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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의 제품을 귀사의 공사에 공급하고자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에스아이씨

대표이사 윤 봉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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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Organization  조직도



제품소개
대한민국 최초 항균스위치 개발



2017 부산 우수특허기술 전시회 우수상 수상







제증명 - 사업자등록증



제증명 - 공장등록증



제증명 – 이노비즈 확인서



제증명 – 한국표준협회 회원증



제증명 – 기업연구소 인정서



유통표준코드 회원증



ISO 인증서– ISO 9001



ISO 인증서 – ISO 14001



KS 인증서 – 옥내용 스위치류



KS 인증서 –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인증서 – 주택용 분전반



KS 인증서 –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인증서 – 주택용 배선차단기



안전 인증서 – 전기설비용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콘센트



안전 인증서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안전 인증서 – 전자식 스위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서 - 모듈라짹



방송통신기자재 적합필증 - TV유니트



NO. 건설사 명 세대수 현장 위치 납품일자 비 고

1

GS 건설
(XII_자이)

1,057 동천 자이 2차 2018년 6월 노출분전함

2 979 동탄 파크자이 2017년 11월 노출분전함

3 710 부천 옥길 자이 2017년10월 노출분전함

4 1,110 오산 세교 자이 2017년09월 노출분전함

5 875 광명역 파크 자이 2017년02월 노출분전함

6 713 왕십리 자이 2016년11월 노출분전함

7
제일건설

(오투 그란데)
789 안성 원곡 2018년01월 배선기구

8
금상건설

(두비앙 에코힐)
219 부산 온천장 2019년02월 배선기구

9
아주산업건설

(아주리센 테라스파크)
117 수원 호매실 2019년07월

배선기구
분전반

10
신화종합건설

(신화하니엘 더마린)
86 부산 영도구 2019년07월 배선기구

11
우성종합건설

(센텀 스마트시티뷰)
465 부산 반여동 2019년08월 배선기구

12
수근건설

(봄여름가을겨울)
480 부산 서면 3차 2019년08월 통합분전반

13
가야종합건설

(가야누리애 2차)
236 부산 범천동 2019년09월 배선기구

14
다인건설

(다인 로얄팰리스)
468 양산 물금 3차 2019년08월 배선기구

15
다인건설

(다인 로얄팰리스)
465 양산 물금 1차 2019년05월

납품
진행중

16
수근건설

(봄여름가을겨울)
323 부산 서면 6차 2019년08월

배선기구
분전반

17
수근건설

(봄여름가을겨울)
323 부산 충무대로 2019년08월 배선기구

주요 고객 및 납품처

납 품 실 적



NO. 건설사 명 세대수 현장 위치 납품일자 비 고

18
대창건설

(코아루 디펠리체)
223 전라북도 익산시 2019년11월 분전반

19
창대아이엔지
(영광수푸름)

48 전라남도 영광군 2020년 2월 배선기구

20
동일건설

(김포한강신도시1단지)
711 경기도 김포시 2020년 4월 배선기구

21
동일건설

(김포한강신도시2단지)
1,021 경기도 김포시 2020년 4월

배선기구
분전반

22
동일건설

(신탄진 동일스위트)
1,757 대전 신탄진 2020년 4월 납품진행중

23
기해건설

(사상역 포르투나)
504 부산 사상 2020년 5월 납품진행중

주요 고객 및 납품처

납 품 실 적



Location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