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2023/01/10 

내 용: 조직도, 제품정보,시방서,납품현황,   

         특허사항,시험성적서,기타등록증 

         을 포함함. 

제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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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소 개 

◆ 회  사  명 : ㈜미 콘 

◆ 대표이사 : 김 시 진 

◆ 개  업 일 : 2017년 5월 12일 

◆ 업      태 : 제조업 

◆ 형      태 : 법 인 

◆ 공      장 : 총 1500평 부지 600평 제조시설 보유(자가시설)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로 232번길86 

◆ 생산규모 : 최대 하루 생산량 500헤베 

◆ 특허보유 : 유 (제조 및 시공법 관련) 

◆ R&D투자 : 품질향상 분야 및 신자재(소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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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도 

대표이사 

총괄관리부 생산관리부 영업관리부 

영업지원팀 경영지원팀 생산팀 기술연구팀 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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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콘크리트패널 일반사항 

[㈜미콘의 콘타입 및 민무늬타입 규격 정보] 

[노출콘크리트패널 시공사례] 

◇ 제 품 규 격: 600 X 1200 X 27T 

                          600 X 900 X 27T 

◇ 색 상: 시멘트색 

◇ 내 용: 노출콘크리트패널 콘타입은  

         2가지 규격으로 생산되며  

         민자타입은 600X1200X27T 

         1가지 규격으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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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판콘크리트패널 일반사항 

[송판콘크리트패널 시공사례] 

[송판콘크리트패널 색상표] 

◇ 제 품 규 격: 600 X 1200 X 27T 

◇ 색 상: 총 5가지 색상 

         3.화이트(MW-W) 

         4.아이보리(MW-I) 

         1.그레이(MW-G) 

         2.진그레이(MW-DG) 

         5.브라운(M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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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콘크리트패널 일반사항 

[두겁석 시공사례] 

[두겁 및 창대용 콘크리트패널] 

 * 두겁석  

◇ 제 품 규 격: 450 X 1200 X 50T 

◇ 색  상: 시멘트색 

 

* 창대석 

◇ 제 품 규 격: 300 X 1200 X 27T 

◇ 색  상: 시멘트색 

 

*내 용: 두겁석은 외벽와 파라펫 마감시 사용 

           창대석은 외벽과 창마감시 사용

[창대석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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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Specification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방은 시멘트와 골재, 혼화재등을 보강하여 몰드 성형한 콘크리트패널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    

        장재로 사용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 

        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1.3.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 

                   업자를 포함한다. 

1.3.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3.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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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8 시공 상세도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1.3.9 가로시공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3.10 세로시공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3.11 부속자재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글,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3.12 양중장비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 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13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에 적합한 것으로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과 타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14 검 사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5.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관한 제조업자 카다로그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1.5.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5.3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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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품질보증서 

  해당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은 KS규겨 미제정으로 유사 대체 외장재의 시험항목으로 부분 시험하며 이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제출한다. 

1.5.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5.6 품질인증서류(필수 제출 서류) 

   KS 표시 허가증(본 자재 해당사항없음), 의뢰시험 성적서, 불연성적서 

인증 

1.6 품질 보증 

1.6.1 시공자의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2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공사 전 협의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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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이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

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V-수레,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

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연관공사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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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한다. 

(5)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9.1 시공 전 검측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2 시공 후 검측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0 공정 계획 

1.10.1 당해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1.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 품질보증 ③항과 ④항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12 여유자재(SPARE PARTS) 

1.12.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공급업체에 구매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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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료 

2.1 적용자재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은 규정된(압축강도 및 흡수률등) 기타 품질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한다. 

2.2 자재 

2.2.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1)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재료의 구성은 시멘트 + 골재 + 석분 + 혼화제로 구성되어 몰드 성형한 제품 으로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① 시멘트 : 35~50 % 

② 골 재 : 15~30 % 

③ 석 분 : 0~25 % 

④ 기 타 : 10~30 % 

(2) 석면 및 석면함유 의심성분인 sepiolite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이색현상을 방지하고 백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표면은 발수처리를  

      해야 한다. 

(4)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등 필요 성능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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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규격 

(1) 노출콘크리트패널 600*1200*27T or 600*900*27T 

 

 

 

 

 

(2) 송판콘크리트패널 600*1200*27T 

 

 

 

 

 

(3)부속콘크리트패널 

 - 창대석 :300*1200*27T 

 

 

 

 

 

 - 두겁석 :450*1200*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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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출콘크리트패널 자재 허용오차 

-두께치수 :±2mm 이하 

-평활도 : 3mm이하/가로1,200mm 당 

 

 

2.2.3 철물 

(1)설계도면에 의하며 별도 지정이 없으면 STS 304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외부치장 벽의 연결철물 부위별 철물규격은 벽체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3)성능(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  KD D3698 STS304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 한다. 

- 시공상세도(노출콘크리트패널 면적, 두께 등 패널 규격 및 철물간격 등)적용시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사전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2.2.4 실링제 

(1)줄눈폭 5mm이상의 내외부벽에는 KS F 4910 규정에 적합하며 F-25 HM 또는 LM등급(F형, 거동추종성 

     25%,고모듈러스 또는 저모듈러스)을 만족하는 비오염성능이 있는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비오염성   

     확인은 “ASTM C 1248"의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2.2.5 접착제 

(1)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바탕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모서리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설치 전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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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1)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시공개소, 패널의 종류 및 색상,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 전에 가공한다. 

 

3.3 앵커 긴결공법 

(1)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명을 뚫는다. 

(2)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상부 및 양단의 것을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충간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여 구멍 치수를 변위발생 방향으로 길게 뚫는다. 

(4)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setting tape등)를  

    사용한다. 

(5)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적용된 외부치장 벽체 경우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 연결철물의 위치는 각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별 균등한 하중 분배가 가능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4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단부에 2개소, 하단부에 2개소를 설치하며, 단부 모서리에서부터 해당 변 길이의  

    1/4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 연결철물의 두께 5mm이상,폭50mm이상의 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면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일반적인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배치에서 연결철물의   

   설치는 수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내부면과 지지 구조체면 사이에 단열재가 없는 경우 꽂음촉 또는 T형 조정판  

   중심에서 지지하는 구조체면까지의 거리는 80mm이하이여야 한다.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는 300mm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단열재 외부면에서 꽂음촉 중심에서까지의 거리는 80mm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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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에 꽂음촉(또는 T형 조정판)을 연결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그라인딩하여 홈파기

를 한 후 파여진 홈 내부에 접착제을 바름 후 핀(또는 T형 조정판)을 고정한다. 

- 인접한 상부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에서 하부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연결철

물의 꽂음촉(또는 T형 조정판)설치를 위한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의 그라이딩 홈파기 깊이는 기준 길이보다 

3mm이상 홈파기를 하며, 이때 꽂음촉(또는 T형 조정판)은 각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에 25mm이상 삽입되

어야 한다. 

 

 

 

 

 

 

 

 

 

[촉 시공 예시] [촉공법  세트앙카 시공시] 

㈜미 콘 ㈜미 콘 

㈜미 콘 ㈜미 콘 

[T자형 조정판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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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방 서   [벽체 및 두겁석 시공 상세도] 

[벽체시공시 상세도] 

[두겁석 시공시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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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방 서     [창틀 및 시다 시공 상세도] 

[창틀시공상세도] 

[시다 시공 상세도1] 

[창틀 상부시공 상세도] 

[시다 시공 상세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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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방 서   [일반시공 상세도] 

3.4 강재 트러스 지지공법 

(1)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을 설치한다. 

(2)트러스 제작 및 설치는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3)석재의 배열은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공에서 조인트폭6mm가 일렬되도록 한다. 

(4)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 후 수평줄눈을 설치한다. 

[트러스 시공시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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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방 서   [일반트러스 시공 상세도] 

[트러스 시공시 상세도] [트러스 시공시 상세도] 

[트러스 창틀 및 시다시공시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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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소 및 보양 

(1)물과 고은 면천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콘크리트패널 표면 청소시 강소재의 브러쉬나 사포 사용을 금함) 

(2)오염방지가 필요할 경우 패널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리로 보양한다. 

(3)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청소시에는 산성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4)노출(송판)콘크리트패널  

    청소시 왁스사용을 말아야 한다. 

(5)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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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서울] 

업        체 품       목 m2      주        소   

미모아건설 노출패널/송판진그레이 770 서울 은평구 대조동 8-3 

S N 건설 노출패널/송판진그레이 200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34 

대교디자인석재 노출900 50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46 

마이티건설 송판그레이/진그레이 80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67-4 

지암건설 송판화이트 500 서울 양천구 신월동 164-14(복지관) 

수목금개발 송판그레이/진그레이 220 강서구 공항대로43길46(서낭당그린공원) 

대교디자인석재 노출1200/900 150 서울 거대문구 홍은동407-26 

정석디엔엠 송판아이보리/습식 200 서초구 양재동15-11 

나노산업개발 노출1200/900 60 서울중구 광희동2가38 

미모아건설 노출1200/창틀재 470 서울 등촌동691-3 (공공직장어린이집)리모델링 

ks석재 노출1200 40 서울 강북구 번동148-119 

ydg 송판진그레이/노출 3600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산마루종합건설 노출900 200 강남 대치동 897-32 

도담종합건설 민자/두겁석 700 과천시 주암동20번지 

래미안건설㈜ 송판그레이 150 강남구 세곡동612 

천호종합건설 노출1200/900 700  서울 강서구 화곡동1102-2(래미안) 

서림건설 송판화이트 1400 서울 마포구성산동21-29 

HDC 아이서비스 노출11200/민자 4400 서울 구로구 고척동100-7 아이파크현장 

이조산업개발 송판그레이/민자 1200 서울시 성북구정릉동산1-1(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신축공사) 

세한종합건설 송판화이트 850 과천시 문원동358번지 

세한종합건설 송판화이트 564 과천시 주암동413 

서림건설 화이트 1200 마포구 연남동 364-21 

윤보종합건설 노출1200 500 마포구 서교동367-2 

하이드어웨이 노출1200/그레이 800 서울 도봉구 방학동642-16 

보민건설  송판화이트 1600 서울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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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경기] 

업        체 품         목 m2      주        소   

진종합건설  송판화이트  18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848-7 

효번건축  노출/송판진그레이  620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1166-6 

유원건설  송판진그레이/브라운  605 경기도 용인시 송문리139-2 

다한종합건설  송판화이트  100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479-7 

유원건설  노출/송판그레이  1700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자원회수시설)  

인천수협  노출1200 800 인천중구 축항대로50(인천수협공판장)  

디자인수  노출900 13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96-1 

두리엠  송판그레이  410 경기도 의왕시 철도 박물관로143(의왕부곡초) 

개인  송판화이트/그레이  160 이천시 신둔면 이장로 311번길 255-79 

와이디지  노출1200 400 일산서구 가좌동158-2 

건승석재  송판화이트  1200 시흥시 미산동97-5 

제라스톤  송판진그레이  70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268-34 

미강씨앤시  송판화이트  200 경기도 시흥시 장현서3길10 

개인업자  송판아이보리  540 경기도 남양주 차산리 97-3(스타벅스)  

토네이도건설  노출1200 400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567(보쉬본사담장)  

제라스톤  노출1200 80 부천시 춘의역 스타벅스  

제라스톤  송판화이트  130 시흥장현2지구  

덕원종합건설  노출900 150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311근처  

경기스톤  민자  3500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230-1 

불암미술관  민자  130 경기 양평 용두 휴게소  

한성패널  노출1200 700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17-21 

제라스톤  송판그레이/브라운  800 화성 지하리160-4 

서광석재  노출1200/900 280 수원 팔달구 매산로3가109 

덕성종합건설  송판화이트/창틀/두겁  1600 김포시 신곡리 570-10 

천하석재  송판화이트  350 평택 오성면 안화리276 

옐로우스톤  송판화이트/두겁석  320 분당 서현초등학교 체육관  

대성기업  노출1200/900 200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1034-2 

에스알건설  노출1200/900/민자  130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85 

ydg 송판화이트/진그레이  150 평택 평택5로 151-1 

bk건설  노출1200/ 3000 평택 고덕면 동청리 147-3 신흥교회  

삼성건업  노출/송판아이보리  80 경기도 가평 갈오형로 새나라어린이집  

유희종합건설  노출/창대/두겁  150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453-6 

한성패널  노출  50 하남시 위례숲 초등학교  

다안이엔씨  노출/송판그레이  1500 광주시 쌍령동418-29 

미래이앤씨  노출/민자  60 가평군 설악면 사룡이 137-1 

정우산업개발  노출  600 인천 서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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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경기2] 

업        체 품         목 m2      주        소   

인현종합건설 노출1200 360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54 

대상에스앤씨 노출/민자 120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13-48 

서종(강산) 노출900 220 경기도 양평군 북한강로971 

국내공영 송판진그레이 440 수원 탑동초등학교 

해온건설 노출1200 500 인천 송도 22-20 

현진인테리어 송판화이트 580 이천시 죽당리538-1 

대웅석재 노출900습식 200 파주시 운정 당하1길20-3 

수석재 민자진그레이/그레이 900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116-11 

일신건영 노출/화이트/진그레이 3500 양주시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타 

미랑건축 송판화이트/그레이 450 평택 고덕면 궁리346-4 

효림건설 노출/민자/진그레이 2500 인천서구 환경로42(국립환경과학원) 

호승개발 송판화이트/그레이 500 포천 소홀읍  이곡리 504-1 

덕양종합건설 노출1200 350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514-8 

조은건설 노출1200/900 900 평택시 고덕로366 

퍼스트이엔씨 노출1200/900 200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488-1 

리더스종합건설 노출1200 100 평택동사동428- 

성진석건 노출1200 580 강화읍 용정리 산97-3 

씨타대헌건설 송판화이트 500 청평면 청평중앙로52 

라움종합건설 노출1200 450 안성시 신양복리 367-1 

상도종합건설 습식그레이/진그레이 300 이천시 고담동213-60 

다안이엔씨 
노출/민자/화이트/진그레

이 
500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121-1 

개인 화이트/진그레이/그레이 360 여주시 점동면 선사길 323-7 

퍼스트이엔씨 노출1200/900 340 일산 오금동683-2 

가나수경 노출/민자 200 평택시 좌교리 874 

호유건설 노출1200/900 1400 안양 석수동 497-10 

프라임이엔씨 노출1200/민자 80 경기 구리시 교문동266-10 

제라스톤 민자 160 부천시 상동499-10 

대영건설 노출900 2100 (진행중) 용인시 중동132-1 

아이디에이치 브라운 50  양평 양근리 345-8 

ydg 화이트/진그레이 580 여주 강천면 적금리 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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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전라도] 

업        체 품       목 m2      주        소   

성광건설 송판브라운 50  전주 덕진구 금암동 525-2(금암초등학교)  

서린건설 노출1200 480 전라 광주광역시 수완동1142 

선양건설 노출1200/900/500 70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삼초등학교) 

유일건걸 민자패널 350 전북완주군삼레읍(삼레공고) 

샤론기업 송판아이보리 175 전라 나주시 빛가람동904 

코리아나석재 노출1200/송판화이트 70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해룡고등학교 

대림석재 노출1200/900/민자 600 여수시 충무동490-3 

엔투 송판그레이 160 전남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443-9금지중학교 

샤론기업 노출/송그레이 130 전북 대야농협 

영진산업 송판진그레이 1000 전남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802-4 나주 수협 

믿음석재 노출1200 85 전라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454-2 

유일건걸 민자패널 350 전북완주군삼레읍(삼레공고) 

개인업자 노출패널 900 광주 남구 대남대로127번길5(가제트병원) 

승화종합건설 노출패널 300 전라전주효자동3가 1645-7 

지엘콘㈜ 송판화이트 218 전북 장수군 계북면계북초등학교 

지엘콘㈜ 노출/민자/송판화이트 570  전북 장수군 장게면 장계초등학교 

지엘콘㈜ 송판화이트 480  전북 고창 아산면 삼인종합학습관 

㈜돌로 송판화이트 300 대구 동구 신천동106동대구로467 

㈜대림석재 노출1200/900 300 전남 순천시 가곡동964-11 

(주)믿음석재 노출1200 90 전라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454-2 

신우건설㈜ 민자1200 100 진도군 고군면 오산초등학교 체육관 

스톤파고다 송판화이트 150 광주 광역시 서구 매월도 296 

태림건설 노출/민자 120 전라 광주 북구 운림동 458-8 

삼우토건 민자 564 전북 삼례읍 삼봉5로60길 두산중공업 

돌로 송판브라운 570 대구 신매동 276-1 

kb산업 송판화이트 450 고창 심원초등학교 

주)대한 송판진그레이/노출 150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108-8 

한중석건 송판진그레이/노출900 90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15 (부안경찰서) 

대경산업 진그레이 130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269 

㈜대림석재 노출1200/900 200 순천시 조곡동 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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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경상도] 

업        체 품      목 m2      주        소   

광림건설 송판아이보리 400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440-2 

다훈종합건설 노출1200/민자 720 김해시 신문동 530-8 

시아디건설 송판화이트 1520 경상북도 울진군 을진읍 읍내리233 

우석석재 노출1200 200  울주군 구영리 794-1  

개인업자 송판화이트 90 경주시 양남면 수렴길31푸른횟집 

해인건설 민자/송판진그레 500 대구 중구 종로2가 43-4 

금강석재 송판그레이/송판화이트 270 울산 중구 구역전길24-4 

대선종합건설 송판화이트/그레이 250 대전 복수동275-23 

시온건축개발 노출1200/송판브라운 275 경남 창원시 의창구 111-5 

재민건설 송판진그레이 300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5-28 

티케이건설 노출1200 4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431-10 

명진석재 노출1200 100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218 

3지스톤 노출1200/900/두겁석 530 부산구서동472-1 

제이디건설 송판그레이/노출1200 170 포경북 포항 오천파출소 

태창건업 노출1200/민자 400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43 (서면변전소) 

나우종합건설 송판화이트/그레이 700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 15-1 

돌로 송판화이트 230 대구 비산동1305-4 

민진석건 송판화이트 80 부산금정구 금강로335번길27(금정생활문화센타) 

부광종합건설 송판화이트 1500 경남 거제시 장목면관포리121-1 

대웅건설㈜ 노출 60 부산강서구 송정동1688-1 

재영석재 송판진그레이 200 경남창원 마산합포구 월포동1-81 

리우이엔씨㈜ 노출1200/900/두겁석 500 포항 남구 동해면 공당리 산61 

현무석재 송판그레이 160 울산 남구 달동1255-6 

제이앤비스톤 송판아이보리 350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가야전기조명 노출/송판그레이 170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49-1 

윤앤윤스톤(더포스톤) 노출/민자 402 경남 거창군 송정리 1115-1 

혜원건설 송판그레이 530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407-1(동창원 농협현장) 

제앤비스톤 송판아이보리 70 경주 여자정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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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경상도2] 

업        체 품      목 m2      주        소   

주)민진석건 노출/민자/송판화이트 480 경남 양산시 삼호동766-3 

단미종합건설 노출1200/9000/민자 230 울산 북구 호계동1019-2 

주)대원건설 노출1200/900 145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114 

현무석재 노출/민자/송판화이트 880 울산 북구 매곡2로38 

예석건설 노출/민자 773 울산 북구 호계동1037-4 

신율종합건설 민자 860 경남 진주시 문산읍 985-3 

백호종합건설 노출900 150  경남 밀양시 미리벌중앙로3길7 

나은건설 송판그레이 42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1250 

재영석재 송판그레이 255 경남 사천시 송포동933-1 

문화석재 송판진그레이 230 울산북구 호계동 1003-1 

삼덕건설 노출/송판그레이 520 안동시 녹전면신평리729-1 

주)디자인 하암 송판아이보리 70 울진군 북면울진북로2040 (한울원자력홍보전시관) 

태성종합건설 노출/민자 600     의령군 화정면 1180-5(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본의령) 

한솔종합건설 송판진그레이/민자/노출 1000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502-3(월변재해복구사업) 

더 포스톤 민자 300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596 

동원건축사 사무소 노출/화이트 200 경주시 동천동 733-301 

천우종합건설 화이트 900 부산 강서구 미음동1571-8 

도온건설 민자 60 경주 동천동794-11 

성진이엔씨 노출1200/900/화이트 600 울산 울주군 벙서읍 천상리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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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현황               [강원도] 

업        체 품     목 m2      주        소   

선우 종합건설 송판화이트/그레이 340 춘천시 약사동68-54 

KY건설 노출1200 300 경기도 가평군 북면 석장모루길38(공군아파트) 

씨에스코리아 노출/노진그레이 3000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992 

경기스톤 민자1200 2500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230-1(설악캠프) 

세일석건 노출1200/900민자 400 태백시 번영로 (황지고등학교) 

한성패널 송판진그레이/그레이 200 강릉시주문진 장덕2리 정보화 마을회관 

㈜유명건축1 송판그레이 2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820-5 

우일건축㈜ 노출1200 282 강릉시 견소동287-20 

송아종합건설㈜ 송판아이보리120 120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10-2 

건승석재 노출1200 300 속초 중앙동482-245 

정훈종합건설 송판화이트 1800 삼척시 오분동 산30-19 

ydg 노출1200 180 강원도 양구 고등학교 

개인 노출1200 60 사북중고등학교 

(주)더원종합건설 노출/송판그레이 593 원주 단구동851-48 

(주)더원종합건설 노출/그레이 149 원주 신평리1133-9 

(주)더원종합건설 그레이 910 원주시 단구동 785-7번지 

(주)더원종합건설 그레이 564 원주 단구동 851-28 

(주)더원종합건설 진그레이/화이트 820 원주 단구동 851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그레이 820 원주 단구동 852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브라운/노출 356 원주 반곡동 307-1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그레이 830 원주 석곡리 1996-2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진그레이 600 원주 일산동 154-261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 221 원주 일산동 154-264(기독병원후문) 

(주)더원종합건설 그레이/화이트 282 원주 단구동 851-21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진그레이 564 원주 단구동113-74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그레이 702 원주 단구동785-6 

(주)더원종합건설 화이트 430 단구동851-26 

(주)더원종합건설 그레이 200 우산동218-9 

보배산업 노출/민자 1650 주문진 연곡면 삼산리681 



30 

납품실적 현황             [제주도] 

업        체 품     목 m2      주        소   

청암석재 송판화이트   한라산둘레길 안내소 

동경건설㈜ 노출1200/민자/창틀재 480 제주 도남동411-6 

삼다석재 노출/민자/두겁 500 제주 감귤농협 중문지점 

영디자인 송판화이트/노출/민자 1400 제주 

해늘종합건설 송판브라운 930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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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일반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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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일반시험성적서] 



33 

시험성적서     [불연성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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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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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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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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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등 록 증        [사업자등록증] 



38 

기 타 등 록 증         [공장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