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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례

1구 클립 110×120mm

진성 전용

1구 클립 110×120mm

대교 전용

조적써포트

3구 중심

2구 중심

1구 편심

2구 편심

1구 중심

1구 클립
(진성 전용)

1구 클립
(대교 전용)

스위치 전용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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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중심 110×120mm

1구 편심 110×140mm

2구 중심 110×250mm

2구 편심 110×280mm

3구 중심 110×420mm

S/W전용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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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써포트

◼시공 사례

연결소켓연결대

상부 보호박킹

◼시공 사례

50 100 200 450mm

조립 예

65×65mm 5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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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조정지지대

2구 고정대 간격 주문 생산

매입용 고정대 주문 생산

각산볼트
(찍힘 및 이물질에 강함)

볼트 회전 방지 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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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보강철물(C-TYPE)

ㄷ 자형

기본형 2/1

기본형 반대기본형

ㄷ 자형 반대

기본형 2/1 반대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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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형 주름

주문형(주문 생산) IM-101

주문형(주문 생산) IM-103

ㅡ 형 평

주문형(주문 생산) IM-102

주문형(주문 생산) I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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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보강철물(B-TYPE) / ALC 시공바

ALC 블록시공바 83.5 MM
300MM , 450MM , 600MM

(일반기구 간격)

ALC 블록시공바 60 MM
300MM , 450MM , 600MM

(유럽형기구 간격)

싱글바
300MM , 450MM , 600MM

83.5mm

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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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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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스

풀박스 연결박스 IM-201

풀박스 연결박스 IM-203

소화전 연결박스 IM-205

풀박스 연결박스 IM-202

풀박스 연결박스 IM-204

소화전 연결박스 IM-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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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함 연결박스 연결박스

세대분전반 연결대

통합세대분전함 연결대

70~140mm 조절 가능

70~140mm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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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박스, 주문형박스

풀박스 IM-303

KS인증 규격 생산

풀박스 IM-301

주문 타공

풀박스 IM-304

주문 타공

풀박스(주문형) IM-305

주문 생산

풀박스(주문형) IM-307

주문 생산

풀박스 IM-302

주문 타공

풀박스(주문형) IM-306

주문 생산

풀박스(주문형) IM-308

주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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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박스  KS 표준 규격

◼소형 풀박스

◼대형 풀박스

◼중형 풀박스

A B H C

100 100 50

50100 100 75

100 100 100

150 150 100
75

150 150 150

200 200 100

100200 200 150

200 200 200

250 250 100

125
250 250 150

250 250 200

250 250 250

A B H C

300 300 100

150
300 300 200

300 300 250

300 300 300

400 400 100

250

400 400 150

400 400 200

400 400 300

400 400 400

A B H C

500 500 200

175500 500 300

500 500 400

600 600 200

225600 600 300

600 6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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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첩일체형슬리브

접지본딩

경첩일체형슬리브

슬리브 고정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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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슬리브 IM-401

입상슬리브 IM-403

입상슬리브 IM-405

입상슬리브 IM-407 가로등슬리브(주문품) IM-408

벽체슬리브 IM-402

입상슬리브(통신) IM-404

입상슬리브 IM-406

입상슬리브, 벽체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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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류

풀박스커버(타공) IM-501

풀박스커버(타공) IM-503 접지단자함(커버)/1P IM-504

STS 304 260×360 mm

접지단자함(커버)/공용 IM-506

STS 304 355×495 mm

풀박스커버(주문품) IM-502

접지단자함(커버)/3P IM-505

STS 304 365×36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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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커버(2개용) 평커버(8각)

접지단자함(커버)/1P IM-507

분체 도장 260×360 mm

접지단자함(커버) IM-509 접지단자함(커버) IM-510

접지단자함(커버)/3P IM-508

분체 도장 365×365 mm

평커버(1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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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싱글 지지대 모타 배관지지대 A-type

ㄷ자 형강 type 50×100×6T

박스 지지대 월패드 경량 지지대

모타 배관지지대 B-type

ㄱ 자 앵글 type 50×50×6T

모타 배관지지대 A-type

ㄷ자 형강  주문형    50×100×6T

모타 배관지지대 C-type

ㄱ 자 앵글 type 50×50×6T

지지대 IM-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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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지지대 주문품

월패드 조적 지지대

녹방지
스페샤

지지대 IM-602

주문품

지지대 IM-603

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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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지지대 IM-608

주문품

지지대 IM-609

주문품

투사등 지지대 IM-604

주문품

지지대 IM-606

주문품

지지대 IM-605

주문품

지지대 IM-607

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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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박스 연결대 좌우 이동 가능

A-TYPE/연결대

철근대용품 Ø10 mm, 길이 : 주문 생산2개용 연결대 좌우 이동 가능

S/W 1개용 연결대 좌우 이동 가능

생산 규격 : 300, 400, 500, 600, 700 mm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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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실외콘센트 함(주문품)

커버(주문품)

가로등 함

핸드홀(주문품) 월패드 스틸커버

전기박스보강철물(크렉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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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KS) U 볼트 (주문품)

반새들(KS)

경량보강철물브라켓 (주문품)
STS 304

브라켓 (주문품)
STS 304

새들(KS)

단자대

전기박스보강철물(크렉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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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생산 라인

▲ 생산현장 전경

▲ 경량보강철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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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써포트 생산전경

▲ 동력배관지지대 생산전경▲ 고압박스 생산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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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생산 라인

▲ 통합분전반 지지대 생산라인

▲ 풀박스 슬리브 생산라인



승인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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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원  서

◼ 수    신 :

◼ 공사명 :

귀사의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폐사는 귀사의 상기 공사에 참여하고자 승인원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신 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이  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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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 보유현황

번호 설비번호 설비명 규격 제작처명 설치년월

1 IT-M-01 레이저절단기 1KW DNE 2018년 07월

2 IT-M-02 레이저절단기 2KW DNE 2020년 05월

3 IT-M-03 프레스 110TON 화일프레스 2019년 02월

4 IT-M-04 프레스 80TON 화일프레스 2019년 02월

5 IT-M-05 프레스 80TON 화일프레스 2019년 05월

6 IT-M-06 프레스 80TON 삼호프레스 2017년 11월

7 IT-M-07 프레스 35TON 화일프레스 2019년 07월

8 IT-M-08 프레스 5TON 현대기전 2018년 08월

9 IT-M-09 프레스 5TON 현대기전 2018년 08월

10 IT-M-10 리벳팅기계 1.5TON 동진 2018년 08월

11 IT-M-11 리벳팅기계 6TON HAIGEI 2019년 11월

12 IT-M-12 탭핑기 23mm SMC 2017년 11월

13 IT-M-13 탭핑기 12mm S&T 2019년 11월

14 IT-M-14 탭핑기 19mm 용수 2017년 11월

15 IT-M-15 밴딩톱기계 450mm 델타 2017년 11월

16 IT-M-16 레벨러 피더 1KW 경인엔지니어링 2019년 03월

17 IT-M-17 프라즈마절단기 80P 동주용접기 2019년 03월

18 IT-M-18 CO2용접기 350A 한흥전기 2017년 11월

19 IT-M-19 CO2용접기 350A 동주용접기 2019년 05월

20 IT-M-20 용접기 200A 동주용접기 2017년 11월

21 IT-M-21 인버터용접기 350A 동아인버터 2017년 11월

22 IT-M-22 밴딩기 7A ㈜한국포장기계 2019년 01월

23 IT-M-23 반자동밴딩기 5A ㈜한국포장기계 2019년 01월

24 IT-M-24 천정크레인 2.8TON 삼성 2018년 07월

25 IT-M-25 천정크레인 2.8TON 삼성 2018년 07월

26 IT-M-26 지게차 2270KG 두산 2017년 11월

27 IT-M-27 컴프레서 30HP 한신 2018년 02월

2022년  10월  31일

위와 같이 제조(가공)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슴을 확인합니다.



52

납품 실적

시 공 사 현 장 명 품   목 규   격

(주)삼진일렉스 부산 동래 래미안 IPARK 풀박스1.6T/분체 300*300*150

(주)부현전기 파주운정3지구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주)삼진일렉스 한양복합편의시설 모터지지대(C-TYPE) L1000

(주)삼진일렉스 현대대곡소사3지구 모터지지대(주문사양) L400*150

화성전기건설(주) 4단계 단기주차장 풀박스연결박스1.6T 100*100*54

(주)신보 포스코인천도화동 옥외콘센트함 2.0T*150*150*400

(주)유림 고양덕은지구자이 슬리브1.6T 300*100*180

삼언전공(주) 고덕자이 커버(주문사양) 1.0T*300*530

(주)미동이엔씨 거제 조적써포트 2650 mm

(주)신세계전기 호반인천영종하늘 상부단열재보호박킹 50*50

(주)삼진일렉스 금호광주상설시장 풀박스1.0T 200*200*150

(주)삼진일렉스 영종하늘도시 A8BL 운서SK 전산볼트 3/8/600mm절곡

(주)동승전기 동탄리슈빌 모터지지대(A-TYPE) L1000*150

(주)신보 금호남동오션타워지식산업센터 벽부형 브라켓 2.0T*1230*250

삼언전공(주) 대우인천테크노밸리 풀박스1.2T 300*150*150

종합전기(주) 광명푸르지오포레나 풀박스1.2T 150*150*100

삼언전공(주) 대전신흥SK 풀박스연결박스1.2T 300*300*35

동은엔지니어링(주) 십정2지구포스코 보강철물 GI 2.0T L330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커버(주문사양) 1.0T*320*320/강전,고무작업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커버(주문사양) 1.0T*220*220/약전,고무작업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커버(주문사양) 1.0T*295*170/계량기용,고무작업

삼언전공(주) 의정부탑석자이 풀박스2.0T/분체 300*800*500

기룡전기(주) 고덕강일13단지 풀박스커버1.2T/분체 200*200/타공

(주)삼진일렉스 SK평택역 모터지지대(주문사양) L1200*250

(주)세움테크윈 송도호반5차-2공구 조적써포트 2720 mm

삼언전공(주) 마곡 GS LG아트센터 풀박스1.2T 300*300*300

(주)삼진일렉스 SK진접선1공구 풀박스2.0T/융융 600*600*150(앵글보강)

(주)삼진일렉스 SK진접선1공구 풀박스2.0T/융융 600*600*450(앵글보강)

신신이앤씨(주) 현대신림강남아파트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대일전기산업(주) 신분당선연장 풀박스2.0T/융융 1050*700*400(내,외부앵글보강)

(주)동승전기 세종GS자이 풀박스1.6T 800*400*400

(주)창원기전 대림금빛그랑메종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중심)

서광전기통신공사(주) 봉담-송산고속도로(1공구) 커버(주문사양) 체크무늬3.2*600*600*60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봉담-송산고속도로(2공구) 커버(주문사양) 체크무늬3.2*600*600*600

(주)부현전기 우만한일베라체 B-TYPE/D 450 mm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U볼트,너트(아연도금) 12mm*40ø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U볼트,너트(아연도금) 9mm*20ø

(주)부현전기 서울아산병원 풀박스1.2T/분체 300*300*100

(합)보광전기 국방8연구동 풀박스1.2T/융융 600*500*400

(주)코콤 부산대연마루 홈넷박스1.2T 240*320*68(분체)

(주)동승전기 평택계룡리슈빌 모터지지대(B-TYPE) L1000*150

(주)하나전기 다산진건B-1 상부단열재보호박킹 50*50

(주)신보 엘지생활건강신축 모터지지대(A-TYPE) L1200

삼언전공(주) SK과천위버필드 풀박스커버1.2T 180*130

(주)삼진일렉스 신내 SK V1 센터 모터지지대(A-TYPE) L120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봉담-송산고속도로(1공구) 커버(주문사양) STS1.5T*200*200*손잡이

서광전기통신공사(주) 봉담-송산고속도로(2공구) 커버(주문사양) STS1.5T*200*200*손잡이

(주)동승전기 세종GS자이 풀박스1.6T/분체 1000*600*300

(주)터보테크시스템 세종시 LH 트레이연결박스2.0T 400*900*900(분체)

(주)미동이엔씨 남양주다산지금 조적연결대 300mm

(주)삼진일렉스 부산 동래 래미안 IPARK 모터지지대(A-TYPE) L1200

(주)신보 한화서울여성병원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40(편심)

화성전기건설(주) 4단계 단기주차장 전산볼트 3/8*100

종합전기(주)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풀박스1.2T 70*200*150/커버x

(주)삼진일렉스 한라속초조양동 풀박스1.6T/분체 1200*500*600

종합전기(주) 용인동천주상복합 조적연결대(스틸) 100mm*30*30

(합)보광전기 서한이다음 슬리브1.2T 400*150*170/커버O

(주)신보 한화서울여성병원 조적써포트 2600 mm

종합전기(주) 거제장평1단지 풀박스1.2T(STS304) 150*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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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터보테크시스템 세종시 LH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합)보광전기 나성초등현장 내진가대 500*410*200/분체

(주)신보 포스코대봉센트럴파크 B-TYPE/S 300 mm

(주)부현전기 학익2재개발현장 조적연결대 300mm

삼언전공(주) 은평SK 풀박스1.6T/분체 450*500*780

(주)삼진일렉스 영종하늘도시 A8BL 운서SK 전산볼트 3/8*600mm절곡

(주)코콤 부산서면데시앙 홈넷박스1.2T 240*320*80(분체)

(주)삼진일렉스 코오롱인천가좌동 모터지지대(A-TYPE) L1500

신신이앤씨(주) 요진용답동오피스텔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주)하나전기 당산동지식산업센터 조적써포트 3700 mm

(주)삼진일렉스 한라가산지식산업센터 풀박스1.0T 200*200*150

(주)동승전기 세종4-2코오롱 풀박스1.5T(STS304) 600*600*450

(주)부현전기 안양호계오피스텔 슬리브2.0T 400*150*150

(주)삼진일렉스 한양복합편의시설 모터지지대(C-TYPE) L1500

(주)부현전기 롯데여수웅천오피스텔 슬리브1.6T 1000*150*220

(주)동승전기 도안아이파크2단지 풀박스1.2T/분체 400*400*200

(주)삼진일렉스 대우영종하늘도시 풀박스1.0T 150*150*150

(주)동승전기 세종GS자이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주)삼진일렉스 고려개발진접3공구 풀박스1.0T 200*200*100

오무전력 합자회사 수성레이크-대구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주)동승전기 갑천3블럭1공구 분전반연결대1.2T 500*850*50

(주)신보 대림성남금광1구역 조적써포트 2530 mm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2차 연결박스1.2T 150*150*50(분체)

(주)하나전기 아현2구역 조적써포트 2540 mm

(주)하나전기 당산동지식산업센터 슬리브1.6T 400*200*150/커버O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2차 조적연결대 100mm

(자)동화 속초 교동 생활형 숙박시설 조적써포트 2650 mm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덕트 엘보 1.6T*700*300*폭300(강전용)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덕트 엘보 1.6T*700*300*폭300(약전용)

삼언전공(주) SK은평수색 풀박스1.6T/분체 600*400*150

화성전기건설(주) 인천공항 사각틀 400*400*3T

(주)신보 두산등촌동세림연립 조적써포트 2550 mm

삼언전공(주) SK수원매교역 조적써포트 2510 mm

(주)삼진일렉스 SK운서 전산볼트 3/8*600mm절곡

(주)부현전기 서울양원지구 ㄷ형강 L2000

(주)동승전기 사이언스콤플렉스4공구 철물(주문사양) 2.0T*350*350*800

(주)하나전기 아현2구역 슬리브2.0T 310*110*180

(주)신보 현엔포항현대차 모터지지대(A-TYPE) L1200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철물(주문사양) ㄴ앵글350*75*75*5T

경우전기(주) 화성동탄호반써밋 슬리브일체형1.6T 300*150*220

(주)삼진일렉스 롯데속초동명동 풀박스1.0T 300*300*150

삼언전공(주) 수원고등 철물(주문사양) STS2.0T*270*70*100

삼언전공(주) SK대전신흥동 풀박스2.3T 600*400*200

(주)신보 현산고척아이파크 조적써포트 2600 mm

(주)하나전기 당산동지식산업센터 조적써포트 3730 mm

(주)하나전기 당산동지식산업센터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40(편심)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 슬리브1.6T 400*150*200/커버X

삼언전공(주) 수지스카이 조적연결대 50mm

삼언전공(주) GS브라이튼여의도 슬리브1.6T 500*100*600/커버X(내부파이프보강)

(주)삼진일렉스 금호광주상설시장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주)용산전력 광주화정동아이파크 조적써포트 2700 mm

(주)신보 포스코송도AT센터 풀박스2.0T/융융 650*500*600

(주)신보 포스코송도AT센터 풀박스1.6T/분체 600*400*500

종합전기(주) 힐스테이트금정역 풀박스2.3T/융융 1000*1000*1200

(주)삼진일렉스 대우탕정지웰푸르지오 모터지지대(C-TYPE) L1500*400

(주)신보 포스코송도F20-1BL 풀박스1.2T 200*120*40

대일전기산업(주) 신림선경전철 풀박스1.6T 700*1000*500(ㄱ자보강)

(합)보광전기 프라임포레 풀박스1.6T/분체 80*200*210

삼언전공(주) 마곡 GS LG아트센터 철물(주문사양) 1.2T*2000*200

삼언전공(주) 마곡 GS LG아트센터 풀박스1.2T 300*300*150

(주)신보 SK하이이천 철물(주문사양) 3.2T*L700(분체)

(주)터보테크시스템 세종시 LH 철물(주문사양) ㄱ자1500*500

(주)터보테크시스템 세종시 LH 철물(주문사양) ㄱ자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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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엔지니어링(주) 십정포스코 보강철물 GI 2.0T L400

동은엔지니어링(주) 십정포스코 철물(주문사양) 2.0T*100*10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SK신흥동 커버(주문사양) 2.0T*250*150

(주)신보 CJ대한통운마곡C2-3 모터지지대(B-TYPE) L2000

(주)코콤 부산삼정그린코아 홈넷박스1.2T 340*320*95(분체)

(주)부현전기 광주오포물류센터 ㄱ형강 40*40*4T(5M*6)

(주)삼진일렉스 GS MFC여수 체크판커버 4.5T*750*785

(주)동승전기 대화동지식산업센터 모터지지대(B-TYPE) L1000*150

(주)동승전기 도마e편한세상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합)보광전기 수원고색 철물(주문사양) 3T*680*1270*150(분체)

(주)동승전기 세종4-2코오롱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주)세움테크윈 호반송도5차-1공구 분전반고정철물 2.0T*140*30*104

참조은정보통신(주) 서한이다음 풀박스1.2T 150*150*150(타공)

(주)동승전기 세종금강보행교 풀박스2.0T/융융 750*800*500

(주)동승전기 도마e편한세상 풀박스1.2T/분체 250*250*25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봉담-송산고속도로(1공구) 풀박스커버1.0T/STS 700*350

(주)동승전기 사이언스콤플렉스4공구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풀박스1.2T 105*105*50/타공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덕트 엘보 1.6T*500*300*폭300(약전용)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덕트 엘보 1.6T*890*300*폭300(약전용)

(주)삼진일렉스 거여동 롯데 커버(주문사양) 1.0T*295*170/계량기용

(주)삼진일렉스 GS MFC여수 파이프스텐션 L1500

(주)신보 대방파주운정1차 모터지지대(B-TYPE) L1200

(주)삼진일렉스 대우영종하늘도시 풀박스1.0T/분체 200*200*250

(주)코콤 부산부암동 홈넷박스1.2T 350*248*70(분체)

삼언전공(주) 대우둔촌주공 풀박스1.2T 100*200*200

(주)유림 순천한화포레나 슬리브1.6T 300*100*180

(주)하나전기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모터지지대(주문사양) 싱글*L600

(주)삼진일렉스 SK신내 풀박스1.0T 400*400*15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봉담-송산고속도로(1공구) 커버(주문사양) STS1.5T*810*510

삼언전공(주) 신탄진동일 풀박스2.0T 1500*900*800(내부앵글보강)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지지대 L700*150

(주)신보 포스코부평아파트 모터지지대(B-TYPE) L1000*200

서광종합개발(주) 과천지식정보타운 감지기박스지지대 640*120*1.6T

(주)동승전기 계룡푸르지오 풀박스커버1.2T 200*200/타공

(주)삼진일렉스 대우영종하늘도시 풀박스커버1.0T 110*110/타공

(주)코콤 태영건설-대구 홈넷박스1.2T 235*153*120

삼언전공(주) 대우수지스카이뷰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주)코콤 부산범일동 홈넷박스1.2T 350*248*65(분체)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슬리브일체형1.6T 300*100*180(포스맥)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 풀박스2.3T/분체 900*500*600(도어)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 풀박스2.3T/분체 600*600*600

(주)신세계전기 금강파주운정 조적써포트 2690 mm

(주)부현전기 여의도 오피스텔 슬리브1.6T 950*15*250

(주)삼진일렉스 강릉안인화력 철물(주문사양) 10T*300*300(융융)

(주)삼흥전력 부천일루미스테이트 조적써포트 2550 mm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커버1.0T 200*200/타공

(주)터보테크시스템 세종시 LH 풀박스1.6T/분체 600*400*300

(주)신보 포스코대구대봉 B-TYPE/S 300 mm

(주)동승전기 사이언스콤플렉스4공구 풀박스1.0T(STS304) 200*200*100

(주)동승전기 사이언스콤플렉스4공구 풀박스커버1.0T/STS 200*200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2차 슬리브1.6T 500*170*170

(주)코콤 우미개발청주동남2차 브라켓 1.6T 37.5*174.5

종합전기(주) 힐스테이트금정역 풀박스1.2T 200*200*150

(주)신보 포스코송도F20-1BL 모터지지대(A-TYPE) L2000

오무전력 합자회사 매교역2공구 풀박스1.6T/분체 650*550*500

오무전력 합자회사 매교역2공구 풀박스커버1.6T 250*250

(주)삼진일렉스 강릉안인화력 풀박스1.2T(STS304) 300*300*200

(주)삼영기업 신림선경전철 핸드홀 1300*450*570(정면커버우측)

(주)삼영기업 신림선경전철 핸드홀 1300*450*570(정면커버좌측)

(주)신보 삼성평택3기 보강철물(주문사양) 1구

(주)삼진일렉스 SK운서 모터지지대(A-TYPE) L1500

화성전기건설(주) 인천공항 트레이행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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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일렉스 판교제2테크노밸리 풀박스1.2T/분체 150*150*150

(주)삼진일렉스 대우영종하늘도시 철물(주문사양) 1.0T*200*1000(분체)

(주)홍진전기 화성남양뉴타운 슬리브1.6T 310*110*230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2차 조적써포트 2660 mm

(주)삼진일렉스 대림e편한부평그랑힐즈 풀박스1.2T 200*200*150

(주)동승전기 금강보행교 풀박스1.2T(STS304) 100*100*50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2.0T/분체 400*400*400

(주)하나전기 동탄장지동물류센터 슬리브1.6T 400*200*150(커버X)

삼언전공(주) 대우서산푸르지오 슬리브1.6T 300*110*210(포스맥)

삼언전공(주) 마곡 GS LG아트센터 모터지지대(주문사양) L150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함양창녕고속도로6공구 풀박스2.6T/융융 300*150*100

화성전기건설(주) 인천공항 지지대 L730

화성전기건설(주) 인천공항 풀박스1.2T(STS304) 300*250*150

대일전기산업(주) 파주운정3지구 A13블럭 풀박스1.6T/분체 1400*500*50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풀박스2.0T 1700*400*500(손잡이)

(유)서현기전 이지더원2차 철근바 700 mm

(주)삼진일렉스 롯데의정부가능동 풀박스1.6T 200*200*100(KS)

대일전기산업(주) 신림선경전철 풀박스1.6T 1000*600*500(내부ㄱ자보강)

(주)삼진일렉스 SK운서 블랭크박스2.0T 245*245*200(분체)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평택 풀박스1.5T(STS304) 1050*900*350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슬리브1.6T 200*200*160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슬리브커버1.2T 200*10

정안전기(주) 당진수청동 슬리브1.6T 900*200*190(커버X.내부앵글보강)

(주)삼진일렉스 대우영종하늘도시 풀박스1.0T/분체 100*100*50

삼언전공(주) 일산어반스카이 풀박스1.2T/분체 1600*600*280(RUNG설치)

(주)코콤 부산-고려통신 홈넷박스1.2T 340*320*95(분체)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모터지지대(주문사양) 싱글*L600

(주)신보 현대부천일루미스테이트 보강철물 GI 1.2T 70*120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슬리브1.6T 400*150*170(포스맥)

(주)신보 현대부천일루미스테이트 커버(주문사양) 1.2T*130*130

(주)삼진일렉스 SK철산주공7단지 모터지지대(A-TYPE) L1200

(주)삼진일렉스 SK진접선1공구 모터지지대(A-TYPE) L1500

(주)삼진일렉스 SK진접선1공구 덕트2.0T 3430*240*30*폭850(분체)

(주)삼진일렉스 SK운서 블랭크박스2.0T 445*245*200(분체)

(주)삼진일렉스 현산동래 풀박스1.6T/분체 600*600*400(상부오픈/하부커버)

(주)신보 포스코송도AT센터 B-TYPE/S 450 mm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슬리브일체형1.6T 300*100*180(포스맥)

(주)삼진일렉스 한라가산동지식산업센터 슬리브1.0T 500*170*250

(유)서현기전 양주옥정더파크빌리지 풀박스1.2T 300*300*150(커버X,타공)

(주)동승전기 중촌푸르지오 풀박스1.6T/융융 250*250*150

(주)코콤 대광이앤씨-당산동 홈넷박스1.2T 262*165*18

(주)동승전기 계룡푸르지오 풀박스커버1.0T 200*200

(주)하나전기 길음아파트 풀박스커버1.2T 200*20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풀박스커버1.2T/분체 300*30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철물(주문사양) ㄴ자100*200*폭80*6T(융융)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풀박스커버1.2T/분체 200*20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철물(주문사양) ㄴ자100*200*폭80*6T(융융)

신신이앤씨(주) 시흥월동신한헤센 조적써포트 2750 mm

(주)온세이엔씨 김포한강듀클래스 슬리브1.6T 1200*400*200

(주)삼진일렉스 코오롱수원곡반정 커버(주문사양) 1.6T*300*150

(주)미동이엔씨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40(편심)

대일전기산업(주) 매교역 푸르지오1공구 풀박스1.6T 500*500*600

(주)신보 포스코광주오포2차 커버(주문사양) STS2.0T*1600*400

(주)삼진일렉스 SK진접선1공구 풀박스1.6T/융융 800*800*300

삼언전공(주) 일산어반스카이 풀박스1.6T/융융 600*800*500

(주)부현전기 인천학익2 풀박스1.6T/융융 800*500*500

삼언전공(주) 신탄진동일 커버(주문사양) 2.0T*1890*320(분체)

(주)삼진일렉스 한양의정부고산C1 풀박스1.0T 150*150*100

정안전기(주) 당진수청동 슬리브1.6T 800*200*200

(주)삼진일렉스 SK신내 커버(주문사양) 1.6T*250*3000(분체)

삼언전공(주) 신탄진동일 풀박스커버1.2T(STS) 250*250

(자)동화 성남금광1구역 모터지지대(B-TYPE) L1200*50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ㄱ자앵글 100*100*폭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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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조적써포트 2600 mm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중심)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1.6T/분체 200*200*15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평택 철물(주문사양) 12T*1500*500

장한전산(주) 제일평택고덕A-41BL 조적써포트 2670 mm

삼언전공(주) GS브라이튼여의도 풀박스1.6T 300*300*200(포스맥)

종합전기(주)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풀박스1.2T 200*200*150

(주)삼진일렉스 한양의정부고산C4 풀박스1.2T 800*200*150

(주)삼진일렉스 판교제2테크노밸리 풀박스1.2T/분체 50*100*150(커버X)

삼언전공(주) 대림평촌e편한세상 모터지지대(주문사양) L650*200

삼언전공(주) 신탄진동일 모터지지대(주문사양) L2380

(주)코콤 부산대연마루 홈넷박스1.2T 240*320*73(분체)

(주)코콤 대주전력-종로 홈넷박스1.2T 236*170*70

(주)코콤 일산고양 홈넷박스1.2T 257*205*100

(주)하나전기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슬리브1.6T 350*150*160(포스맥,강전)

(주)코콤 GS김포구래 홈넷박스1.2T 238*167*20

(주)삼진일렉스 삼호관정신도림 모터지지대(B-TYPE) L120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슬리브1.2T 420*60*70(커버X)

(주)삼진일렉스 금호어울림-경산하양 풀박스1.6T/분체 400*400*400

(주)삼진일렉스 금호어울림-경산하양 U찬넬 21*42*1000(분체)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평택 지지대 ㄱ자*240*240*폭150*3T

경우전기(주) 시흥금강펜테리움 조적연결대 100mm

(주)부현전기 디에이치아이파크3공구 슬리브1.6T 500*100*200

(주)삼진일렉스 대우영종하늘도시 풀박스1.0T 110*110*50(삼각)

(주)신세기엔지니어링 호반대전용산1BL 조적써포트 2530 mm

대일전기산업(주) 평촌래미안푸르지오 보강철물 GI 1.2T ㄷ자*50*160*50*폭100

(주)삼진일렉스 금호어울림-경산하양 풀박스1.6T/분체 600*400*500

(주)신보 롯데여수GI계장공사 체크판커버 6T*800*800(융융)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철물(주문사양) ㄴ자100*160*폭80*6T(융융)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철물(주문사양) ㄴ자100*180*폭80*6T(융융)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철물(주문사양) ㄴ자100*270*폭75*6T(융융)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철물(주문사양) ㄴ자100*270*폭50*6T(융융)

(주)하나전기 위례자이더시티 슬리브1.6T 400*200*170(포스맥)

경우전기(주) 완주삼봉우미린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투광등 고정용 지그 2.3T*150*150(분체)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함마드릴스토퍼 30*5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MSDS 보관함 300*300*300(노랑)

(주)하나전기 세운3-1,4,5구역 조적써포트 3950 mm

(주)동승전기 금강보행교 새들 U자 32*35*45*1.0T

삼언전공(주) 대우인천테크노밸리 풀박스1.2T/분체 150*150*10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리지드 행거 베이스 6.0T*200*200

(자)동화 성남금광1구역 레이스웨이 지지용브라켓 6T*1006*250

(자)동화 성남금광1구역 ㄷ형강 6T*305*18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베이스 플레이트 16T*200*200*316L

(주)홍진전기 화성남양뉴타운 슬리브1.6T 310*110*230

(주)신보 현산둔춘주공 전선관지지대 300*100*200

(주)신보 현산둔춘주공 전선관지지대 300*100*390

(주)동승전기 사이언스콤플렉스4공구 풀박스1.2T(STS304) 200*200*100

(주)신세기엔지니어링 호반당진수청2 조적써포트 2530 mm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커버1.0T 200*200(타공)

삼언전공(주) 마곡 GS LG아트센터 레이스웨이 스테이션 3045*500(U찬넬)

삼언전공(주) 마곡 GS LG아트센터 레이스웨이 지지용브라켓 1000*700(타입1)

삼언전공(주) GS마곡사이언스파크 풀박스1.2T 100*150*150

삼언전공(주) 수원영통자이 커버(주문사양) 200*200(타공)

(주)온세이엔씨 청주탑동힐데스하임 조적써포트 2550 mm

삼언전공(주) GS마곡사이언스파크 공구함 600*600*1590

삼언전공(주) 일산어반스카이 커버(주문사양) 1.2T*200*200

(주)창원기전 대림성남금광1구역 조적연결대 300mm

(주)유림 KCC서광교-수원 슬리브1.2T 450*150*18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수직재 ㄷ형강 L425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수직재 ㄷ형강 L460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수직재 ㄷ형강 L495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행거 ㄷ형강 L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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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행거 ㄷ형강 L1050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리지드 행거 ㄷ형강 L1800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1.2T/분체 200*200*100

경우전기(주) 부천광한휴먼하임 슬리브1.6T 200*100*160(경첩일체형)

(주)하나전기 아현2구역 슬리브2.0T 310*110*180(인서트)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1350(75*75*6T)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1050(75*75*6T)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1450(75*75*6T)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1200(75*75*6T)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1500(75*75*6T)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900(75*75*6T)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kv ㄱ형강 L1250(75*75*6T)

경우전기(주) 완주삼봉우미린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슬리브1.6T 450*150*170

(주)신세기엔지니어링 호반대전용산1BL 풀박스1.2T 800*800*200

종합전기(주) 힐스테이트과천중앙 풀박스1.2T 200*200*200

(합)보광전기 계산동 풀박스1.2T(STS304) 300*300*15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MSDS 보관함 300*300*300*1.6(노란분체)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함마드릴스토퍼 30*50

삼언전공(주) 구리갈매IX타워 공구함 1000*600*800

(주)부현전기 안양호계동 접지단자함커버(주문사양) STS1.2T*230*230

삼언전공(주) 의정부탑석자이 접지단자함커버(주문사양) STS1.2T*520*260

(주)코콤 삼진일렉스-부평SK해모르 월패드커버/상부 1.0T*450*250

(주)양지 계룡대실지구 철물(주문사양) L자 3T*530*60(분체)

(합)보광전기 금산센터하임 풀박스1.6T/분체 600*600*60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1.6T/분체 560*700*350

(주)신보 두산등촌동세림연립 모터지지대(C-TYPE) L130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풀박스2.3T 800*800*600(양문형)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풀박스2.3T 1000*800*600(양문형)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풀박스2.3T 1300*800*600(양문형)

장한전산(주) 제일양주옥정 조적써포트 2550 mm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드럼자기보호대 275*300*130(분체)

(주)삼진일렉스 서남물재생센터 모터지지대(A-TYPE) L1200

(주)신보 포스코송도AT센터 모터지지대(B-TYPE) L2000

종합전기(주) 용인동천주상복합 풀박스1.2T 300*300*200

서광전기통신공사(주) 안성-구리고속도로10공구 풀박스2.6T/융융 100*100*100

(주)삼진일렉스 고려개발진접3공구 커버(주문사양) 1.2T*150*400

(주)하나전기 안성이현리냉동창고 슬리브1.6T 400*200*250

(주)하나전기 수원시청역복합시설 슬리브1.0T 400*150*200(커버X)

(주)양지 반정아이파크 조적써포트 2540 mm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풀박스(주문사양) 2.0T*1700*400*500(손잡이)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1.2T/분체 200*200*10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1.6T/분체 1000*700*450(적색)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풀박스(주문사양) 2.0T*1900*400*500

(자)동화 성남금광1구역 모터지지대(B-TYPE) L1200

(주)하나전기 대구빌리브스카이 슬리브1.6T 350*150*150(커버X)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케이블마킹툴 1.6T*100*40(300sq/185sq)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풀박스2.3T 1000*500*600(양문형)

(주)부현전기 시화MTV공동2블럭 풀박스1.6T/분체 900*300*200

(주)홍진전기 화성남양뉴타운 슬리브1.6T 310*110*230

(주)코콤 한라건설 종로숭인동 오피스텔 홈넷박스1.2T 236*170*70

삼언전공(주) GS DMC 리버시티자이 보강용 브라켓 1.6T*폭60*100

(주)하나전기 LG에너지솔루션오창공장 앵글브라켓 40*40*3T*L550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조적박스고정판넬(3구) 110*420(중심)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트레이 고정앵글 3.0T*120*170*폭100(융융)

(주)동승전기 도안아이파크2단지 풀박스커버1.2T/분체 200*200

(주)삼진일렉스 서남물재생센터 풀박스1.5T(STS304) 300*300*200

화성전기건설(주) 인천공항 박스(주문사양) 1.6T*180*180*115(커버,타공O)

(주)삼진일렉스 서남물재생센터 슬리브1.0T 500*170*250

(주)삼진일렉스 한라가산지식산업센터 풀박스1.0T 400*400*150(볼팅체결).

(주)삼진일렉스 한라가산지식산업센터 풀박스1.0T 400*400*200(볼팅체결)

(주)홍진전기 대구동인동액소디움 슬리브1.6T 300*210*100(포스맥)

(주)신보 현산평택고덕아이파크 모터지지대(B-TYPE) L1200*300(찬넬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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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일렉스 한라가산지식산업센터 풀박스1.6T/분체 1000*1000*1000(적색)

(주)동승전기 금강보행교 풀박스1.6T/융융 300*300*200

경우전기(주) 천안풍세한양수자인 슬리브1.6T 300*100*170(경첩형)

대일전기산업(주) 매교역 푸르지오1공구 소화전풀박스 1.6T*350*250*150(분체)

장한전산(주) 제일평택42BL 조적써포트 2670 mm

(주)부현전기 여의도메리츠부지오피스텔 슬리브1.6T 1000*150*230

(주)하나전기 당산동지식산업센터 배관지지대 L2500

일렉파워(주) 화성태안1차-우미린 배관지지대 2.0T* 400*80

삼언전공(주) GS DMC 리버시티자이 조적연결대 450mm

일렉파워(주) 화성태안1차-우미린 슬리브1.6T 300*100*170(포스맥,경첩형)

대일전기산업(주) 신분당선연장 풀박스1.2T 200*200*15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중심)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분전반고정틀 2570 mm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연결박스1.2T 400*400*150(커버O,분체)

(주)삼진일렉스 SK운서 커버(주문사양) 1.2T*300*160*150*폭500(분체)

화성전기건설(주) 인천공항 연결박스 1.6T*102*102*100(커버,타공O)

(주)하나전기 군산 덕트커버 1.6T*200*240(포스맥)

(주)삼진일렉스 삼호관정신도림 접지단자함커버(주문사양) STS1.2T*200*200

(주)하나전기 대구동인동액소디움 철물(주문사양) ㄴ자100*130*폭80*6T(융융)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사각와샤 0.5T*40*4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사각흑관 50*50*1.4T*L25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사각흑관 40*40*1.4T*L25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사각흑관 40*40*1.4T*L130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공구함 보호대 3.0T*240*240

(주)더이룸솔루션즈 가재울트루엘에코시티 슬리브1.6T 350*150*170

(주)삼진일렉스 포스코진접선제4공구 풀박스2.0T/융융 1000*500*400

(주)신보 포스코광양제철소 모터지지대(B-TYPE) L1200 W200

(주)신보 포스코삼양식품밀먕공장 싱글브라켓 L500

(주)유림 순천한화포레나 접지판 황동1.0T*350*30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인양함로프 L1500

삼언전공(주) 신세계 아쿠아펫랜드 슬리브1.6T 1000*400*250(커버X,내부앵글보강)

(주)부현전기 좌천,범일통합3지구 배관지지대 2.5T*L700*100*폭50

(주)부현전기 남양주312부대 조적박스고정판넬(3구) 110*420(중심)

(주)신보 현산둔춘주공아파트 전선관지지대 1.2T*300*100*390

대일전기산업(주) 신림선경전철 풀박스1.6T 1500*700*300(내부ㄱ앵글보강)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2차 덕트 엘보 2.3T*450*H100

(주)삼진일렉스 한라광양 풀박스1.6T/분체 650*600*300

(주)삼진일렉스 강릉안인화력 풀박스2.3T/융융 300*300*300

(주)삼진일렉스 금호어울림-경산하양 철물(주문사양) 3T*140*80 용융

(주)신보 두산등촌동세림연립 지지대 L900

(주)신보 두산등촌동세림연립 모터지지대(C-TYPE) W250*L1500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U볼트,너트(아연도금) 9mm*20A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U볼트,너트(아연도금) 9mm*80A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U볼트,너트(아연도금) 12mm*100A

(주)하나전기 인천루원시티2차 풀박스2.0T/분체 900*300*200

삼언전공(주) SK은평수색 접지단자함커버(주문사양) STS1.2T*300*300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주)코콤 중흥건설-부산덕포1동 지지대 1.6T*65*67*94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FAB3기 사각흑관 50*50*4T*L25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FAB3기 사각흑관 40*40*4T*L25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FAB3기 사각흑관 40*40*4T*L1300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FAB3기 공구함 보호대 3.0T*240*240

(주)유림 고양덕은지구자이 브라켓 1.0T*35*58

(주)유림 고양덕은지구자이 철근바 500 mm

(주)동승전기 금강보행교 풀박스2.0T 500*400*780

삼언전공(주) 은평SK 접지단자함커버(주문사양) STS1.2T*750*400

(주)신보 신세계아난티강남호텔 슬리브일체형1.6T 300*100*200(경첩)

(주)유림 순천한화포레나 조인트 2.0T*12*95

효진 주식회사 디에이치 퍼스티어-개포동 풀박스커버1.0T 200*200

(주)동승전기 세종GS자이 풀박스1.2T(STS304) 250*200*15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분전반고정틀 2490mm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슬리브일체형1.6T 300*100*180(포스맥)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풀박스1.2T/분체 300*3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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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현전기 부산범일동-두산위브 보강철물 GI 1.6T 40*120*200

(주)신보 태영과천지식정보타운 조적써포트 2530 mm

(주)하나전기 화성반월동 조적써포트 2540 mm

(주)하나전기 화성반월동 조적연결대 300mm

(주)부현전기 태영건설-공항로155부대 조적박스고정판넬(2구) 110*280(편심)

(주)부현전기 E편한세상-단양리버비스타 슬리브1.6T 400*150*200

(주)신보 신세계아난티강남호텔 슬리브일체형1.6T 300*100*200(경첩)

(주)하나전기 화성반월동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중심)

기룡전기(주) 고덕강일13단지 풀박스1.2T/분체 550*350*100(도어)

(주)동승전기 금강보행교 풀박스커버3.0T 350*550*300

(주)부현전기 우만한일베라체 풀박스커버1.6T 250*250(22타공)

(주)부현전기 코오롱글로벌-인천계양 조적박스고정판넬(3구) 110*420(중심)

삼언전공(주) 과천D테크 풀박스1.0T 200*200*100

(주)신보 현산둔촌주공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평택 투광등 고정용 지그 2.3T*분체

(주)신보 송도AT 커버(주문사양) 1.2T*300*200*250(분체/트레이)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철판가공 1200*1200*16T (SS400)

일렉파워(주) KCC강남역오피스 슬리브1.6T 400*150*180(커버O)

(주)부현전기 현대산업개발-개포동 슬리브일체형1.6T 300*100*200(경첩)

다남전기(주) 인천가좌동트우엘에코씨티 슬리브1.6T 350*150*170

(주)부현전기 쌍용건설-중구중림동오피스텔 슬리브1.6T 1000*150*230

(주)신세계전기 호반시화MTV공동3블럭 조적연결대 300mm

(주)신세계전기 호반시화MTV공동3블럭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삼언전공(주) 지식센터 펜타시티현장-과천 커버(주문사양) 3.0T*600*200*30

(주)하나전기 인천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슬리브2.0T 600*150*220

(주)하나전기 인천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슬리브커버1.2T 600*15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1.6T 200*200*100(ks)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전산볼트 3*8*420

(주)신보 포스코-송도 싱글브라켓 6.0T*70*20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커버1.6T 200*20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커버1.6T 1000*45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1.6T 1000*900*42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1.6T/분체 700*300*200

(주)삼진일렉스 운서SK-영종하늘신도시 풀박스연결박스1.2T 990*580*125(분체.커버X)

(주)삼진일렉스 운서SK-영종하늘신도시 풀박스1.2T/분체 250*250*1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모터지지대(B-TYPE) L1800

(주)삼진일렉스 대림e편한부평그랑힐즈 B-TYPE/D(ALC) 300 mm

(주)삼진일렉스 삼성ENG P3-154 ㄱ형러그(융융도금) 140*100*50*6T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ㄱ형러그(융융도금) 50*50*50*6T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평철 280*100*9T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트레이 이동 대차 2500*500*1000

(주)유림 고양덕은지구자이 C-TYPE(평철) 350 이하 260

(주)삼흥전력 부천일루미스테이트 배관지지대 75*75*800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보강철물 GI 1.0T 70*110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보강철물 GI 1.0T 30*70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연결박스1.0T 300*300*70(커버X)

(주)삼진일렉스 롯데의정부가능동 연결박스1.2T 200*200*85(커버X)

삼언전공(주) 대전신흥SK 접지단자함커버(주문사양) STS210*210

(주)하나전기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분전반고정틀 2550 mm (59A)

(주)하나전기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분전반고정틀 2550 mm (73A)

효진 주식회사 하남미사 지식산업센터 조적써포트 3800 mm

(주)신보 금호인천연료전지 ㄱ형강 50*50*5000*6T

(주)부현전기 두산건설-좌천범일 조적써포트 2550 mm

삼언전공(주) 신세계 아쿠아펫랜드 슬리브1.6T 700*200*150(커버X)

(주)삼진일렉스 삼성평택 FAB3기 공구함 보호대 2.5T*150*240(아연도금)

(주)동승전기 수리터널-안양 풀박스1.6T/융융 200*200*150*1.6T

(주)신보 인천공항4단계2여객터미널 배관지지대 챤넬

효진 주식회사 하남미사 지식산업센터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연결박스1.2T 210*210*5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슬리브일체형1.6T 300*100*180(강전/포스맥)

주식회사 한은씨앤씨 용산용사의집 ㄱ형강(50*50*4T) L 350 우

(주)신보 금호산업용사의집 ㄱ형강(50*50*4T) L 450

(주)신보 현산둔촌2공구 전선관지지대 L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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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전기통신공사(주) 천안하수처리장 풀박스(주문사양) 350*400*200*2.0T (STS304)

(주)신보 포스코화성동탄 B-TYPE/D(ALC) 300 mm

(주)유림 KCC서광교-수원 철근바 500 mm

서광종합개발(주) 호반써및 고양덕은 조적써포트 2520 mm

(주)삼진일렉스 한양의정부고산 풀박스1.2T 200*200*150

종합전기(주) 포항포레나공동주택1공구 풀박스1.2T 200*200*150

(주)삼진일렉스 코오롱판교-성남수정구 풀박스1.2T/분체 600*600*100

(주)삼진일렉스 삼성부산연지2구역 풀박스1.6T/분체 300*300*300

(주)동승전기 계룡푸르지오 풀박스1.2T/분체 300*300*200

(주)삼진일렉스 신세계빌리브헤리티 풀박스1.6T/분체 1008*598*140(커버X)

삼언전공(주) 개포현대산업개발 조적써포트 2680 mm

삼언전공(주) 개포현대산업개발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주)부현전기 세운6-3-4구역-인현동 조적써포트 2630 mm

(유)서현기전 양주옥정더파크빌리지 접지단자함 200*300*100(분체/커버X)

(주)신보 KT통합미디어센터-일산 ㄷ형강 6.5T*150*75*5m

효진 주식회사 디에이치 퍼스티어-개포동 조적연결대 300mm

대일전기산업(주) 매교역 푸르지오1공구 풀박스커버1.2T 250*250

(주)신보 현산평택고덕아이파크 모터지지대(B-TYPE) L1200*150

(주)코콤 동우건설-남양주 연결박스1.2T 262*171*140

(유)서현기전 양주옥정더파크빌리지 슬리브1.0T 250*150*240

삼언전공(주) 대우둔촌주공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40(편심)

주식회사 한은씨앤씨 평택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풀박스1.0T 350*150*100

삼언전공(주) 일산어반스카이-대림 풀박스1.2T 400*400*150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1.2T(STS304) 200*350*100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연결박스1.2T 210*210*50

(주)부현전기 검암푸르지오(한들) 조적써포트 2550 mm

(주)하나전기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풀박스1.6T(포스맥) 600*600*400

(자)동화 아이파크-수원매교 철물(주문사양) ㄴ자100*200*폭80*6T(융융)

일렉파워(주) 수원아이파크자이 트레이 이동 대차 1500*1300

(주)하나전기 세운3-1,4,5구역 조적연결대 450mm

삼언전공(주) 둔촌주공 조적써포트 2630 mm

삼언전공(주) 둔촌주공 조적박스고정판넬(2구) 110*280(편심)

서광종합개발(주) 고양덕은 조적연결대 300mm

삼언전공(주) 안양평촌 풀박스커버1.0T 200*200

(주)삼진일렉스 금호어울림-경산하양 풀박스1.6T/분체 150*150*100

(주)삼진일렉스 금호어울림-경산하양 풀박스1.6T/분체 300*300*150

삼언전공(주) 대우둔촌주공 슬리브2.3T 300*130*95

(주)삼진일렉스 부평SK해모로 트레이 고정앵글 3.0T*120*170*폭70 용융

참조은정보통신(주) 서한이다음 풀박스1.6T/분체 200*300*900

(주)신보 인천공항4단계2여객터미널 특고압케이블지지대 케이블크리트

(주)부현전기 인천성모병원 월패드/1.6T/평 480*430

(주)창원기전 현대둔촌힐스테이트 조적박스고정판넬(2구) 110*250(중심)

삼언전공(주) 서산 푸르지오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주)부현전기 E편한세상-단양리버비스타 슬리브2.3T 450*150*160(커버X)

(주)삼진일렉스 SK운서 풀박스1.0T/분체 300*100*20

(주)신보 대우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모터지지대(B-TYPE) L1200*500*200

(주)삼진일렉스 대우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모터지지대(B-TYPE) 6T*50*50*L1200/L500

(주)삼진일렉스 부산 동래 래미안 IPARK 커버(주문사양) 스위치커버 58*106 /분체

(주)삼진일렉스 부산 동래 래미안 IPARK 커버(주문사양) 사각박스커버 106*106 /분체

(주)코콤 한화건설-전북 지지대 250mm

(주)온세이엔씨 광양푸르지오 슬리브일체형1.6T 400*100*180(경첩/포스맥)

일렉파워(주) 화성태안1차-우미린 슬리브일체형1.6T 300*100*170(포스맥/경첩)

삼언전공(주) 구리갈매IX타워 조적써포트 1750 mm

(자)동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B-TYPE/D(ALC) 450 mm

효진 주식회사 하남미사 지식산업센터 조적써포트 3800 mm

(주)부현전기 검암푸르지오(한들) 조적써포트 2550 mm

(주)신보 KT일산통합미디어 풀박스커버1.0T 350*350

(주)신보 신세계아난티강남호텔 모터지지대(A-TYPE) 75*150*1200

(주)삼진일렉스 대림남양뉴타운 커버(주문사양) 휀박스 1.2T*400*400*200

삼언전공(주) 구리갈매IX타워 조적박스고정판넬(1구) 110*120(클립,진성)

(주)신보 현대부천일루미스테이트 배관지지대 75*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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