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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우금속의 경영진은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란 

슬로건으로 고객님께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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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 품 명 재 질 크 기 수 량 사 양

1 플렉시블튜브 (FLEXIBLE TUBE) STS304 0.3t 1

2 너트 (NUT) SM20C/BRASS PF1" 2 아연도금

3 절연링 (INSULATION RING) NYLON66 25A 2

4 패킹 (PACKING) NBR/EPDM 25A 2

5 레듀샤 (REDUCER) SPPS38 PF1", PT(1/2)" 1 아연도금

6 니플 (NIPPLE) SPPS38/STS304 PF1", PT1" 1 아연도금

7 브라켓트-A (BRACKET-A1) SS400 1 아연도금

8 브라켓트-B (BRACKET-B1) SS400 2 아연도금

9 사각바 (SQUARE BAR) SS400 1M 1 아연도금

NO 부 품 명 재 질 크 기 수 량 사 양

1 플렉시블튜브(FLEXIBLE TUBE) STS304 0.3t 1

2 엘보(ELBOW) SM15C/BRASS PF1",PT(1/2)" 1 아연도금

3 니플(NIPPLE) SPP38/BRASS PF1", PT1" 1 아연도금

4 너트(NUT) SM20C/BRASS PF1" 2 아연도금

5 절연링(INSULATION RING) NYLON66 25A 2

6 패킹(PACKING) NBR/EPDM 25A 2

7 아파트브랏켓(APT BRAKET) SPCC 1 아연도금

8
상하 조절볼트

(UPPER AND LOWER CONTROL BOLT) SS400 1 아연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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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SP-JOINT)

■ 제품의 개요        

  (주)동우금속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은 성능 기술기준에 의해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KFI )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개별검사에 합격하여 매 제품마다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합니다.

 품 질 성        
 1. 우수한 내식자재와 2종 금속간의 전위부식을 방지하여 내부식성이 좋습니다.
 2.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3. 국내외 인증획득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시 공 성        
 1. 정확한 위치조정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신축배관이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천정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도	위치조정이	용이하므로	시공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2. 좁은 설치시공 공간에서도 적용성이 우수합니다.        
	 	 천정	내부에	복잡한	시설물이	가득차	있을때	더욱	그	우수성이	발휘됩니다.
 3. 다양한 길이로 공급됩니다.

 경 제 성
 1. 공기가 단축됩니다.
	 	 초보자도	시공이	가능하며	이음	개소가	2곳으로	공기가	단축되며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2. 하자요인이 없습니다.        
	 	 이음부가	단순하고	한계나사	구조로	패킹손상이	없어	하자	요인이	없습니다.
 3.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품구조가	단순하고	기계적생산	표준화로	대량	양산되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 장 점

 1.  (주)동우금속의 레듀샤는 헤드체결부위까지 레듀샤가 축관되 있어 1차바(M-bar)에서 직접 신축배관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각바의 길이를 짧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Carrying에 고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  (주)동우금속의 레듀샤고정브라켓은 옆에 개방되 있어 현장설치 시 헤드고정작업의 순서와 관계없이 

레듀샤를 고정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인한 재작업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주)동우금속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은 시공품질이 매우 우수 합니다.

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인증받은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700L, 1000L, 1200L, 1500L, 1800L, 2000L, 2300L, 2500L, 3000L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시험

시 험 항 목 시 험 기 준 시험결과

일
반
검
사

구           조 성능시험기준에 적합 이상없음

외           관 성능시험기준에 적합 이상없음

표           시 성능시험기준에 적합 이상없음

내  압  시  험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2.1MPa)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손,누수등이 없어야 한다. 이상없음

특
별
검
사

치           수 신축배관의 길이는 -1%이상 3%이하, 내경은 19.5mm로서 호칭지름의 98%이상이어야한다. 이상없음

재           료 각 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해야한다. 이상없음

수  격  시  험 매초 0.35MPa에서 3.5MPa로 연속 4000회 수격 후 최고사용압력에 1.5배로 5분간 누수가 없을것. 이상없음

영구변형시험
최고 사용압력(1.4MPa)의 1.5배 수압을 1분간 가하고 압력을 제거한 5분후의 길이(L1) 신장은 8.4mm/m
이하 이어야 하고 최대 31m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상없음

진  동  시  험 진폭5mm, 진동 25회/sec로 6시간, 진동 시 풀림 및 누수 없을 것. 이상없음

굽  힘  시  험
① 90도 각도로 15회 반복시험 시 누수가 없을 것. ② 신축배관의 한쪽끝을 설치상태와 같이 고정하고 
0.1MPa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최대 굽힘 각도로 5회 반복시험 후 누수가 없어야 한다.

이상없음

내  식  시  험 KSD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한 8시간 분무, 16시간 방치로 5회 실시후 부식되지 않을 것. 이상없음

마찰손실시험 신축배관의 방출계수(K)와 등가길이는 신청값의 ±5%범위 이내이어야한다. 이상없음

압  괴  시  험 니블 너트등을 제거후 30초동안 100Kg의 하중을 가하여 튜브 끝단의 직경변화율이 5%이내이어야한다. 이상없음

파  괴  시  험 최고 사용압력(1.4MPa)의 4배(5.6MPa)의 수압을 가하여 파괴되지 않을 것. 이상없음

상가용   Flexible Joint

제품의 종류

제품표준길이

시공방법

보온형

나관형

편조형

1차바에 
고정시킨 예

새로 개발된 
레듀샤

레듀샤고정용 
A1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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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SP-JOINT)

(주)동우금속의 아파트용 SP-JOINT는 정밀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차별화 되어 배관이 미려하고 

공간이 좁은 배관시공환경에도 시공이 용이합니다.

500L, 600L, 700L, 800L, 1000L, 
1200L, 1500L, 1800L, 2000L, 
2300L, 2500L, 3000L.  

아파트용   Flexible Joint

제품의 종류

제품표준길이

아파트 브랏켓 시공도

일반니플

드라이펜덴트용 니플(강관용)

드라이펜덴트용 니플(동관용)

아파트엘보(황동)

아파트엘보

소브랏켓 (B3)

연결니플

레듀샤

M×M, M×F레듀샤

대브랏켓(A1)

소브랏켓(B1)

APT 브랏켓(역방향)

APT브랏켓(정방향)사각바

용접니플

구형레듀샤

너트(황동)

대브랏켓(A2)

파워바 브랏켓(B2)

CPVC니플

엘보레듀샤

C×F니플(동관용)

※보온재는 고객 주문사양임

※ 아파트 브랏켓은 천정고(층고) 및 시공여건에 따라 고객의 주문사양임. 

대브랏켓(A3)

소브랏켓 B-11E

강관용

동관용

스텐관용

CPVC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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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실예 사진

강관용/스텐관용

CPVC관용 동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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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1312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1514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1716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1918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



납품실적

시공회사 현 장 명 설 비 회 사 명  수 량 수 주(승인) 시공회사 현 장 명 설 비 회 사 명  수 량 수 주(승인)

2120

부영 제주	삼화1-5 직납 	6,000	 2015.	12

부영 제주	수망콘도 직납 	4,000	 2015.	12

부영 무주	읍내리 직납 	4,000	 2015.	12

대우건설 위례	아트리버 삼아에코빌 	7,000	 2015.	12

반도건설 동탄2	A-2블럭 대한이엔지 	8,000	 2015.	12

양우건설 LH공사	화성향남	A18 진화이엔씨 	20,000	 2015.	12

현대산업개발 천안백석3차 성보엔지니어링 	12,000	 2015.	12

삼정 부산	사직 대한이엔지 	8,000	 2015.	12

협성건설 범천동	엘리시안 대한이엔지 	10,000	 2015.	12

호반건설 의정부민락	14,15블럭 진성산업 	24,000	 2015.	12

현대산업개발 아현	아이파크 세진건설 	8,000	 2015.	11

동원개발 양산	3차 세운설비 	7,000	 2015.	11

동원개발 민락센텀비스타2차 정진설비 	6,000	 2015.	11

중흥건설 제주	서귀포강정 삼영방재산업 	8,000	 2015.	11

반도건설 양산6차 대한이엔지 	13,000	 2015.	11

동일건설 부암동2,3차 대한이엔지 	14,000	 2015.	11

반도건설 김포한강3차 효산개발 	8,000	 2015.	11

현대건설 울산과학기술대 무경설비 	10,000	 2015.	10

효성 서산예천 풍산건업 	10,000	 2015.	10

원건설 청주	힐데스하임 동림	ENG 	16,000	 2015.	09

대원 오창칸타빌2블럭 공항시설관리 	9,000	 2015.	09

대림산업 광주역	e-편한세상 대하산업개발 	12,000	 2015.	09

대림산업 광주역	e-편한세상 환경이엔지 	12,000	 2015.	09

대림산업 광주역	e-편한세상 명신기공 	10,000	 2015.	09

효성 위례해링턴 대한엠이씨 	17,000	 2015.	09

신안 위례	인스빌 우노건설 	10,000	 2015.	09

부영 영주	가흥 직납 	22,000	 2015.	09

부영 화성향남	B7 직납 	15,000	 2015.	09

대림산업 대전	한국타이어	R&D 정도설비 	6,000	 2015.	09

우미건설 천안불당	1-C1 금호소방 	10,000	 2015.	08

우미건설 천안불당	1-C2 건국소방 	9,000	 2015.	08

중흥건설 구미확장지구 금호소방 	10,000	 2015.	08

한양 울산	호계 삼아에코빌 	6,000	 2015.	08

금강주택 의정부팬터리움 세종공영 	12,000	 2015.	07

부영 서귀포혁신	A2 직납 	12,000	 2015.	07

부영 김천혁신	3-6 직납 	14,000	 2015.	07

신세계건설 김해외동	터미널 범양공조산업 	5,000	 2015.	07

이진종합건설 진영	이진캐스빌 삼아에코빌 	16,000	 2015.	07

우미건설 구미	3차 금호소방 	18,000	 2015.	07

대광건설 순천연향지구2차 신아이엔지 	5,000	 2015.	07

한진중공업 국립서울병원 준제이엔씨 	4,000	 2015.	07

효성 서산	예천	해링턴 풍산건업 	13,000	 2015.	07

서희건설 강릉	스타힐스 건형설비 	7,000	 2015.	07

부영 마산가포 직납 	14,000	 2015.	07

신세계건설 센텀백화점	증축 두형엔지니어링 	7,000	 2015.	07

현대산업개발 수원권선	7B/L 무경설비 	10,000	 2015.	07

부영 양산물금	35블럭 직납 	10,000	 2015.	06

서희건설 김해율하	스타힐스 건형설비 	16,000	 2015.	06

원건설 양산	힐데스하임 삼화건업 	6,000	 2015.	06

한신공영 양평	휴플러스 라인	ENG 	5,000	 2015.	06

반도건설 세종시	1-4	H1 대한이엔지 	9,000	 2015.	06

호반건설 오산세교신도시	D1 대진소방 	13,000	 2015.	06

현대엔지니어링 광주	엠코타운 대영이엔디 	8,000	 2015.	06

부영 광주전남혁신	B3 직납 	12,000	 2015.	06

중흥건설 구미	옥계 진성산업 	18,000	 2015.	06

호반건설 부산	명지	B6 대진소방 	15,000	 2015.	06

부영 포항원동	997 직납 	10,000	 2015.	06

중흥건설 김천율곡	프라디움 금호소방 	7,000	 2015.	06

부영 제주삼화	1-4 직납 	5,200	 2015.	05

GS건설 위례자이 정밀기공 	9,000	 2015.	05

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 성보엔지니어링 	8,000	 2015.	05

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 우양기건 	8,000	 2015.	05

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 정도설비 	8,000	 2015.	05

극동건설 LH공사	화성남양	A1 우노건설 	7,000	 2015.	05

요진산업 일산	Y시티	복합시설 우노건설 	3,000	 2015.	05

금호건설 홍제동	어울림 천우기술 	5,000	 2015.	04

한양 시흥	목감	수자인 세진건설 	8,000	 2015.	04

우미건설 평택소사벌 씨엔이지에스 	14,000	 2015.	04

대림산업 대전	한국타이어	R&D 엠케이지 	6,000	 2015.	04

현대건설 당진	힐스테이트 무경설비 	14,000	 2015.	04

포스코건설 천안백석	더샵 진화이엔씨 	10,000	 2015.	04

미진건설 달성	이지비아 건형설비 	10,000	 2015.	04

미진건설 달성	이지비아 서경기술산업 	10,000	 2015.	04

현대산업개발 LH공사	하남미사	A26 윤일건업 	8,000	 2015.	03

현대산업개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형설비 	10,000	 2015.	03

한양 강동	성내재건축 건우기계설비 	8,000	 2015.	03

현대건설 고덕	힐스테이트 엠케이지 	8,000	 2015.	03

한일건설 SH공사	신정4단지 광장	EMC 	7,000	 2015.	03

한양 분당	국립국제교육원 비봉기업 	5,000	 2015.	03

화성산업 현풍	파크드림 무경설비 	10,000	 2015.	03

경남기업 진해	STX사원아파트 유성종합설비 	6,000	 2015.	02

우방 봉담	아이유쉘 삼우소방 	6,000	 2015.	02

대우건설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성보엔지니어링 	18,000	 2015.	02

한진중공업 남대문호텔 엠케이지 	6,000	 2015.	02

반도건설 양산	5차 대한이엔지 	20,000	 2015.	02

호반건설 대구테크노	A14 대진소방 	15,000	 2015.	02

현대산업개발 용인서천2차아이파크 진호실업 	4,000	 2015.	01

현대엔지니어링 위례엠코2차 엠케이지 	10,000	 2015.	01

호반건설 수원호매실	B9 진성산업 	10,000	 2015.	01

서희건설 울산	강동동	스타힐스 건형설비 	15,000	 2015.	01

한신공영 대구죽곡	휴플러스 삼민설비 	15,000	 2015.	01

삼부토건 LH공사	좌천범일 진화이엔씨 	12,000	 2014.	12

서희건설 군산	지곡	스타힐스 동성	ENG 	6,000	 2014.	12

우방 경북예천	아이유쉘 삼영방재산업 	13,000	 2014.	12

호반건설 대구테크노	A15 대진소방 	13,000	 2014.	12

부영 원주혁신	B-6 보성테크 	10,000	 2014.	12

중흥건설 천안프라디움레이크 삼영방재 	20,000	 2014.	12

부영 오창	5블럭 대라건설 	10,000	 2014.	12

부영 오창	8블럭 대라건설 	8,000	 2014.	12

부영 여수웅천	4블럭 직납 	7,000	 2014.	12

현대산업개발 인왕산2차아이파크 우노건설 	2,500	 2014.	12

반도건설 동탄2	A-38 대한이엔지 	17,000	 2014.	12

고려개발 구미봉곡	e-편한세상 삼아에코빌 	9,000	 2014.	12

고려개발 구미봉곡	e-편한세상 우정설비 	9,000	 2014.	12

한양 평택청북수자인 삼보건축설비 	10,000	 2014.	12

대우건설 김포풍무푸르지오 우정설비 	10,000	 2014.	12

현대산업개발 위례	C1-3BL 우양기건 	6,000	 2014.	12

현대산업개발 위례	C1-2BL 윤일건업 	7,000	 2014.	12

동원개발 미사강변	A22 건형설비 	12,000	 2014.	11

삼호 화명2차	e-편한세상 삼아에코빌 	6,000	 2014.	11

삼호 화명2차	e-편한세상 협우설비 	6,000	 2014.	11

모아종합건설 세종3-3	M3	 삼우소방 	18,000	 2014.	11

한양 세종	3-2	M5 건우기계설비 	10,000	 2014.	11

현대산업개발 대구월배2차 무경설비 	15,000	 2014.	11

부영 여수웅천	6-1블럭 직납 	14,000	 2014.	11

부영 여수웅천	6-2블럭 직납 	5,000	 2014.	11

부영 광주전남	B5블럭 직납 	14,000	 2014.	11

대우건설 경산	푸르지오 우정설비 	11,000	 2014.	11

삼환종합건설 양산서창사랑채 덕성건업 	15,000	 2014.	10

협성건설 대구월성휴포레 호성	E.C 	15,000	 2014.	10

인터불고건설 영천	망정코아루 삼화건업 	7,000	 2014.	10

우미건설 강릉	홍제동 건국소방 	9,000	 2014.	10

한신공영 강릉	홍제동 동양기계설비 	5,000	 2014.	10

대우건설 광교복합빌딩 김앤드이 	8,000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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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광교복합빌딩 성보	ENG 	8,000	 2014.	10

신세계건설 이마트	세종점 건형설비 	2,000	 2014.	10

코오롱글로벌 양덕코오롱하늘채 성일기계 	8,000	 2014.	10

GS건설 역삼	자이 김앤드이 	6,000	 2014.	10

KR	산업 LH공사	대구신서B5 삼화건업 	7,000	 2014.	09

현대산업개발 수원권선	5	B/L 아이콘트롤스 	8,000	 2014.	09

현대산업개발 수원권선	6	B/L 신일이엔씨 	6,000	 2014.	09

영무건설 충북진천	예다음1차 거승 	10,000	 2014.	09

부영 향남3블럭 지엘에스 	17,000	 2014.	09

KCC건설 경복대학교지성관 코원이엔씨 	3,000	 2014.	09

동문건설 김해	진영굿모닝힐 우정설비 	7,000	 2014.	09

서희건설 오목천동조합아파트 아이콘트롤스 	12,000	 2014.	09

현대산업개발 강릉	아산병원 무경설비 	5,000	 2014.	08

현해건설 LH공사전북혁신9블럭 진흥설비 	8,000	 2014.	08

대명건설 호평	대명루첸 우노건설 	16,000	 2014.	08

현대산업개발 광교복합의료센타 이을이엔에스 	2,000	 2014.	08

현대엔지니어링 울산화정현대엠코 무경설비 	10,000	 2014.	08

부영 원주혁신	B-7 보성테크 	14,000	 2014.	07

대우건설 송파위례그린파크 동양기계설비 	7,000	 2014.	07

대우건설 송파위례그린파크 엠케이지 	7,000	 2014.	07

현대건설 경포대호텔 무경설비 	3,000	 2014.	07

SK건설 인천도시철도209 창화이지텍 	2,000	 2014.	07

반도건설 동탄2	A-13 대한이엔지 	15,000	 2014.	07

양우건설 화성남양내안애 건형설비 	5,000	 2014.	07

부영 향남	3B/L 지엘에스 	12,000	 2014.	07

호반건설 부산	명지4블럭 진성산업 	9,000	 2014.	07

현대건설 경포대호텔 무경설비 	4,000	 2014.	06

서희건설 민락동스타힐스 건형설비 	4,000	 2014.	06

부영 전주	하가3B/L 성지기업 	16,000	 2014.	06

코오롱글로벌 전주효자동스카이 정도설비 	8,000	 2014.	06

효성 제주연동호텔 협우설비 	3,000	 2014.	06

대우건설 해운대푸르지오시티 건형설비 4,000 2014.06

우미건설 대구테크노폴리스A16 금호소방 12,000 2014.06

현대산업개발 부산명륜2차 아이콘트롤스 25,000 2014.06

대우건설 목동주상복합 삼호건영 5,000 2014.06

현대산업개발 송파아이파크 세진건설 10,000 2014.06

중흥건설 천안불당프라디움 금호소방 4,000 2014.06

현대엔지니어링 군산지곡2차 성보엔지니어링 6,000 2014.06

제일건설 군산경암 진흥설비 5,000 2014.06

금호 전북혁신	B15 진흥설비 8,000 2014.05

호반건설 순천	오천	A-1 진성산업 8,000 2014.05

고려개발 울산강변대림 우노건설 13,000 2014.05

현대엔지니어링 울산화정엠코타운 삼우설비 9,000 2014.05

신동아건설 천호동주상복합 우노건설 6,000 2014.05

두산건설 중앙대기숙사2차 건우이엔씨 4,000 2014.05

KCC건설 평촌스마트밸리 코원이엔씨 3,000 2014.05

대우건설 안산레이크푸르지오 명신기공 10,000 2014.05

대우건설 안산레이크푸르지오 대하공영 10,000 2014.05

포스코건설 더샵그린워크17,18차 건우이엔씨 17,000 2014.05

현대산업개발 별내2차아이파크 윤일건업 8,000 2014.05

현대산업개발 별내2차아이파크 덕신건업 8,000 2014.05

신세계건설 김해외동터미널 정도설비 4,000 2014.05

대우건설 해운대푸르지오시티 건형설비 4,000 2014.06

중흥건설 세종	1-1	M12 삼영방재산업 10,000 2014.04

대원 청주율량4차 공항시설관리 9,000 2014.04

한양 세종	1-2	M4 삼보건축설비 12,000 2014.04

롯데건설 용두동	캐슬 세기티엔씨 7,000 2014.04

반도건설 동탄2	A-18 대한이엔지 12,000 2014.04

한진중공업 수원	AK호텔 엠케이지 6,000 2014.04

대우건설 거제마린푸르지오 남경설비 14,000 2014.04

부영 향남	9	B/L 세림에코 8,000 2014.04

중흥건설 세종	1-1	M11 금호소방 8,000 2014.	03

롯데건설 춘천	온의동	캐슬 우진아이엔에스 7,000 2014.	03

롯데건설 춘천	온의동	캐슬 하이코리아 7,000 2014.	03

부영 향남	10	B/L 지엘에스 13,000 2014.	02

부영 향남	11	B/L 지엘에스 15,000 2014.	02

이수건설 LH공사	대구금호B-2 서령엔지니어링 7,000 2014.	02

이수건설 LH공사	대구금호B-3 화남이엔씨 7,000 2014.	02

대광건설 순천상삼로제비앙 신아이엔지 5,000 2014.	01

대우건설 강남푸르지오시티1,2차 명신기공 6,000 2014.	01

포스코건설 강남	더샵라르고 삼우설비 4,000 2014.	01

현대산업개발 LH공사	창원자은 대한이엔지 8,000 2014.	01

현대산업개발 LH공사	창원자은 무경설비 8,000 2014.	01

STX건설 창원	무동 우노건설 15,000 2014.	01

동원개발 화명신도시2차 세운설비 6,000 2014.	01

협성건설 지사동	엘리시안 대한이엔지 15,000 2014.	01

대우건설 정자3차푸르지오시티 김앤드이 8,000 2013.	12

현대산업개발 포천연천국방부 건형설비 7,000 2013.	12

서희건설 전주서부 아이콘트롤스 7,000 2013.	12

대우건설 거제	마린푸르지오 남경설비 14,000 2013.	12

동일건설 부암동	아파트 대한이엔지 10,000 2013.	12

가화건설 정관가화만사성 남경설비 8,000 2013.	11

GS건설 이천	LG스포츠센타 창화이지텍 4,000 2013.	11

현대산업개발 포천연천국방부 삼우설비 9,000 2013.	11

동일건설 범일동	타워 대한이엔지 10,000 2013.	11

부영 부산	신호4,5블럭 대라건설 20,000 2013.	11

현대엠코 군산지곡엠코타운1차 성보엔지니어링 8,000 2013.	11

호반건설 세종시	1-1	L8 대진소방 9,000 2013	.10

현대산업개발 군산미장아이파크 아이콘트롤스 15,000 2013	.10

현대산업개발 LH공사	논산내동 대청이엔지 6,000 2013	.10

현대산업개발 LH공사	논산내동 세종이엔지 6,000 2013	.10

롯데건설 성수동지식산업센타 대영이엔디 4,000 2013.	09

롯데건설 대연동	3차 남경설비 9,000 2013.	09

대우건설 까치산	재건축 남경설비 6,000 2013.	09

대우건설 수유푸르지오시티 동양기계설비 5,000 2013.	09

대우건설 부천푸르지오시티 동양기계설비 5,000 2013.	09

부영 부산	신호2,3블럭 지엘에스 20,000 2013.	09

부영 오창7블럭 대라건설 10,000 2013.	08

삼정 금곡	삼정그린코아 대한이엔지 8,000 2013.	08

부영 오창7블럭 대라건설 10,000 2013.	08

태영건설 SH공사	세곡2단지 한산기연 10,000 2013.	08

호반건설 광교	C-1주상복합 진성산업 15,000 2013.	08

현대산업개발 천안	백석	아이파크 아이콘트롤스 20,000 2013.	08

보광건설 목포	용해 진성산업 8,000 2013.	08

EG건설 광주	선운 진성산업 8,000 2013.	08

현대산업개발 대구	월배	아이파크 아이콘트롤스 15,000 2013.	08

삼정건설 명지	삼정그린 대한이엔지 8,000 2013.	08

한라건설 한라그룹연수원 윤일건업 5,000 2013.	08

금호건설 익산	신동아파트 세움테크원 10,000 2013.	07

이진종합건설 정관	이진캐스빌 삼아에코빌 7,000 2013.	07

포스코건설 송도그린워크1차 진화이엔씨 10,000 2013.	07

포스코건설 송도그린워크2차 한양이엔씨 10,000 2013.	07

극동건설 내포신도시 우노건설 8,000 2013.	07

극동건설 내포신도시 대한이엔지 8,000 2013.	07

반도건설 양산	4차 대한이엔지 9,000 2013.	07

동일건설 정관	동일3차 대한이엔지 15,000 2013.	07

현대산업개발 잠실	아이파크 세종이엔지 4,000 2013.	06

대명건설 LH공사	원주혁신 유인엔지니어링 5,000 2013.	06

코오롱글로벌 완주혁신	B-4BL 진성산업 6,000 2013.	06

호반건설 안동	옥동 진성산업 9,000 2013.	06

부영 오창6블럭 대라건설 15,000 2013.	05

협성건설 마산	진동 호성	E.C 6,000 2013.	05

벽산엔지니어링 금곡	벽산 유경엔지니어링 6,000 2013.	05

이수건설 광주	진월 동양기계설비 5,000 201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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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천안	백석 금호소방 5,000 2013.	05

서희건설 상암동	YTN사옥 진흥설비 5,000 2013.	04

동원개발 울산우정혁신2차 정진설비 6,000 2013.	04

티이씨건설 SH공사	마곡5단지 성보엔지니어링 6,000 2013.	04

삼성중공업 인덕원인텔리전트 엠케이지 15,000 2013.	04

이수건설 안동	브라운스톤 동양기계설비 5,000 2013.	04

현대산업개발 아산용화	아이파크 성보엔지니어링 6,000 2013.	03

현대산업개발 아산용화	아이파크 신일이엔씨 6,000 2013.	03

한진중공업 진주	초장아파트 대한이엔지 8,000 2013.	03

서해종합건설 용인	서해그랑블2차 삼오종합소방 10,000 2013.	03

한진중공업 LH공사	파주운정 동방전자산업 3,000 2013.	03

STX건설 진해	사원아파트 우정설비 8,000 2013.	02

쌍용건설 도렴동	도시환경정비 이엔디	ENG 5,000 2013.	02

서희건설 양주덕정 아이콘트롤스 14,000 2013.	02

경남기업 LH공사	군포당동 광장	EMC 6,000 2013.	02

대우건설 하남푸르지오시티 대하공영 4,000 2013.	02

현대산업개발 김해삼계구산 무경설비 9,000 2013.	01

현대산업개발 울산문수로2차 아이콘트롤스 18,000 2013.	01

현대산업개발 안산아이파크 윤일건업 6,000 2013.	01

한양 세종신도시	M8 건우기계설비 8,000 2013.	01

부영 광양시	광영동아파트 대라건설 5,000 2012.	12

KCC건설 판교	PDCC 대명기계 6,000 2012.	12

계룡건설 대전도안17-1 신일이엔씨 18,000 2012.	12

동원개발 부산	수영동 연우기술 6,000 2012.	12

쌍용건설 서초	사랑의교회 창화이지텍 5,000 2012.	12

포스코건설 대구	이시아폴리스3차 중앙이엔씨 10,000 2012.	11

한양 수원영통수자인 삼하기업 8,000 2012.	11

신원 광양마동신원아르시스 신성이엔지 3,000 2012.	11

이수건설 태화안동 동양기계설비 3,000 2012.	11

동원개발 울산	우정2-3BL 정진설비 4,000 2012.	11

대광건설 광양	대광로제비앙 신아이엔지 10,000 2012.	11

벽산엔지니어링 전주	송천동 삼아에코빌 5,000 2012.	10

한양 LH공사	청주율량 원산업개발 5,000 2012.	10

이진종합건설 김해구산1.2차 삼아에코빌 8,000 2012.	10

풍림산업 평택청북풍림 건우이엔씨 4,000 2012.	10

포스코건설 SH공사	천왕동 엠케이지 5,000 2012.	10

부영 남양주	도농재건축 대라건설 3,000 2012.	09

벽산엔지니어링 거제	상봉 삼아에코빌 5,000 2012.	09

동원개발 울산우정혁신1차 정진설비 5,000 2012.	09

GS건설 가산LG전자캠퍼스 우양기건 6,000 2012.	09

부영 동해	해안3블럭 보성테크 4,000 2012.	08

부영 제주부영아파트 대라건설 3,000 2012.	08

태영건설 김포상록아파트 정도설비 5,000 2012.	08

대우건설 LH공사	별내현장 우정설비 8,000 2012.	08

동광종합토건 여주썬밸리호텔 대라건설 5,000 2012.	08

태영건설 SH공사	신내3지구 우진아이엔에스 8,000 2012.	07

태영건설 SH공사	신내3지구 정도설비 8,000 2012.	07

태영건설 SH공사	신내3지구 광장EMC 8,000 2012.	07

대우건설 탄현재건축 명신기공 7,000 2012.	07

대우건설 시흥6차2단지 명신기공 10,000 2012.	07

반도건설 양산2차아파트 대한이엔지 7,000 2012.	06

부영 평택부영아파트 선이엔씨 6,000 2012.	06

부영 춘천부영아파트 선이엔씨 3,000 2012.	06

부영 평택부영아파트 보성테크 5,000 2012.	06

부영 제주부영아파트 성지기업 3,000 2012.	06

삼성중공업 흥덕IT밸리 엠케이지 10,000 2012.	06

현대엠코 상봉동엠코프리미엄 한산기연 5,000 2012.	06

부영 광주첨단아파트 대라건설 8,000 2012.	06

부영 진천아파트 대라건설 8,000 2012.	06

동원개발 부산정관2차 세운설비 10,000 2012.	05

동원개발 부산정관2차 건형설비 7,000 2012.	05

삼호 김해장유e-편한세상 삼아에코빌 12,000 2012.	05

대우건설 LH공사	수원광교 우정설비 7,000 2012.	04

SK건설 LH공사	수원광교 창화이지텍 7,000 2012.	04

GS건설 마포자이2차 세방TEC 6,000 2012.	04

동원개발 부산정관1차 세운설비 8,000 2012.	04

동원개발 부산정관1차 정진설비 6,000 2012.	04

GS건설 대구신천동자이아파트 무경설비 7,000 2012.	03

GS건설 대구신천동자이아파트 백산실업 5,000 2012.	03

한화건설 제주캐나다학교 신영 5,000 2012.	03

서희건설 판교실리콘파크 진호실업 3,000 2012.	03

삼성중공업 당산	오피스텔 정도설비 4,000 2012.	03

태영건설 광교데시앙루브 은빛엔지니어링 3,000 2012.	03

태영건설 마산지방청사 정도설비 5,000 2012.	03

신성건설 부산진주군인아파트 진우소방 2,000 2012.	02

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무역점 윤일건업 6,000 2012.	01

타임건설 안산인터플렉스공장 금성방재공업 4,000 2011.	12

동부건설 성수우리지역콜센타 세방TEC 4,000 2011.	11

대우건설 잠실푸르지오월드 명신기공 4,000 2011.	11

문영종합개발 신도림비즈트위트 문영	ENG 3,000 2011.	10

한화 수원~인천복선전철 진원기공 2,000 2011.	10

이수건설 안양육군관사 동양기계설비 5,000 2011.	10

대우건설 송도I타워 윤창기공 10,000 2011.	09

광원건설 청라딜라이트사옥 주복공영 3,000 2011.	09

황보종합건설 안중홈플러스 정도설비 1,500 2011.	08

한라건설 화성조암비발디 윈테크	이엔지 10,000 2011.	08

고려개발 화천병영시설 성원기건 2,000 2011.	08

GS건설 청주LS산전제1공장 우양기건 1,500 2011.	08

상미건설 세운철강 태성엔지니어링 1,000 2011.	07

벽산건설 경기이천대성학원 신우종합프랜트 1,000 2011.	07

울트라건설 신분당선삼릉역사 한산기연 2,000 2011.	07

CA건설 동래힘찬병원 태성엔지니어링 1,000 2011.	06

김해상공개발 경남장유오피스텔 가원이엔지 1,500 2011.	06

성보건설산업 춘천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일우엠이씨 2,000 2011.	06

SK건설 인천지하철706공구 금성방재공업 2,000 2011.	06

보미건설 증가선결교회 동연이앤씨 1,000 2011.	06

풍림산업 안산홈플러스 정도설비 2,000 2011.	06

부산교육청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대한화재소방공사 2,000 2011.	05

계룡건설 대구진천동리슈빌 대청엔지니어링 2,000 2011.	05

대우건설 부천소사푸르지오 명신기공 13,000 2011.	03

중흥건설 순천중흥S-클래스 삼영방재 6,000 2011.	03

벽산건설 포항하나로마트 신우종합프랜트 1,000 2011.	03

금성토건 부산회동동주상복합 정일엔지니어링 1,000 2011.	03

신대오종합건설 부산거제교회 유림기계설비 1,000 2011.	02

정림E&C 숭의여대 하나설비 1,500 2011.	02

신성개발 동해시신성개발 대명파이어텍 1,600 2010.	10

남흥건설 사상근린생활시설 유경기업 2,000 2010.	09

신도종합건설 포항신도브래뉴아파트 맥코이앤씨 11,000 2010.	08

서희건설 LH공사연기첫마을 창조이앤택 5,000 2010.	08

두산중공업 부천약대두산위브아파트 명신기공 18,000 2010.	08

증흥건설 한강신도시중흥클래스아파트 삼영방재 8,000 2010.	08

증흥건설 한강신도시중흥클래스아파트 금호소방 6,000 2010.	08

대우건설 청라지구푸르지오아파트 명신기공 9,000 2010.	09

한양 교하수자인아파트 우노건설 7,000 2010.	07

대우건설 양산부산대교수행정동 한산기연 3,000 2010.	06

세정건설 울산테라스파크 유경기업 800 2010.	06

이음종합건설 상주이원파크빌 남경설비 1,000 2010.	06

두산중공업 을지로업무시설 중원엔지니어링 6,000 2010.	05

두산중공업 을지로업무시설 세일ENS 8,000 2010.	05

두산중공업 사당동두산위브아파트 대유산업 11,000 2010.	05

세정건설 세정물류센터 성우설비 800 2010.	05

성무종합건설 국제식품 혜림이엔지 900 2010.	05

대우건설 거제장병숙소 우정설비 700 2010.	05

한화건설 한화데이터센타 남경설비 700 20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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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건설 센텀인텔리움 삼우공영 1,500 2010.	04

세정건설 부산대학병원 성우설비.광일테크 1,600 2010.	04

대우건설 판교푸르지오 명신기공 12,000 2010.	03

우미건설 김포한강신도시린아파트 가원전기 16,000 2010.	03

청구건설 남원청미래아파트 6,500 2010.	03

서희건설 대구신천주공아파트 한산기연 8,000 2010.	03

수근종합건설 거창수근에이스타운 유성방재산업 1,000 2010.	03

흥일종합건설 중동이룸타워 유성방재산업 3,000 2010.	03

협성개발 부산예술회관 용화전기 900 2010.	03

두산중공업 하남홈플러스 정도설비 2,200 2010.	02

서희건설 인천논현동오피스텔 창조이앤택 2,500 2010.	02

길민건설 민락동바다마루 유성방재산업 1,500 2010.	02

길민건설 동탄트라이엄프오피스텔 유성방재산업 2,000 2010.	02

서희건설 진해해군관사 창조이앤택 7,000 2010.	01

신동아건설 청라지구 청원엔지니어링 2,000 2010.	01

코오롱건설 뚝섬T-TOWER 성일기계 3,000 2010.	01

한부종합건설 LH공사익산함열 성우설비 6,000 2010.	01

대우건설 연수동주상복합 명신기공 13,000 2010.	01

벽산건설 고척벽산아파트 한산기연 13,000 2010.	01

대한건설 과천종합복지관 서령엔지니어링 1,500 2009.	12

동일건설 동일하이빌하월곡주상 정도설비 2,000 2009.	12

태평양건설 화성사회복지관 정도설비 1,200 2009.	12

한화건설 LH공사오산세교 한산기연 12,000 2009.	11

현대엠코 고양터미널 한산기연 14,000 2009.	10

현대엠코 현대자동차사옥 한산기연 8,000 2009.	10

한울종합건설 남서울교회 건창이엔지 1,200 2009.	09

동일건설 중앙대기숙사 정도설비 2,000 2009.	09

태평양건설 태평양물산IT빌딩 명신기공 5,000 2009.	09

현대산업개발 서울대기숙사 진호실업 7,000 2009.	09

한울종합건설 가평작은예수회 건창이엔지 1,000 2009.	08

GS건설 구미LIG넥스원아파트 한산기연 1,000 2009.	08

동일건설 수지동일하이빌 영풍진흥기업 1,200 2009.	08

고려개발 삼평프라자 한산기연 1,500 2009.	08

한울종합건설 효성중앙교회 건창이엔지 1,000 2009.	08

KCC건설 한국루터회관 삼중테크 2,800 2009.	08

성지건설 서부노인요양병원 창득설비 1,300 2009.	08

쌍용건설 신내서울의료원 정도설비 7,000 2009.	07

대륭종합건설 대륭테크노타운15차 용원기계설비 1,100 2009.	07

신용보증기금 남해연수원 세성엔지니어링 600 2009.	07

라온건설 라온팰리스 건형설비 2,300 2009.	06

고려개발 가산디지탈엠파이어 우노건설 5,000 2009.	06

서희건설 창원양곡교회 대우건설설비 1,000 2009.	06

대우건설 인천논현홈플러스 명신기공 800 2009.	06

남흥건설 중동이룸타워 유성방재산업 1,000 2009.	06

동양건설산업 김포동양파라곤APT 대영이앤디 1,300 2009.	06

세정건설 목화예식장 성우설비 500 2009.	05

진공종합건설 김해공항개축 미래에스티 800 2009.	05

중앙건설 포항중앙하이츠 정성기계설비 3,500 2009.	04

대우건설 길동푸르지오 서일MEC 2,000 2009.	04

벽산건설 문래동벽산디지털밸리 한산기연 3,500 2009.	04

길민건설 부전동메디컬센타 유성방재산업 1,200 2009.	04

혜천건설 백마역사 대성소방 600 2009.	04

중흥건설 진주금산즌흥W파크 강한이엔씨 1,000 2009.	03

대우건설 효창동푸르지오 명신기공 3,300 2009.	03

동일건설 동백동일오피스텔 정도설비 2,800 2009.	02

STX건설 창원STX오션타워 한산기연 6,000 2009.	02

동훈건설 봉선동더쉴아파트 금강이앤지 2,000 2009.	02

남광토건 인천계양 삼중테크 1,300 2009.	02

고려개발 평촌e-편한세상 청보엔지니어링 3,500 2009.	02

흥일종합건설 덕천메디칼 유성방재산업 800 2009.	02

롯데건설 오산자원봉사센터 원화이엔씨 600 2009.	02

벽산건설 벽산구로디지탈밸리7차 한산기연 4,000 2009.	01

동일건설 분당구미동일하이빌 정도설비 3,000 2009.	01

삼화건설사 전주삼화빌딩 유성방재산업 1,500 2009.	01

동신종합건설 정관이고등학교 남경설비 600 2009.	01

코오롱건설 반송지하철역사 유경엔지니어링 900 2009.	01

하이크라스건설 독산동근린생활 태건기계 500 2009.	01

(주)다연 인천송도프라자 동영건설 600 2009.	01

동영건설 송도근린생활시설 다연 1,000 2008.	12

중흥건설 청라클래식 삼영방재 4,500 2008.	12

월드건설 파주비발디 이앤디이앤지 7,000 2008.	12

중흥건설 양주클래식 삼영방재 6,000 2008.	11

세정건설 녹산근린생활시설 삼우공영 1,000 2008.	10

대우건설 철산푸르지오 명신기공 8,000 2008.	09

두산건설 광명하안두산위브 명신기공 8,000 2008.	09

태영건설 권선데시앙 네오빌드코리아 6,000 2008.	09

KCC건설 대구상인동 두진 2,400 2008.	06

남해군 이충무공영상 중앙소방 1,000 2008.	06

경남도 의령체육관 영진소방 1,000 2008.	06

한화건설 여의도매리츠증권 동우이에스씨 950 2008.	06

남흥건설 동성모터스 유경기업 500 2008.	06

청솔종합건설 제주상명대수련원 일진기업 280 2008.	05

성지종합건설 제주초원CC 일진기업 600 2008.	05

벽산건설 가산동디지털밸리 한산기연 6,000 2008.	05

창원시청 창원서부스포츠센터 동성전기 1,500 2008.	05

성림건설 강남웨딩프라자 동아소방 1,000 2008.	05

길민건설 새우리병원 유성방재산업 1,000 2008.	05

다우건설 부전동메디칼 유경ENG 800 2008.	05

길민건설 블루스퀘어 유성방재산업 1,700 2008.	05

동일 통도아쿠아 유경ENG 1,500 2008.	05

호반건설 춘천거두지구 신우산업 6,000 2008.	05

삼성중공업 제주The	Hotel 일진기업 800 2008.	04

하나종합건설 애월성당 일진기업 300 2008.	04

코오롱건설 울산파크폴리스 정도설비 6,000 2008.	04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명보설비 3,000 2008.	04

대경건설 경상대학생생활관 화신소방 1,200 2008.	04

순흥건설 하단미래여성병원 세종ENG 1,000 2008.	04

봉원사 카라스타백화점 케이엠공영 2,500 2008.	04

길민건설 디오오토갤러리 유성방재산업 1,000 2008.	04

남흥건설 프라임 남경설비 1,300 2008.	04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생생활관 건형설비 1,300 2008.	04

규림건설 충주대산학협력관 대유설비 4,000 2008.	03

SK건설 동래SK아파트 정진설비 3,900 2008.	03

한라건설 당진한라비발디 한산기연 4,000 2008.	02

남흥건설 브라이언빌딩 미래에프엔씨 1,200 2008.	02

세정건설 영도빌딩 성우설비 700 2008.	02

창조종합건설 삼성병원 유경ENG 700 2008.	02

벽산건설 창신초등학교 삼아설비 650 2008.	01

대우건설 울산대우프라자 대정기업 630 2008.	01

남흥건설 센텀코어 유경기업 1,000 2007.	12

오구종합건설 세연빌딩 태양종합설비 1,000 2007.	12

길민건설 센텀필 유성방재산업 1,500 2007.	12

남흥건설 센텀메디칼 유경기업 1,000 2007.	11

월드건설 등촌동오피스텔 대성기계설비 1,500 2007.	10

오구종합건설 정우빌딩 태양종합설비 1,200 2007.	10

세영종합건설 김해세영아파트 유진엔지니어링 6,000 2007.	09

진주교육청 가좌중학교 남경설비 500 2007.	09

길민건설 센텀-Q 유성방재산업 1,500 2007.	08

유성종합건설 제주테디밸리CC 일진기업 3,000 2007.	08

삼성건설 대구범어레미안 진호실업 3,000 2007.	07

대우건설 아산푸르지오 세신기연 800 2007.	07

롯데건설 강동롯데캐슬 금성산업개발 7,000 20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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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동탄아파트 명신기공 1,500 2007.	05

제동종합건설 나비박물관 일진기업 800 2007.	05

세정건설 남일대리조트 삼우공영 1,200 2007.	05

거제교육청 삼용초등학교 남경설비 600 2007.	05

대우건설 제주4.3사료관 일진기업 1,000 2007.	06

대우건설 잠실2단지푸르지오 명신기공 2,600 2007.	04

우방건설 잠실2단지유쉘 한산기연 2,600 2007.	04

동원이엔씨 고려대리더쉽센터 보성건업 300 2007.	04

대명건설 양양호텔 성운기공 4,000 2007.	03

일성건설 무창포비체팰리스 대진소방 1,000 2007.	03

진경종합건설 진해연세병원 기야소방 500 2007.	02

대림산업 정선콘도 한산기연 4,000 2007.	01

계룡건설 예산리슈빌 한밭건설 6,000 2007.	01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컨벤션 신화전자 2,000 2007.	01

삼성중공업 유성연구소 신일이엔씨 800 2007.	01

우신종건 해운대골든메르시아 우신종건 1,000 2007.	01

극동산업 협성사옥 협성종건 1,000 2007.	01

이정종합건설 엄궁주상복합빌딩 경진방재 1,000 2007.	01

삼성건설 포천홈플러스 보고이엔씨 2,000 2006.	12

대우건설 제주4.3사료관 일진기업 1,500 2006.	12

삼환기업 안산서울예술대학 동제건설 1,800 2006.	12

세광종건 라헨르클래식호텔 일진기업 2,000 2006.	12

신광건설 동광성당 일진기업 400 2006.	10

포스코건설 해운대센텀스타 오리엔트 4,500 2006.	10

GS건설 송도모델하우스 신우방재 650 2006.	09

금호건설 제주금호2차콘도 일진기업 3,500 2006.	09

삼성ENG 녹산농심공장사옥 우리소방 1,000 2006.	09

롯데건설 익산E-MART 한산기연 2,000 2006.	08

이수건설 상도브라운스톤 명신기공 1,000 2006.	08

임호건설 싸이츠러스씨씨 일진기업 1,000 2006.	08

삼성건설 부산녹산농심 휴먼테크 2,000 2006.	08

GS건설 대림자이아파트 한산기연 4,000 2006.	07

이수건설 서초브라운스톤 명신기공 3,000 2006.	07

대주건설 남양주대주아파트 금석기연 1,500 2006.	07

영진건설 서연빌딩 광진소방 1,000 2006.	07

롯데건설 덕산스파캐슬 한산기연 4,500 2006.	06

대우자판 해운대중동이안 성일기계 1,500 2006.	06

새미래건설 진해메디칼센타 대정기업 2,000 2006.	06

고산건설 수원외국인학교 세영이엔지 1,000 2006.	05

경남기업 일산주공아파트 보고이엔씨 1,600 2006.	05

신일건설 거제영진아파트 태경 1,500 2006.	05

영진건설 울산모델하우스 주광기업 600 2006.	05

대우건설 부산디자인센타 한산기연 2,500 2006.	04

세정건설 부산장림쇼핑센타 성우설비 1,500 2006.	04

롯데백화점 서면롯데쇼핑 창조소방 2,000 2006.	04

동원건설 해운대온천센타 삼연ENG 2,000 2006.	04

대우건설 양동재개발 명신기공 6,000 2006.	03

대덕건설 평내오피스텔 원창종합 2,700 2005.	12

우미건설 대전우미아파트 삼하전력 1,600 2005.	12

영주건설 플러스죤 금석기연 2,500 2005.	12

동부건설 덕소동부쎈트레빌 창화기공 2,000 2005.	11

대우건설 대전군수사령부 한산기연 6,000 2005.	10

세종건설 문현동아파트 효림전자 2,500 2005.	09

대우건설 방배동슈페리움 명신기공 6,000 2005.	08

한화건설 경주한화콘도 화인메컨 4,500 2005.	04

반도건설 다대포오피스텔 유경기업 3,000 2005.	02

태남건설 시화메가폴리스 삼중테크 8,500 2004.	12

신동아건설 양평동주상복합 성우ENG 800 2004.	12

궁전종건 궁전아파트 세건이앤지 1,200 2004.	12

울트라건설 상암동오피스텔 성덕ENC 4,500 2004.	11

보성종합건설 충북지방경찰청 건형설비 1,500 2004.	11

제일종합건설 남서울대정보관 진흥설비 1,800 2004.	11

영동건설 혼다신시장 유경기업 800 2004.	11

삼전건설 온천동인파시프라자 명보설비 2,000 2004.	11

아남종합건설 김해경전철정비창 신광산업 2,000 2004.	11

(주)삼전 삼전아이필하모니 원진설비 700 2004.	11

롯데건설 성남롯데선텍씨티2 거산기건 5,500 2004.	10

신성건설 여의도KBS별관 성일기계 500 2004.	10

해중종합건설 김포데이데이오피스 현대엠이씨 2,500 2004.	10

대보건설 지하철망미역사 씨플러스 1,500 2004.	10

솔뫼종합건설 광주봉선솔뫼아파트 호성ENG 2,000 2004.	10

창우건설 불루빌 정호기공 900 2004.	10

동성산업 부산시빙상경기장 삼우공영 1,000 2004.	10

동산종건 세일유치원 유성방재 800 2004.	10

청산종건 코오롱그랜드쇼핑 태영설비 700 2004.	10

라인건설 성남밀란체원 대우건설설비 1,000 2004.	10

롯데건설 진해롯데마트 삼우공영 3,000 2004.	09

요진산업 일산원스턴파크 유한ENG 4,500 2004.	09

삼성중공업 삼성콜센타광주 흥한개발 1,000 2004.	09

남양건설 덕소주공 성운기공 4,000 2004.	09

롯데건설 사상터미널증축 세안ENG 1,500 2004.	09

보은종합건설 위즈빌딩 유성방재 1,000 2004.	09

현호종건 그린피아 유성방재 1,200 2004.	09

한호종건 신호프라자 태영설비 1,000 2004.	09

성원종건 성원아파트 세건이앤지 1,200 2004.	08

현대건설 광화문오피시아 신영건설 4,000 2004.	08

벽산건설 감전동벽산오피스텔 삼아설비 7,000 2004.	08

삼협건설 안락주공아파트 유성종합설비 1,500 2004.	08

에이원건설 명일동심포니 광장공영 500 2004.	08

에이원건설 성내동심포니 광장공영 500 2004.	08

두산건설 당산동두산아파트 대경ENG 500 2004.	08

청우건설 모아빌딩 유성방재 1,300 2004.	08

고려종건 트원빌딩 대양이앤씨 1,300 2004.	08

한웅건설 한웅스포츠타운 삼협이앤지 1,200 2004.	07

대우건설 안산오피스텔 명신기공 3,000 2004.	07

삼부토건 독산동오피스텔 홍익이앤지 1,500 2004.	07

SK건설 서초SK허브 창화기공 3,000 2004.	06

행림건설 안동대동병원 직납 2,000 2004.	06

라온건설 제주라온골프클럽 건형설비 1,000 2004.	06

남흥건설 동아빌딩 남경설비 1,000 2004.	06

이수건설 중림동브라운스톤 명신기공 8,000 2004.	05

현대산업개발 서울대제3식당 한산기연 2,000 2004.	05

동양CDC건설 의정부오피스텔 보성공무 2,500 2004.	05

새미래건설 장유트윈스빌딩 대정기업 1,000 2004.	05

LG건설 고양LG마트 LG기공 1,500 2004.	05

길민건설 청림타워 유성방재 1,500 2004.	05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본점 세보MEC 5,000 2004.	04

롯데건설 롯데백화점명동 MJ이엔씨 3,500 2004.	04

신동아건설 안중주공아파트 윤성기업 1,100 2004.	04

신원종합건설 유토피아 도경ENG 600 2004.	04

성지건설 삼덕동양콘도 일진기업 2,000 2004.	04

삼한건설 우현그랜드호텔 일진기업 2,000 2004.	04

보덕건설 김해삼방스포츠센타 동아ENG 700 2004.	04

예원종합건설 세한센스빌 영원기공 900 2004.	04

길민건설 레알빌딩 유성방재 1,000 2004.	04

동부건설 부산경마장 한산기연 2,500 2004.	03

한화건설 연제우체국 한산기연 2,500 2004.	03

SK건설 을지로SK빌딩 세보MEC 3,000 2004.	03

벽산건설 안산벽산아파트 한산기연 700 2004.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