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명

코오롱 글로벌 행정중심복합도시 2-1BL

신동아건설 울산송정 및 울산남구 APT 1공구

일성건설 호텔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 신축공사

포스코 건설 ASM코리아 동탄공장

금호산업 인천연료전지

포스코ICT 염창동 청년행복주택 설치공사

구의 자이엘라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건대 자이엘라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한양산업개발 부산 두동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

한양산업개발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사업 중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

한양산업개발 광주 도척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동부제철 당진공장 3CGL COOLING TOWER ELEVATOR 제작 및 설치

동부제철 인천공장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설 개선 공사

에이스 광교타워 3차 신축공사 중 화물용 설치공사

에이스 양평동 3가 5-4번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화물용 엘리베이터 공사

에이스하이엔드타워영통 신축공사 중 화물용엘리베이터설치공사

에이스 가산포휴 신축공사 中 인,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에이스테세라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에이스 K1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화물용엘리베이터공사

에이스 디센터 1976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별내 신축공사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범계 신축공사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

구로 항동 에이스캠프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공사

에이스 삼성비지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공사

한진중공업 양산집단에너지시설 주기기구매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한진중공업 인천검단 AA-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승강기공사

한진중공업 KT&G 을지로타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카리프트 설치공사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신축공사 중 E/V공사

두산중공업 전주 휴비스 공장 승강기 공사

중부대학교 승강기 설치공사 (15대)

제일모직㈜ 전남 여천공장 승강기 공사

서브원 LGE 창원1공장 선진화프로젝트(엘리베이터설치공사/3)

삼양식품 원주공장 스낵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강릉 원주대학교 승강기 공사

보령 화력발전소 승강기 공사

김포고촌물류센터 승강기 공사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완제공장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오리온 익산공장 승강기 공사

화물용 올림푸스한국 K-Tec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화물용  가양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화물용 의왕 더리브 스마트밸리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화물용 KAEMS 정비 행거동 신축 공사 중 엘리베이터 

쿠팡 광주 냉장/냉동 물류창고 건설프로젝트 엘리베이터 (화물용, 수직반송기)

대전 유성구 복용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화물용 엘리베이터

김포공항 골프장 클럽하우스 승강기 공사

국군재정관리단 18--00관사 승강기 제조 설치

대성진달래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MRL 장애인용 4대 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회관 비상용승강기 성능개선공사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 승강기 공사

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승강기 공사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승강기 공사

전주시청 승강기공사

국사관 승강기 교체 공사

공덕역 외 33개역사 승강기 공사

성수역 외 15개역 승강기 공사

성수역 외 6개역 승강기 공사

국내공급실적_일반 건설업체 

일성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포스코ICT

자이S&D

자이S&D

한양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동부제철

동부제철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유창

두산중공업

동일토건

제일모직

서브원

삼양식품

원주대학교

국군재정관리단

보령화력본부

현대비앤스앤씨㈜

저스티스

포스코엔지니어링

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

공무원연금공단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부과천종합청사

대성진달래아파트

도원종합건설

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

㈜아이티에스건설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전주시청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발주처

코오롱글로벌(주)

신동아건설㈜

사양
15,17P/ 120M / 30STOP

15,17P / 120M / 4STOP

20P  / 90M / 11STOP

15P / 60M / 5STOP /5000KG / 30M / 3STOP , 5STOP

15P / 90M / 5STOP

17P / 60M / 4STOP

17P / 90M / 16STOP //             24P / 90M / 4STOP

장애인용 MRL 90m/min 24인승 11STOP/11F 2대

장애인용 MRL 120m/min 24인승 20STOP/27F 2대

비상용, 장애인용 MRL 120m/min 24인승 27STOP/28F 1대

장애인용 MRL 90m/min 17인승 3STOP/5F 1대

덤웨이터 3000KG 30m/min 2STOP 1대

승객용 MR 90m/min 16인승 4STOP 1대

화물용 MR 5TON 4STOP 4대

회물용 30m/min 5TON 3STOP

승객용  60m/min 15인승 5STOP

11P,15P / 90M / 4STOP

8P / 60M / 5STOP

8,10P / 60M / STOP

3000KG / 60M / 19STOP

3000KG / 60M / 21STOP

3000KG / 60M / 14STOP

P55 / 90M / 20STOP

2000KG / 105M / 17STOP

2500KG / 90M / 16STOP

비상,인화물용 MR 90m/min 61인승 13STOP 1대

화물용 MR 60m/min 4.5TON 10STOP 1대

3000KG / 60M / 15STOP

38P / 105M / 24STOP

5000KG / 60M / 13STOP

3000KG / 60M / 11STOP

15P / 90M / 4STOP

15.17P / 120M / 26STOP

3000KG /  20M / 6STOP

1200KG / 60M / 4STOP

3000KG / 60M / 5STOP

15P / 90M / 13STOP

30인승ㆍ2TONㆍ90m/min

30인승ㆍ10stop

승객용(장애인용)ㆍMRL,로프식ㆍ24인승ㆍ90m/minㆍ

24인승ㆍ10stop

화물용ㆍMRL,로프식ㆍ2TONㆍ60m/minㆍ7stop

화물용ㆍMRL,로프식ㆍ2TONㆍ60m/minㆍ4stop

2500KG / 30M / 6STOP,7STOP

1500KG / 45M, 30M / 5,2 STOP

3000KG / 45M / 16STOP

20P / 150M / 20STOP

150M

7P / 90M / 15,13STOP

15P / 90M / 15,14STOP

2500KG / 60M / 16STOP

2000KG / 60M / 7STOP

화물용 MR 30m/min 5000kg 5STOP 1대

수직반송기 1500kg 2대

3000KG / 60M / 8STOP

8P / 60M / 2STOP

120M



현장명

국내공급실적_일반 건설업체 
발주처 사양

합정역 외 5개역 승강기 공사

엘리베이터 제조(설치)_도곡역 및 구룡역

한국전력공사 사옥 승강기 설치공사

안양시청 승강기 공사

충남 천안 의료원 승강기 공사

뉴힐탑호텔 승강기 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판매동 승강기 공사 (15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본사 사옥 승강기 공사

국회도서관 승강기 공사

한국남동발전 독신자숙소 승강기 공사

동작경찰서 본관 승강기 공사

동대문소방서 승강기 공사

부산대학교병원 노후 승강기 (A동1~4호기, D동1호기 교체)

(가칭)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공사 관급자재[엘리베이터] 구입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대전법원종합청사

동부건설 수원 곡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기반 시설공사 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국회사무처

한국남동발전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안양시청

동작경찰서

동대문소방서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도시공사

㈜클럽옥타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화성도시공사

대법원 대전고등법원

동부건설

17P / 105M / 10STOP

30P / 90M / 6STOP 1대

76P / 30M / 6STOP 6대(2대 관통형)

46P / 30M / 6STOP 3대

15P / 60M / 4STOP 1대

13P / 90M / 4STOP 1대

30P / 90M / 6 STOP 3대
17P / 90M / 12STOP

승객용 900KG MR 60m/min 12인승 4STOP

승객용 2500KG MR 30m/min 33인승 3STOP

승객용 2500KG MR 30m/min 33인승 4STOP

승객용 900KG MR 60m/min 12인승 2STOP

1000KG / 90M / 6STOP

?

15P / 60M / 5STOP   

15P / 60M / 4STOP

13P,21P 60,90M, 4,11,12STOP

15P,17P / 9,10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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