘닉스파크 센터플라자 KFC 현장 인테리어등 외 

2016.12.02 주식회사 문건축 
메가박스 부산대점 리노베이션 공
사 

디펜즈 1등 벽등 LED 촛대 외 

2016.12.02 국방부육군제2군사령부 5군지사 12급양대 급식유통센터 투광등기구 

2016.12.02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사 신축공사 LED경관조명기구 

2016.12.07 (주)성안조명 대우건설 어천설봉3차 벽부등 외 

2016.12.09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포항점 인테리어등 외 

2016.12.12 주식회사투마 롯데건설(주) 백화점 강남점 LED경관조명  

2016.12.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린이공원 투광등기구 

2016.12.19 (주)에스에이치전기 메가박스 신촌점 망벽등 외 

2016.12.20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구리점 청소등 외 

2016.12.20 (주)문화전기 태양의후예 공원 LED경관조명등기구 외 

납품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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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주식회사 서우건설산업 
분당선 이매역 외 3개역 
전력설비 개량공사 

비상등 외 

2016.12.23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CGV  세종 몰리브 7 청소등 외 

2016.12.23 (주)에스에이치전기 두산 타워 실내조명등 외 

2016.12.27 (주)에스에이치전기 울산역 증축공사[KTX] LED투광등기구 외 

2016.12.28 경성이엔씨(주) CGV평택 소사벌점 슬림매입등 외 

2017.01.24 경기도 안산시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투광등기구 

2017.01.31 경성이엔씨㈜ CGV평택 소사벌점 다운라이트 6" LED 외 

2017.01.31 (주)성안조명 대우건설 (경희대 종합체육관) HW-0535 

2017.01.31 메가박스(주) 동대구점 메가박스 동대구 점 스크린점검등 LED 외 

2017.01.31 (주)에스에이치전기 메가박스 신촌점 트랙등 COB 30W 외 

2017.01.31 장한전산㈜ 부평 기업은행(IBK) 6" LED 외 

2017.02.1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교 둔치 체육시설 HJL-FL-0001 1000~2000W 

2017.02.23 대조전설㈜ CGV야탑 센타매입 검정 외 

2017.02.28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구리 슬림매입LED 외 

2017.02.28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일산 LED투광기 외 

2017.03.15 (주)디자인컴플랙스 CJ 올리브 네트웍스 촛대구 E14 5W 외 

2017.03.21 (주)알프스21 현대엔지니어링 HW-0424L 

2017.03.28 
경기도 성남시(서울지방조달
청) 

판교노인종합복지관  HJL-LG-0011 20W 

2017.03.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앞 공영주차장 HJL-LG-0281 13W 외 

2017.03.31 (주)금강에너텍 남양연구소 HLED-0060 

2017.03.31 엘이디코람주식회사 의왕경찰서 HLED-0132 

2017.03.31 (주)문화전기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HG-0210(HJ-1201) 

2017.04.03 CJ CGV(씨제이 씨지브이) ㈜ CGV대전 탄방 원통트랙 검정 

2017.04.05 (주)부현전기 강남 해성빌딩 주차레이스웨이 LED  

2017.04.11 대교조명 조치원 홍익대학교 HLED-001-215 

2017.04.13 경기도 부천시 
진달래동산 축제에 따른 경관조명 
등기구  

LED경관조명기구  

2017.04.18 CJ CGV(씨제이 씨지브이) ㈜ CGV 압구정점 르네상스벽등  

2017.04.18 경기도 부천시 심곡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급자재 LED경관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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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낙원기업㈜ 강릉IBK기업은행 HLED-0300(HJ-1154) 

2017.04.28 (주)알프스21 창성건설 HG-0530 외 

2017.04.30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신촌 아트레온 원형포인트 백색등 

2017.04.30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용산 오피스 신규건설 초이스 펜단트 외 

2017.04.30 대조전설㈜ CGV용산 무대조명 LED 외 

2017.04.30 경성이엔씨㈜ CGV청주 서문점 리뉴얼 공사 퇴장등 외 

2017.04.30 (주)에스에이치전기 그랜드 앰베서더 서울 주차장 직부 LED 외 

2017.05.08 해병대교육훈련단 동원보충대대 방비물자 저장시설 투광등기구 

2017.05.09 (주)제롬코리아 CGV용산 오피스 신규건설 전기공사 P-12 펜던트 벌브 외 

2017.05.17 주식회사 룩손 속초리조트 HT-0424 

2017.05.18 경기도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시설 체육 및 공원시설
보수  

LED경관조명기구 

2017.05.23 경기도 부천시 원미부흥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LED경관조명기구 외 

2017.05.24 일진이앤씨주식회사 CGV 몰오브 광양 좌석배치도벽등 LED 외 

2017.05.31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홍제동 평판조명 외 

2017.05.31 (주)에스에이치전기 부천 순천향 병원 6" 다운라이트 15W 외 

2017.05.31 (주)에스에이치전기 용인 동백 하우스 거실등 외 

2017.05.31 (자)동화 유한화학 화성현장 스텐폴5M 

2017.05.31 인스엘이디㈜ 전라남도 고흥군 현충공원  HLED-0182 

2017.05.31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체육시
설관리사업소 

진호국제양궁장 가로수 경관조명 LED경관조명기구 

2017.06.0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
사업본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경관조명 교
체공사 

경관조명기구 

2017.06.05 (주)부현전기 한일산업(주)천안공장 신축공사 HLED-0021 120W 외 

2017.06.08 주식회사 오상엠엔이티 용두산 공원 서편 HG-0260(HJ-1205) 

2017.06.15 군수사령부 6탄약창 탄약정비공장 조명기구 

2017.06.16 주식회사 오상엠엔이티 덕천동 창조의 거리 HLED-0465(HJ-1444B) 

2017.06.23 강원도 고성군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공사 HJL-LG-0263 9W 

2017.06.28 경기도 부천시 오정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전기공사 LED투광등기구 

2017.06.30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CGV 부천 소풍점 트랙등 COB 30W 외 

2017.06.30 (주)에스에이치전기 공릉동 버거킹 4"다운라이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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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주)에스에이치전기 메가박스 울산점 홀스화장실벽등 외 

2017.07.06 세일전기㈜ 신세계건설 이마트 고양  HLED-0265 

2017.07.20 경기도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신축전기공사 LED경관조명기구 

2017.07.25 ㈜투마 롯데건설 ㈜ 파주운정 HW-0424L 

2017.07.31 세일전기㈜ HEC 남양 현대자동차 HLED-0060-A 

2017.07.31 (주)에스에이치전기 낙성대 버거킹 아크로 매입 투광기 외 

2017.07.31 (주) 리채 네스트호텔 /풍림아이원프로트 HG-0568 / HG-0755(HJ-1238) 

2017.07.31 빌트조명㈜ 롯데건설 마트 김포 한강신도시점 HF-0158B 외 

2017.07.31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안산 중앙역  6"비상벽등 외 

2017.07.31 (주)민아트하이테크 서초 꽃마을 롯데마트 HLED-0003 

2017.07.31 서경전기㈜ 신구초병설유치원 6" LED 외 

2017.07.31 (주)포스라이팅 하남장애인복지관 HLED-001-500 COB 

2017.08.03 화성도시공사 아르딤복지관  LED경관조명기구 

2017.08.08 
한국수력원자력(주)새울
원자력본부 

새울본부 해오름사택 내빈숙소 LED경관조명기구 

2017.08.09 서울주택도시공사 SH위례지구 및 강일 조명기구 

2017.08.14 서울주택도시공사 돈의문 박물관마을 LED실내조명등 

2017.08.22 주식회사에스엘라이팅 대구 범어동 삼오아파트 HT-0630(HF-0630) 

2017.08.23 경상남도 거제시 가조어촌관광단지 LED투광등기구 외 

2017.08.23 동부라이텍㈜ 에스오일 마곡현장 HG-0755(HJ-1238) 

2017.08.31 일진이앤씨주식회사 CGV 홍성관 좌석배치도벽등 LED 외 

2017.08.31 (주)문화전기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HW-0500(HJ-1411) 외 

2017.08.31 네오다스 대전 미즈제일여성병원 HLED-001-030 

2017.08.31 (주)민아트하이테크 위례롯데시네마 그림벽등 브론즈 

2017.08.31 인스엘이디㈜ 인천북항배후단지 HLED-0200A 외 

2017.08.31 주식회사 오상엠엔이티 해양융복합소재센터 HG-0062 

2017.08.31 빌트조명㈜ 현대건설 전주 효자동 HG-0006 외 

2017.09.01 비에스 CJ 푸드빌 사옥 6" LED 외 

2017.09.04 
지스페이스플랜(G spac
e Plan) 

가산동 KFC 6"다운라이트LED20W/3.000K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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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케이라이팅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대구,광명점) HT-0630(HF-0630) 

2017.09.07 상원기업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보안등V형 외 

2017.09.12 경기도 부천시 복사골문화체육시설 리모델링 LED투광등기구  

2017.09.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 구매 LED투광등기구 

2017.09.14 (주)대동에스앤티 국립세종도서관 HLED-001-727 

2017.09.22 주식회사 문건축 용산아이파크몰 압출바 펜단트 외 

2017.09.23 (주)두승이앤지 호남대학교 캠퍼스 F-100 투광기 100W 

2017.09.25 (주)광신전설 판교창조벨리 수목투사등 외 

2017.09.27 일진이앤씨 CGV배곧 신규건설  좌석배치도벽등 LED 외 

2017.09.29 세계라이팅 주식회사 메가박스 삼송 새로나벽등(LED) 외 

2017.09.30 (주)문화전기 대구 유스호스텔  HW-0540 외 

2017.09.30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 약수역 원형센스등 외 

2017.09.30 (주)문화전기 한국폴리텍7대학  HG-0210(HJ-1201)  

2017.09.30 태주공업주식회사 현대건설 녹번 HW-0134 

2017.10.16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
고등학교 

가로등 설치 및 보완 전기공사 경관조명기구 

2017.10.24 경상북도 문경시 활공장 전망대  LED경관조명기구 

2017.10.26 주식회사 라임건축 CJ제일제당 논산공장 LED BAR 외 

2017.10.31 (주)에스에이치전기 
GKL사옥 지하1층 체육시설 및 사무공
간 

6"다운라이트 15W 외 

2017.10.31 
지스페이스플랜(G space P
lan) 

구미 옥계KFC 
평판엣지 직부 25W/주광색 
외 

2017.10.31 (주)문화전기 충남 논산 돈암서원 HG-0210(HJ-1201) 외 

2017.10.31 (주)푸른공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신축현장 HLED-0310 

2017.10.31 ㈜비엘케이 현대산업개발 정선리조트 새면대 LED등 외 

2017.11.03 육군 제 1729부대 [특별회계] 00부대 이전사업 투광등기구 외 

2017.11.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LED경관조명기구 

2017.11.06 그린 제1롯데월드 HF-0140(HJ-1014)  

2017.11.07 (주)개성건설 (주)세일특수강정공 신축 공사 옥외 벽부투광기LED 외 

2017.11.0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청사건립공사 LED경관조명기구 

2017.11.0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
교육지원청 

수입초등학교 LED경관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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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생활체육공원 경관조명기구 

2017.11.10 주식회사 라이트온 당산철교 LED다운라이트 외 

2017.11.13 경상북도 문경시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사업 LED경관조명기구 

2017.11.16 CJ CGV(씨제이 씨지브이) ㈜ CGV 신촌 아트레온 리네스트라 12W 

2017.11.21 화성시문화재단   LED경관조명기구 

2017.11.24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LED다운라이트  

2017.11.24 
(재)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
의전당 

  HW-0500(HJ-1411) 

2017.11.29 ㈜라임건축 (주)CJ홈쇼핑방송 통신시설 LED 직부등 외 

2017.11.30 우성엘이디조명㈜ 구로제중병원 멀티MR16 2구 외 

2017.11.30 루미리치㈜ 대전 넥스원 HLED-0005 외 

2017.11.30 (주)에스에이치전기 동탄 버거킹 4"다운라이트 외 

2017.11.30 지엔비테크 서천장미공원조명공사 HLED-0169 외 

2017.11.30 (주)민아트하이테크 청기와 HLED-0200-B 외 

2017.12.04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 

시설공사(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LED경관조명기구 

2017.12.04 S&D인터내셔널 한화 문정 오피스텔 HLED-0100 COB  

2017.12.05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천 안전조명  LED경관조명기구 

2017.12.07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글로벌 연구교육복합단지 전기공사 LED경관조명기구  

2017.12.10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위성센터 LED경관조명기구 

2017.12.11 경기도 화성시 도원체육공원 테니스장 투광등기구 

2017.12.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정읍) 경관조명기구 

2017.12.14 ㈜코룩스 경주 엑스포 HLED-0004 

2017.12.14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
부 영북지사 

양배수장 TM/TC CCTV용 저압 전기공사 투광등기구  

2017.12.18 일진이앤씨주식회사 CGV 건대입구 비점화방폭등LED 외 

2017.12.18 (주)운경건설 CGV 청주 지웰시티 청소등 LED 

2017.12.18 비비드라이트 공군비행장 HLED-0060-A 

2017.12.18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
소 

동탄중앙어울림센터  LED경관조명기구 

2017.12.19 주식회사 더피네 강릉역 HLED-0200-B  

2017.12.2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
부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투광등기구 

납품실적서 



날자 발 주 처 현       장 제      품 

2017.12.22 경상북도 포항시 비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LED경관조명기구  

2017.12.22 경상북도 경주시 신화랑풍류제험벨트  LED경관조명기구  

2017.12.26 강원도 삼척시 군경계철책철거 해양경계 조명등 보수공사 투광등기구 

2017.12.31 (주)에스에이치전기 CGV 송파 화장실 망매입 LED 외 

2017.12.31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CGV거제 청소등 LED 외 

2017.12.31 (주)문화전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HG-0210(HJ-1201) 외 

2017.12.31 (주)에스에이치전기 버거킹인천공항 벤딩 레일 3M 외 

2017.12.31 우성엘이디조명㈜ 서울대공원 HLED-0040 외 

2017.12.31 (주)에스에이치전기 용산아이파크몰 6층 LED BAR 외 

납품실적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57번길 411(구. 원미 1동 40-10) 

http://www.hjlu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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