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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창업한 주식회사 동성사는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거공간에 
필수적인 기능성 수납 가구를 건설사에 성공적으로 납품하며 지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제품개발에 매진하여 
한국형 드레스룸을 개발하고 국내 건설사, 현대리바트, 한샘인테리어를 비롯한 
가구사 및 일본 수출 까지 공급처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Dress room (walk–in closet)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서 동성사가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수납 가구는 대한민국 유수 건설사들로부터 
선택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만 세대의 
대량생산 및 설치. 건설사와의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동성사는 2019년부터 이탈리아의 고급 시스템 
가구 수입을 전략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동성사가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Guzzini & Fontana’ 는 1958년 이탈리아에서 창립 이후 60년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가구회사입니다. 새롭게 수입된 제품도 신세계 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체’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 제안되고 있습니다.

동성사의 자회사인 창의인터내셔날은 완벽하게 분리된 샤워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식 화장실과 유리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건축공간에 심미적, 
기능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 구조물 설치, 샤워부스, 유리제품을 오랜 
시간 연구, 개발했으며 유리공사 기법과 기술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에 
적용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완성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실내외 공간의 유리 부분을 완성하면서 까다로운 기준과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국제공항 시공을 통해 다시 한번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며 우수한 공간 분할이 
시장에서 요구되면서 2012년 창립된 자회사 주식회사 유니퍼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우수한 시공성과 내구성을 가진 미닫이식 중문의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산 가능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이 빠른 
개발 완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8년 첫 납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의 슬라이드 중문 공급계약은 유니퍼 중문 제품의 
우수성과 품질을 입증해 줍니다.

시스템 수납 가구 (드레스룸, 주방수납) . 건축 및 시설물 유리공사 (유리 
구조물 설치, 샤워부스, 유리제품, 세대창고) . 실내 공간 분할 시스템 (미닫이 
중문, 유리벽, 인조강화석 마감재) 와 같이 주거공간 개선에 필요한 대부분의 
Solution을 보유한 동성사와 자회사는 대형 건축물 및 대규모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모든 생산 시설과 경험을 보유했으며 주요 건설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체 생산시설에서 완성되는 자사의 
제품은 정확한 시공 일정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여 입주고객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선사해 왔습니다.

Greeting
인사말

Since 1984

동성사 
창의인터내셔날 
유니퍼.

Dongsungsa Inc. 
ChangE International Inc. 
Unifur Inc.

통합 지명원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3개의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3개의 기업이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Solutio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욕실공간, 수납공간, 
공간분할은 현대적인 주거문화에서 필수적입니다.

Introiducing an Intergrated proposal from 3 Companies with 3 Different 
Professional Solutions. Bathroom system, storage system, space 
dividing system are core elements of the modern liv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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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eness
사업내용

Organization
기업 구조

주식회사 동성사
설립일: 1984년 5월 1일 
1999년 법인전환

사업분야
 » 시스템 수납 가구

 » 건축 및 시설물 유리공사

 » 실내 공간 분할 시스템

매출액
 » 2018년도 559억원

 » 2019년도 429억원

 » 2020년도 382억원

 » 2021년도 304억원

2018년도 기준
3개사 전체매출 902억원

2019년도 기준 
3개사 전체매출 705억원

2020년도 기준 
3개사 전체매출 656억원

2021년도 기준 
3개사 전체매출 545억원

자회사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건축 및 시설물 유리공사 전문기업 
유리 구조물 설치, 샤워부스, 유리제품, 
세대창고 생산 및 시공

매출액
 » 2019년도 133억원

 » 2020년도 146억원

 » 2021년도 93억원 

주식회사 유니퍼
실내 공간 분할 시스템 전문기업 
미닫이 중문 생산 및 시공, 유리벽, 
인조강화석 마감재 수입.

매출액
 » 2019년도 143억원

 » 2020년도 128억원

 » 2021년도 148억원

시스템 수납 가구
드레스룸 시스템

 » 리베로 시리즈 (Libero Collection)

주방수납 및 기능성 제품
 » 매직코너

 » 식기 거치대, 음식물 분리 수거함

 » 싱크 정리대, 세탁물 보관함 등

 » 전동식 식기 거치대

 » 회전 수납장 (360°, 180°)

 » 타이걸이, 바지걸이, 코디걸이, 다용도걸이 등

 » 1단망, 2단망, 밀러 레일 등

 » L.E.D 시스템

건축 및 시설물 유리공사
유리 구조물 설치, 샤워부스, 유리제품, Big slab

실내 공간 분할 시스템
미닫이 중문, 유리벽, 벽면재, 20T 인조강화석, Resin·P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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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동성사 설립: TV, AV 시스템부품, 주방 
하드웨어 생산

1999 ㈜동성사로 법인전환
2000 드레스룸 개발 시작
2001 드레스룸 납품 시작
2002 제2공장 목재사업부 설립
2007 ISO 14001 환경인증 

ISO 9001 품질인증 
구리전시장 개장

2010 ㈜창의인터내셔날 인수 합병: KS인증
2011 유니퍼 설립
2012 신사옥 준공: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57–1 

유니퍼 브랜드 출시
2013 유니퍼 소비자 제품 판매 시작 

다수의 공식 판매처 확보 
공식 온라인 쇼핑몰–www.unifur.kr 
텐바이텐–www.10x10.co.kr 
POOM (아트박스)–www.poom.co.kr

2015 유니퍼 법인 전환 
20T포셀린 타일 수입 시작 
경향하우징페어 20T포셀린 타일 출품

2016 ㈜창의인터내셔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납품계약 수주

2017 ㈜유니퍼 슬라이드 중문 개발 시작
건설업등록증 취득–업종: 실내건축공사업

2018 ㈜창의인터내셔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유리 공사 완료 
㈜유니퍼 슬라이드 중문 납품 시작

2019 동성사 수입가구 부문 수입계약 체결 
프랑스의 사메스(SAMES)社 액체도장 
설비도입
스위스 겜마(GEMA)社 분체정전도장 
설비도입
㈜창의인터내셔날 접합라인 신설

History
연혁

1984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동성사 설립

동성사 법인전환
드레스룸 개발 시작
드레스룸 납품 시작
제2공장 목재사업부 설립

ISO 인증 획득

㈜창의인터내셔날 인수 합병
유니퍼 설립
신사옥 준공
유니퍼 소비자 제품 판매 시작

유니퍼 법인 전환
㈜창의인터내셔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납품계약 수주
㈜유니퍼 슬라이드 중문 개발 시작
건설업등록증 취득–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창의인터내셔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완료
동성사 이탈리아 Guzzini & Fontana 수입가구 부문 수입계약 체결
프랑스의 사메스(SAMES)社 액체도장 설비도입
스위스 겜마(GEMA)社 분체정전도장 설비도입
㈜창의인터내셔날 접합라인 신설
건설업등록증 취득–업종: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업종: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업
독일 호막(Homag)社 최신 엣지 밴딩 설비 및 Angular 재단기 도입
Bigslab 가공공장 설립
UMS (Unifur Modular Storage) 모듈조합형 B2C 시스템 가구 출시
이탈리아 Ariostea社 판매협약 체결
UMS 신제품 SD–Standng Ver. B2C시스템 가구 출시

1994

2004

2014

2020 건설업등록증 취득–업종: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업종: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업

2021 독일 호막(Homag)社 최신 엣지 밴딩 설비 및 
Angular 재단기 도입
Bigslab 가공공장 설립
UMS (Unifur Modular Storage) 
모듈조합형 B2C시스템 가구 출시

2022 이탈리아 Ariostea社 판매협약 체결
UMS 신제품 SD–Standng Ver. 
B2C시스템 가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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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성사
System Furniture for Storage 
Dress room, Walk–in closet, Kitchen pantry
시스템 수납 가구 
드레스룸, 주방수납

주거공간에 필수적인 의류, 잡화를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성 가구를 
설계 및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2019년 기준 160만 세대에 기능성 수납 
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자체 생산시설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전문적 절차와 경험을 
보유했으며 주요 건설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ll–in–one Process from our facilities
모든 공정이 자체 생산 시설에서 완전하게 완료됩니다.
동성사, 창의인터내셔날, 유니퍼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모든 설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Glass solutions for Architecture & Structure 
Glass glazing, Shower booth, Glass products, 
Individual storage unit, Big slab
건축 및 시설물 유리공사 
유리 구조물 설치, 샤워부스, 유리제품, 주방 상판 및 거실 벽면 마감재

건축공간에 심미적, 기능적 요소를 제공하는 유리 관련 기술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대형 건축물 및 대규모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모든 생산 시설과 경험을 
보유했으며 주요 건설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유니퍼
Space dividing system for interior 
Sliding–door, Glass partition, Wall materials, Resin·PMMA 
Sanitary ware
실내 공간 분할 시스템 
미닫이 중문, 유리벽, 벽면재, 20T 인조강화석, 액상아크릴 위생도기 제품

공간 분할에 필요한 문과 벽면을 위한 기능성 구조물을 설계 및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유리 가공, 알루미늄가공, 도색의 모든 생산 단계를 자체적으로 
보유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대량 생산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전문적 절차와 경험을 보유했으며 주요 
건설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품 기획 및 설계

자재 수급 및 가공

자재 도색 및 마감

제품 조립 및 생산

제품 출하 및 납품

제품 설치 및 검수

Planning & Engineering
고객사 요청에 따른 시스템 가구 . 샤워부스 . 중문 기획 및 설계

Material Processing
제품 생산을 위한 알루미늄, 유리 자재 수급 및 가공.

Painting & Coating
자재 마감을 위한 도색, 코팅, 강화 작업 공정.

Assembling & manufacturing
마감된 자재를 완제품화 하는 조립 및 생산 공정.

Delivering & Managing
대규모 설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출하 및 납품 공정

Installing & Quality Control
요청된 장소, 선택사항에 따른 제품 설치 및 검수 공정

동성사: 시스템 가구
창의인터내셔날: 유리공사 . 샤워부스
유니퍼: 중문

동성사: 알루미늄 가공
창의인터내셔날: 유리공사 . 샤워부스
유니퍼: 중문

동성사: —
창의인터내셔날: 유리강화, 코팅
유니퍼: 도색, 도장, 코팅

동성사: 가구 조립 및 생산
창의인터내셔날: 유리 자재 공급
유니퍼: 도색 자재 공급

동성사: 시스템 가구 출하 및 납품
창의인터내셔날: 유리공사 . 샤워부스 출하 및 납품
유니퍼: 중문 및 벽면재 출하 및 납품

동성사: 시스템 가구 설치 및 검수
창의인터내셔날: 유리공사 . 샤워부스 설치 및 검수
유니퍼: 중문 설치 및 검수

유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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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for production
37년간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선된 생산 시설은 뛰어난 품질 관리의 기반입니다.
동성사, 창의인터내셔날, 유니퍼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모든 설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New Homag Machine for wood production facilities
운용 중인 최신형 독일 호막사 목재 가공 장치

New Homag Machine for wood production facilities
운용 중인 최신형 독일 호막사 목재 가공 장치



12 13DS/CE/UF Application for ConstructionSolutions 동성사/창의인터내셔날/유니퍼 통합 지명원 DS: Dongsungsa Inc. / CE: ChangE International Inc. / UF: Unifur Inc.

Premium System Furniture
고급 시스템 가구
2000년대 초반 Dress room (walk–in closet)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서 동성사가 개발한 다양한 기능성 수납가구는 대한민국 유수 
건설사들로 부터 선택받아 왔습니다.

주택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동성사는 2019년 부터 이탈리아의 고급 시스템 
가구 수입을 전략적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동성사가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Guzzini & Fontana’, ‘Piola Casa’ 는 1958년 이탈리아에서 창립이후 
60년 역사를 가진 유서깊은 가구회사 입니다. 

DS:  
Dongsungsa Inc.
주식회사 동성사

주요실적

건설사 현장명 건설사 현장명

대우건설 고덕 그라시움 대림산업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대우건설 수지 파크 푸르지오 두산건설 판교 알파리움 1단지

한화건설 여수 웅천 꿈에그린 롯데건설 판교 알파리움 2단지

포스코건설 해운대 LCT 두산건설 일산 탄현 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GS건설 합정 메세나폴리스

대우건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두산건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대건설 . 삼성물산 송파 헬리오씨티 한화건설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두산중공업 성수 트리마제 현대산업개발 해운대 IPARK

롯데건설 잠실 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GS건설 반포 자이

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푸르지오 신세계 건설 광주광역시 빌리브 트레비체

대우건설 위례 중앙푸르지오 1, 2단지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현대건설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현대건설 둔촌 주공 1단지

현대건설 양재동 주택 전시관 삼성물산 래미안 갤러리

동양건설 하남 미사 파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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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성사 구리 전시장
Guzzini & Fontana

주식회사 동성사 구리 전시장
ARREDO3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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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성사 구리 전시장
Piolacasa Vetro, Glass Wardrobe

주식회사 동성사 구리 전시장
Libero 2000 Plus

Libero 2000 Plus
동성사 신제품인 “Libero 2000 Plus”는 더 향상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탈리아 수입 드레스룸의 결합 방법을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시공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Piolacasa Vetro
집안의 모든 옷과 이불을 꼭꼭 숨겨놓기만 보관만 하던 장롱은 
현대의 주거공간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아름다운 옷과 신발을 보관도 하고 전시도 해보세요. 
드레스룸이 아닌 명품 매장으로 변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성사의 신제품 “Piolacasa Vetro”는 시스템가구의 수납의 
장점과 붙박이장의 보관의 장점을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컬렉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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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 closet for 
Lotte World Tower Residence
잠실 롯데 윌드타워 주거공간을 위한 수납가구

동성사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서울 잠실의 최고급 
주거공간을 위한 드레스룸 시스템 입니다.

잠실 롯데 월드타워 시그니엘
2016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223세대

반포 푸르지오 써밋
2018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764세대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2011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2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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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n Walk–in closet for 
Villiv Treviche
신세계 건설 빌리브 트레비체 주거공간을 위한 
이탈리아산 수납가구

주택시장 고급화에 부응하여 동성사가 전략적으로 
수입하는 이탈리아 Guzzini & Fontana의 제품이 
적용되는 신세계 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체’.

광주광역시 신세계 건설 빌리브 트레비체
2022년 완공예정. 이탈리아 Guzzini & Fontana 드레스룸 123세대

광주광역시 신세계 건설 빌리브 트레비체
2022년 완공예정. 이탈리아 Guzzini & Fontana 드레스룸 123세대

광주광역시 신세계 건설 빌리브 트레비체
2022년 완공예정. 이탈리아 Guzzini & Fontana 드레스룸 12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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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덕 그라시움
2019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1395세대

두산중공업 
성수 트리마제
2017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688세대

현대건설 . 삼성물산 
송파 헬리오씨티
2018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대우건설 
수지 파크 푸르지오
2019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430세대

두산건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2011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1788세대

한화건설 
여수 웅천 꿈에그린
2019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1448세대

대우건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2018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764세대

롯데건설 
잠실 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2017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223세대

포스코건설 
해운대 LCT
2019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882세대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2019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13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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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16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999세대

동양건설 
하남 미사 파라곤
2021년도 완공 예정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925세대

대우건설 
위례 중앙푸르지오 1, 2단지
2016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311세대

신세계 건설 
광주광역시 빌리브 트레비체
2022년도 완공 예정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122세대

두산건설 
판교 알파리움 1단지
2015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312세대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2023년도 완공 예정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2,990세대

롯데건설 
판교 알파리움 2단지
2015년도 완공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510세대

대림산업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016년도 완공 
주방 수납가구 439세대

현대건설 
개포1단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024년도 완공 예정 
드레스룸 및 수납가구  6,70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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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0

2009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2008 현대산업개발 엘스 잠실1단지
2008 GS건설 반포 자이
2008 GS건설 강남 부띠크모나코
2009 현대건설 서울숲 힐스테이트
2009 GS건설 반포 자이
2011 현대산업개발 해운대 IPARK
2011 한화건설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2011 두산건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2012 GS건설 합정 메세나폴리스
2013 두산건설 일산 탄현 두산 위브 더 제니스
2015 롯데건설 판교 알파리움 2단지
2015 두산건설 판교 알파리움 1단지
2016 대림산업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016 대우건설 위례 중앙푸르지오 1, 2단지
2016 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17 롯데건설 잠실 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2017 두산중공업 성수 트리마제
2018 현대건설·삼성물산 송파 헬리오씨티
2018 대우건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2019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2019 포스코건설 해운대 LCT
2019 한화건설 여수 웅천 꿈에그린
2019 대우건설 수지 파크 푸르지오
2019 대우건설 고덕 그라시움
2021 동양건설 하남 미사 파라곤
2022 신세계 건설 광주광역시 빌리브 트레비체
2023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2023 현대건설 둔촌 주공 1단지
2024 현대건설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동성사의 수납 시스템은 
고급 주거 공간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드레스룸 개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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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Glazing Solution
유리공사
완벽하게 분리된 샤워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식 화장실과 유리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창의인터내셔날은 오랜시간 연구, 개발해온 유리공사 
기법과 기술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에 적용시켜 왔습니다.

2018년도에 완성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실내외 공간의 
유리 부분을 완성시키면서 다시한번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CE:  
ChangE International Inc.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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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Glazing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위한유리공사.

창의인터내셔날의 성 인
2 터 내 의유 사. 

의
통 합니 .

송도 포스코 EBS 통합디지털사옥
2017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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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벽면과주방상판으로적용가능한  
마감재 ‘Big Slab’

사유니퍼 사 Ariostea®

의 니 . 의
 Marmi 니 .

혁신적인크기의인조대리석
 1600 × 3200 mm  12 mm 의인 인 Big slab

니 .

거실벽면용
» 1200 × 2600 mm  6mm

거실바닥용
» 800 × 2400 mm  9mm

주방상판용
» 1600 × 3200 mm  12mm

Big Slab
주방상판및거실벽면마감재 ‘Big Slab’

Ariostea® ULTRA MARMI
TROPICAL BLACK

SIZES
300x150, 150x150, 150x75, 
75x37,5, 75x75

FINISHES
Lucidato Shiny (LS), Levigato Silk (SK)

THICKNESS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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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tea® ULTRA MARMI
TROPICAL BLACK
 
SIZES (CM) 
300x150, 150x150, 150x75, 75x37,5, 75x75

FINISHES 
Lucidato Shiny (LS), Levigato Silk (SK)

THICKNESS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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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lab 
거실 벽면과 주방 상판
이음새 없이 시공되는 혁신적인 크기의 마감재 

최대 1600 × 3200 mm 두께 12 mm 의 
인조 강화석인 Big slab은 거실과 주방에 틈새없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적용예시
거실 벽면 Art wall 마감

적용예시
주방 상판 마감

적용예시
거실 벽면 Art wall 마감



38 39DS/CE/UF Application for ConstructionSolutions 동성사/창의인터내셔날/유니퍼 통합 지명원 DS: Dongsungsa Inc. / CE: ChangE International Inc. / UF: Unifur Inc.

Ariostea® ULTRA MARMI
TROPICAL BLACK
 
SIZES (CM) 
300x150, 150x150, 150x75, 75x37,5, 75x75

FINISHES 
Lucidato Shiny (LS), Levigato Silk (SK)

THICKNESS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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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tea® LUCE
 
SIZES (CM) 
300x100, 100x100

THICKNESS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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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lab 6 mm 
혁신적인 크기의 빅슬랩 

이탈리아에서 공급 받는 6mm 두께의 빅슬랩 
제품입니다.

Caesar
Shapes of Italy, Beola reale

Ariostea® LUCE

Ariostea® L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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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tea® LUCE

Ariostea® LUCE

Ariostea® LUCE

Ariostea® LUCE

Ariostea® L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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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tea® LUCE Ariostea® LUCE



48 49DS/CE/UF Application for ConstructionSolutions 동성사/창의인터내셔날/유니퍼 통합 지명원 DS: Dongsungsa Inc. / CE: ChangE International Inc. / UF: Unifur Inc.

Ariostea® LUCE Ariostea® L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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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tea® LUCE

Ariostea
White Marble Tile

Ariostea
White Marble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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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tea
White Marble Tile

Ariostea
White Marble Tile

Ariostea
White Marble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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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Door System
슬라이드 도어 시스템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며 우수한 공간분할이 
시장에서 요구되면서 유니퍼는 2016년도 하반기 부터 우수한 시공성과 
내구성을 가진 미닫이식 중문의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산 가능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이 빠른 개발 완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8년 첫 납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급계약건은 유니퍼 중문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해 줍니다.

UF:  
Unifur Inc.
주식회사 유니퍼

대우건설
파주 운정 신도시 84B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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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Door System 
for Apartment
아파트 실내공간을 위한 슬라이드 중문 시스템.

대한민국 유수의 건설사로 부터 선택받은 유니퍼의 
슬라이드 중문은 다양한 구성과 뛰어난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정확한 시공일정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오피스텔 현관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84A 서재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84E Dres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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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이천 마장지구 베르디움 현관: 열린 상태 내부

호반건설
이천 마장지구 베르디움 현관: 상부 레일 마감

호반건설
이천 마장지구 베르디움 현관

호반건설
이천 마장지구 베르디움 현관: 손잡이 형태와 유리 표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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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택 전시관

GS건설
주택 전시관

GS건설
주택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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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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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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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Application cas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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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없이 강하고 가벼워서 시공이 간편한 
건물외벽 및 바닥용 20T 인조강화석 

견고한 두께의 인조강화석 제품
포셀린 마감재는 세계적인 건축물의 마감재로 선택받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며, 주식회사 유니퍼의 인조강화석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생산설비를 
가진 제휴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식 수입된 제품입니다.

포셀린 제품은 세계적으로 자연석이 희귀품이 되어감에 따라 대체 가능한 
마감재로서 주목을 받는 제품입니다. 고품질 원자재를 사용해서 제조된 
외부시공용 포셀린 외벽·바닥재는 두께 20mm로서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외부공간 마감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요장점
 » 철분에 의한 녹물오염의 하자가 없습니다.

 » 자연스러운 원석 느낌의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물 마감 시 고급스러운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제품으로서 실.내외 바닥면 시공 시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강도 내구성을 가진 마감재로서 건물의 외벽 및 바닥을 포함한 어느 
부분에도 시공 가능합니다.

Porcelain
인조강화석

대우건설
화성 봉담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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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시
바닥 및 외벽 마감 예시

적용예시
외벽 마감 예시

적용예시
바닥 마감 예시

적용예시
바닥 마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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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PMMA
원재료PMMA의 장점
타 원재료 대비 PMMA는 변색에 대해 품질이 보증되는 기간이 길고 무광표면 
제품의 경우 긁힘에 대한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자사는 고품질의 욕조, 세면대, 마감용 상판과 같은 혁신적인 액상 아크릴 
제품을 제공합니다. 모든 제품은 선진적인 가공 방식과 최신의 기술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Resin·PMMA 
Washbasin, bathtub
액상 아크릴 위생도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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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n·PMMA Washbasin 

호반건설
지 : 

Resin·PMMA Bath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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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UMS
모듈형 수납 시스템 UMS Unifur Modular Storage 의 특징
선택 가능한 구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벽면 수납공간을 만드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구성용 장치에 선반, 서랍장, 수납장, 옷걸이 봉 등 제공되는 수납 
구성물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맞춰 설계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결정이 쉽고 제안된 구성품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UMS
UMS 모듈형 수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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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 Walk–in–closet with dressing table 
화장대가 포함된 드레스룸 구성 예시

UMS Peg board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 타공판 선반 수납

UMS Drawer
고품질 부품으로 마감된 서랍모듈

UMS Kids Room
아이방을 위한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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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urniture
시스템 가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160만 세대의 대량생산 및 설치. 건설사와의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Application Portfolio
연도별 시공실적: 시스템 수납 가구

2021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1 지에스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주문 2021.01.01—2022.07.31
2 대우조선해양건설 서산석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021.01.04—2022.06.30
3 디에스종합건설㈜ 양주 옥정지구 A17�1블럭 대성베르힐 2020.12.21—2022.10.30
4 남광토건 인천경서 하우스스토리 아파트 2021.01.11—2022.02.14
5 SK에코플랜트㈜ 동래3차 SK VIEW 2021.01.15—2021.10.31
6 ㈜대평에스테이트 오산종합시장 재건축 주상복합(영무토건) 2021.01.18—2022.02.28
7 ㈜대평에스테이트 광양 마동 영무예다음 2021.01.18—2022.03.31
8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 4단지 2021.01.25—2022.03.31
9 대평건업㈜ 신가동 모아엘가 공동주택 2021.01.26—2022.04.18
10 ㈜아이렉스케이엔피 갑천3블럭 시스템선반 2021.01.15—2021.06.30
11 HDC현대산업개발㈜ 역삼동 도시형생활주택 2021.01.27—2022.05.31
12 HDC현대산업개발㈜ 역삼 센트럴IPARK 개나리 4차 아파트 2021.01.28—2022.04.30
13 코오롱글로벌㈜ 대구 남산4�4지구주택재개발 2021.02.02—2022.03.31
14 코오롱글로벌㈜ 남산 자이 하늘채 옵션(대구남산) 2021.02.02—2022.03.31
15 경동건설 해운대 경동 라인뷰1차 신축현장 2021.01.29—2021.02.28
16 ㈜일광산업 해운대 경동 라인뷰1차 신축현장 2021.01.29—2021.02.28
17 ㈜한화건설 인천 여성병원 복합 2021.02.08—2022.08.31
18 ㈜한화건설 인천 여성병원 복합 옵션 2021.02.08—2022.08.31
19 ㈜한화건설 인천 여성병원 복합(인천 미추홀) 2021.02.08—2022.08.31
20 SK에코플랜트㈜ DMC SK VIEW(수색9구역) 2021.02.10—2022.02.28
21 SK에코플랜트㈜ DMC SK VIEW(수색9구역) (옵션) 2021.02.10—2022.01.31
22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MH 2021.02.17—2021.02.28
23 ㈜포스코건설 군산 디오션시티 A4블록 공동주택사업 2021.02.25—2021.12.31
24 ㈜포스코건설 군산 디오션시티 A4블록 유상옵션 2021.02.25—2021.12.31
25 지에스건설㈜ 위례 포레자이(경기) 2021.02.26—2021.05.30
26 롯데건설㈜ 남산2�2 재개발사업 2021.03.03—2021.09.30
27 롯데건설㈜ 남산2�2 재개발사업 옵션 2021.03.03—2021.09.30
28 롯데건설㈜ 가야3구역 2021.03.09—2022.09.30
29 ㈜금강주택 인천 검단 주상복합 RC3BL 

금강펜테리움
2021.03.20—2024.01.31

30 ㈜코테에프엔디 청주3차 아이파크 팬트리 
시스템가구(옵션)

2021.03.23—2021.05.31

31 ㈜수림아이디 대구 복현 아이파크 유상옵션팬트리 2021.03.23—2021.03.31
32 ㈜수림아이디 병점역 아이파크캔슬 팬트리 2021.03.23—2021.03.31
33 김태우 압구정 현대아파트 2021.03.25—2021.05.28
34 롯데건설㈜ 가야3구역 옵션 2021.03.31—2022.09.30
35 두산건설㈜ 안양 구사거리지구(호계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04.01—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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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71 ㈜대우건설 수지 스카이뷰발코니옵션 시스템선반 2020.01.02—2020.11.30
72 금호건설㈜ 청주 율량 사천 재건축 2020.01.02—2020.12.26
73 ㈜포스코건설 송도 E5블록 주상복합사업(시공) 2020.01.03—2020.07.28
74 ㈜포스코건설 송도 E5블록 주상복합사업 옵션 2020.01.16—2021.01.31
75 ㈜한샘 한신 부산 괴정 시스템가구 2020.01.20—2021.02.28
76 ㈜미젠드 남양건설 광주 봉선동 주상복합 2020.01.20—2021.03.31
77 신세계건설㈜자유CC 빌리브트레비체(광주 농성동) 2020.01.28—2020.10.31
78 금호건설㈜ 순천선평어울림2차 중 시스템선반 2020.01.28—2020.08.31
79 계룡건설산업㈜ 대전 중구 목동3구역 2020.01.28—2020.08.31
80 SK에코플랜트㈜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20.01.31—2020.10.31
81 ㈜한화건설 덕천2–1 재건축 일반옵션 중 시스템가구 2020.02.10—2020.02.29
82 ㈜한화건설 덕천2–1 재건축 도급옵션 중 시스템가구 2020.02.18—2020.04.26
83 ㈜한화건설 덕천2–1 재건축 중 시스템가구 2020.02.10—2020.02.29
84 대평건업㈜ 서울 양원 S–2BL 아파트 

2공구(시티건설)
2020.03.03—2020.08.15

85 대평건업㈜ 수원 한국아델리움 57 1단지, 2단지 2020.03.05—2021.01.25
86 대평건업㈜ 고흥 승원펠리체 더 퍼스트 아파트 2020.03.05—2021.01.25
87 ㈜스페이스맥스 신세계건설 빌리브파비오더까사(자곡동) 2020.03.05—2021.01.25
88 롯데건설㈜ 의정부 중앙생활권 2구역 옵션 2020.03.06—2021.03.25
89 삼성물산㈜ 부산 EDC 스마트빌리지 신축사업(시공) 2020.03.04—2020.07.31
90 일성건설㈜ 전남 구례 백련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0.03.05—2020.12.17
91 아이에스동서㈜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하자처리) 2020.03.11—2020.05.31
93 ㈜태영건설 시흥 장현 A–3BL아파트 12공구 2020.03.16—2021.03.31
94 지에스건설㈜ 일산 자이 2차 시스템가구 전도 방지대 

설치
2020.03.25—2021.02.19

95 삼환기업㈜ 광주 첨단 오피스텔 시스템가구 2020.03.26—2020.07.31
96 ㈜대평에스테이트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2020.03.26—2020.07.31
97 ㈜이웨이 평택고덕 중상11–1–2, 3 블럭 견본주택 2020.03.27—2020.06.30
98 ㈜한화건설 포레나 경기 양평 공동주택 2020.03.05—2020.03.31
99 ㈜한화건설 포레나 경기 양평 일반옵션 시스템가구 2020.03.31—2020.06.30
100 ㈜한화건설 포레나 경기 양평 도급옵션 시스템가구 2020.03.05—2020.03.31
101 디엘이앤씨㈜ 순천조곡동 공동주택 현장(대림산업) 2020.03.30—2021.01.31
102 ㈜한화건설 전남 순천 공동주택 2020.04.05—2020.12.31
103 ㈜한화건설 전남 순천 공동주택 일반옵션 2020.04.03—2020.06.30
104 ㈜한화건설 전남 순천 공동주택 도급옵션 2020.04.06—2020.11.30
105 SK에코플랜트㈜ 평택역 SK VIEW 시스템가구 2020.04.13—2020.11.30
106 ㈜대우건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수원고등지구) 2020.04.13—2022.01.15

2021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36 대평건업㈜ 진주 스위트포레강남 중 욕실장 2020.01.02—2020.11.30
37 ㈜포스코건설 송도국제도시(F20–1,F25–1) 2020.01.02—2020.12.26
38 ㈜우방 화성 기안1BL우방아이유쉘 

시스템가구납품(기본)
2020.01.03—2020.07.28

39 ㈜우방 화성 기안1BL우방아이유쉘 
시스템가구납품(확장)

2020.01.16—2021.01.31

40 ㈜우방 화성 기안2BL우방아이유쉘 
시스템가구납품(기본)

2020.01.20—2021.02.28

41 ㈜우방 화성 기안2BL우방아이유쉘 
시스템가구납품(확장)

2020.01.20—2021.03.31

42 ㈜대우건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발코니옵션공사 2020.01.28—2020.10.31
43 동부건설㈜ 대구두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가구 2020.01.28—2020.08.31
44 정림포리스트㈜ 화성 동탄 B13BL 우남 퍼스트빌 2020.01.28—2020.08.31
45 두산건설㈜ 울산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시스템가구 2020.01.31—2020.10.31
46 금호건설㈜ 전남영광아파트 2020.02.10—2020.02.29
47 대양종합건설 여의도 아리스타 오피스텔 2020.02.18—2020.04.26
48 ㈜현대리바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어울림효자 시스템가구 2020.02.10—2020.02.29
49 ㈜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지급자재비 2020.03.03—2020.08.15
50 ㈜대우건설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 지급자재비 2020.03.05—2021.01.25
51 한국토지주택공사 디자인공모를 통한 가구류 물품구매 2020.03.05—2021.01.25
52 롯데건설㈜ 철산동 주공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020.03.05—2021.01.25
53 대평건업㈜ 화성 남양뉴타운 C2BL 리젠시빌란트 신축공사 2020.03.06—2021.03.25
54 ㈜인디자인 마포퐁농 복합타워 신축공사(1공구) 2020.03.04—2020.07.31
55 롯데건설㈜ 마포퐁농 복합타워 신축공사(마포오피스텔) 2020.03.05—2020.12.17
56 계룡건설산업㈜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A1–6블럭 2020.03.11—2020.05.31
57 계룡건설산업㈜ 화성 동탄2 A–87BL 뉴스테이 2020.03.16—2021.03.31
58 대평건업㈜ 구례 청담웰피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시스템가구 2020.03.25—2021.02.19
59 ㈜대평에스테이트 광주 서구 농성동 영무예다음 주상복합 2020.03.26—2020.07.31
60 계룡건설산업㈜ 대구 남구 대명역 골안 재건축 2020.03.26—2020.07.31
61 롯데건설㈜ 의정부 중앙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0.03.27—2020.06.30
62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 A–2BL 아파트(건축) 2020.03.05—2020.03.31
63 ㈜한얼알앤디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재개발공사 오피스텔 2020.03.31—2020.06.30
64 일성건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공동주택 신축사업 2020.03.05—2020.03.31
65 금호건설㈜ 광주우산재개발 중 시스템가구 2020.03.30—2021.01.31
66 한신공영㈜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발코니확장공사 2020.04.05—2020.12.31
67 ㈜위다스 일진 진주강남동 134세대별 옵션시스템(계약1) 2020.04.03—2020.06.30
68 ㈜위다스 일진 진주강남동 134세대별 욕실장(계약2) 2020.04.06—2020.11.30
69 ㈜위다스 일진 진주강남동 134세대별 중문(계약3) 2020.04.13—2020.11.30
70 금호건설㈜ 전주효자재개발 중 시스템선반 2020.04.13—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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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1 ㈜대우건설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현장 2020.01.02—2020.11.30
2 계룡건설산업㈜ (시공책임형CM) 의정부 고산 S3BL 2020.01.02—2020.12.26
3 지에스건설㈜ 일광 자이푸르지오(부산) 2020.01.03—2020.07.28
4 ㈜포스코건설 하남 감일지구 B6,C2,C3블럭 공동주택 2020.01.16—2021.01.31
5 ㈜대우건설 하남 포웰시티발코니옵션사업 시스템선반 2020.01.20—2021.02.28
6 현대산업개발 대구 북구 복현동 201–3 2020.01.20—2021.03.31
7 SK건설㈜ 송도 SK VIEW(Plus Option) 2020.01.28—2020.10.31
8 SK건설㈜ 공덕 SK Leaders VIEW 2020.01.28—2020.08.31
9 SK건설㈜ 공덕 SK (Plus Option) 2020.01.28—2020.08.31
10 ㈜코테에프엔디 부산 서면 아이파크 팬트리 시스템가구(옵션) 2020.01.31—2020.10.31
11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경기)– 손끼임방지 2020.02.10—2020.02.29
12 금호산업㈜ 동해 천곡 어울림 2020.02.18—2020.04.26
13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경기)–손끼임방지 추가 2020.02.10—2020.02.29
14 대보건설㈜ 제주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2020.03.03—2020.08.15
15 ㈜한화건설 거제 장평 APT 2020.03.05—2021.01.25
16 ㈜한화건설 거제 장평 APT 무상옵션 2020.03.05—2021.01.25
17 ㈜한화건설 거제 장평 재건축 일반옵션 2020.03.05—2021.01.25
18 아이에스동서㈜ 부산 봉래 1구역 주택재개발 2020.03.06—2021.03.25
19 지에스건설㈜ 한강 메트로자이 3단지(경기) 2020.03.04—2020.07.31
20 지에스건설㈜ 신길 파크자이(서울) 2020.03.05—2020.12.17
21 ㈜코테에프엔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팬트리 시스템가구 2020.03.11—2020.05.31
22 ㈜삼라 인천 오류 우방아이유쉘 2020.03.16—2021.03.31
23 양우건설㈜ 주월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020.03.25—2021.02.19
24 롯데건설㈜ 부산 연산6구역(연산롯데캐슬) 2020.03.26—2020.07.31
25 롯데건설㈜ 부산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옵션) 2020.03.26—2020.07.31
26 롯데건설㈜ 시스템가구 옵션분 (용인 성복동) 2020.03.27—2020.06.30
27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경기)–시스템선반장 2020.03.05—2020.03.31
28 롯데건설㈜ 시스템가구'16 (용인 성복동 공동주택) 2020.03.31—2020.06.30
29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경기)–시스템선반장 2020.03.05—2020.03.31
30 롯데건설㈜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2020.03.30—2021.01.31
31 지에스건설㈜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경기) 2020.04.05—2020.12.31
32 롯데건설㈜ 옵션공사 116타입 (용인 성복동 공동주택) 2020.04.03—2020.06.30
33 롯데건설㈜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옵션공사(시스템가구) 2020.04.06—2020.11.30
34 롯데건설㈜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드림라인월 2020.04.13—2020.11.30
35 SK건설㈜ 루원시티 1BL 2020.04.13—2022.01.15

2021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107 ㈜대평에스테이트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호림건설) 2020.01.02—2020.11.30
108 지에스건설㈜ 일산 자이3차 중 선반장 추가 발주 구입결의 2020.01.02—2020.12.26
109 ㈜토푸 아이에스동서 덕은동 에일린의뜰 신축공사 2020.01.03—2020.07.28
110 ㈜호반건설 평택고덕 2차(기본) 2020.01.16—2021.01.31
111 ㈜호반건설 평택고덕 2차(확장) 2020.01.20—2021.02.28
112 ㈜호반건설 평택고덕 2차(옵션) 2020.01.20—2021.03.31
113 두산건설㈜ 중앙생활권2구역(의정부역) 2020.01.28—2020.10.31
114 ㈜대우건설 동삼하리(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발코니옵션사업
2020.01.28—2020.08.31

115 대방산업개발 포항 펜타시티1 대방 엘리움 A1BL(기본) 2020.01.28—2020.08.31
116 대방산업개발 포항 펜타시티1 대방 엘리움 A1BL(확장) 2020.01.31—2020.10.31
117 대방산업개발 포항 펜타시티2 대방 엘리움 A3BL(기본) 2020.02.10—2020.02.29
118 대방산업개발 포항 펜타시티2 대방 엘리움 A3BL(확장) 2020.02.18—2020.04.26
119 ㈜포스코건설 수원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 2020.02.10—2020.02.29
120 ㈜포스코건설 광주오포 1차(시공) 2020.03.03—2020.08.15
121 ㈜포스코건설 광주오포 1차(발코니) 2020.03.05—2021.01.25
122 ㈜한샘 한화 천안 두정 시스템가구 2020.03.05—2021.01.25
123 동문건설㈜ 울산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신축공사(기본) 2020.03.05—2021.01.25
124 동문건설㈜ 울산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신축공사(확장) 2020.03.06—2021.03.25
125 보광종합건설㈜ 여수 웅천 레지던스 2020.03.04—2020.07.31
126 아이에스동서㈜ 덕은 DMC 에일린의 뜰 신축공사 2020.03.05—2020.12.17
127 ㈜스페이스맥스 신세계 대구범어2차 2020.03.11—2020.05.31
128 ㈜현대리바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 시스템가구 2020.03.16—2021.03.31
129 지에스건설㈜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인천) 2020.03.25—2021.02.19
130 대보건설㈜ 파주운정 A–34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2020.03.26—2020.07.31
131 ㈜대우건설 동대구 푸르지오브리센트 견본주택 지급자재 2020.03.26—2020.07.31
132 계룡건설산업㈜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2020.03.27—2020.06.30
133 현대엔지니어링㈜ 광주 소촌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2020.03.05—2020.03.31
134 ㈜수림아이디 청주가경 4단지 팬트리 

시스텝가구(옵션)납품
2020.03.31—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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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36 SK건설㈜ 루원시티 2BL 2020.04.13—2022.01.15
37 SK건설㈜ 루원시티 1BL 발코니확장 2020.04.16—2022.01.15
38 SK건설㈜ 루원시티 2BL 발코니확장 2020.04.16—2022.01.15
39 ㈜현대리바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천안 2020.04.17—2021.03.30
40 ㈜반도건설 대구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05.15—2022.08.31
41 에스엠상선㈜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2차 

공동주택(기본)
2020.05.26—2021.05.31

42 에스엠상선㈜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2차 
공동주택(확장)

2020.05.26—2021.05.31

43 ㈜포스코건설 부산명지복합 2,3블록 공동주택 2020.05.29—2020.10.31
44 금호산업㈜ 창원가포 S–1 2020.12.01—2021.03.26
45 지에스건설㈜ 주안3구역 시스템선반 사전입찰 구입결의 2020.06.01—2022.12.31
46 ㈜금강주택 양주회천 A22BL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2020.06.01—2023.01.31
47 대우조선해양건설 평택 뉴비전 엘크루 시스템가구공사 2020.06.01—2021.10.31
48 ㈜현대리바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녹번역 시스템가구 2020.06.06—2021.03.30
49 ㈜호반건설 경산하양A1 2020.07.03—2021.02.28
50 ㈜호반산업 경산진량선화 공동1 2020.06.17—2020.08.24
51 롯데건설㈜ 상도역세권 공동주택 신축사업 2020.06.25—2021.01.31
52 ㈜호반산업 평택 고덕지구A–22블록 호반베르디움 2020.07.01—2021.06.30
53 ㈜스페이스맥스 신세계건설 하남덕풍복합개발 현장 2020.07.06—2021.02.28
54 대평건업㈜ 용봉동 한국 아델리움 비엔날레 2차 2020.07.15—2021.03.30
55 ㈜대평에스테이트 순천 가곡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2020.07.15—2021.10.31
56 ㈜대우건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발코니옵션 2020.07.27—2021.05.31
57 대림산업㈜ 순천조곡동 공동주택 현장 2020.08.10—2022.11.30
58 ㈜대광건영 유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020.08.07—2022.02.28
59 ㈜대광건영 인천 검단지구 AA12–1BL 공동주택 2020.08.07—2022.07.31
60 ㈜동양건설산업 하남미사 파라곤 주상복합 신축공사 2020.08.07—2021.04.30
61 현대건설㈜ 충주호암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2020.08.10—2021.06.16

62 ㈜우방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1단지 (기본) 2020.05.29—2022.01.15
63 ㈜우방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1단지 (확장) 2020.05.29—2022.01.15
64 우방산업㈜ 인천 오류 우방아이유쉘 공동주택 2020.03.16—2021.03.31
65 디에스종합건설㈜ 신용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시스템가구 2020.08.10—2021.03.30

2020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66 현대산업개발 대전 IPARK CITY1,2단지 2020.08.20—2021.10.31
67 지에스건설㈜ 보라매 자이(서울)–주문서 2020.09.01—2021.10.11
68 지에스건설㈜ 남산 자이하늘채(대구)–주문서 2020.09.15—2022.03.31
69 지에스건설㈜ 탑석 센트럴자이(경기)–주문서 2020.09.15—2021.12.31
70 지에스건설㈜ 세종 자이 e편한세상(세종)주문서 2020.09.15—2021.11.30
71 지에스건설㈜ 일산 자이3차(경기)–주문서 2020.09.01—2022.02.28
72 지에스건설㈜ 광주역 자연앤자이(경기)–주문서 2020.09.15—2021.11.30
73 SK건설㈜ 평택역 SK VIEW 2020.09.11—2021.10.15
74 SK건설㈜ 신흥 SK VIEW 2020.09.15—2022.04.30
75 대방건설㈜ 파주 운정1차 대방노블랜드 

A28블럭(기본)
2020.09.16—2021.06.30

76 대방건설㈜ 파주 운정1차 대방노블랜드 
A28블럭(확장)

2020.09.16—2021.06.30

77 ㈜대우건설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견본주택 
지급자재비

2020.08.24—2020.09.04

78 SK건설㈜ 철산역 SK VIEW 클래스티지(옵션) 2020.09.23—2022.03.31
79 ㈜대광건영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0.09.24—2022.02.15
80 SK건설㈜ 철산역 SK VIEW 클래스티지 2020.09.21—2022.03.31
81 현대산업개발 고척IPARK 욕실장 2020.10.05—2022.08.31
82 ㈜대우건설 운서역푸르지오 더스카이현장 시스템선반 2020.10.16—2021.07.20
83 ㈜대우건설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발코니 

(벽판넬)
2020.10.16—2021.08.31

84 롯데건설㈜ 인천 주안4구역 재개발사업 2020.10.26—2022.07.31
85 롯데건설㈜ 인천 주안4구역(옵션) 2020.10.26—2022.07.31
86 ㈜한화건설 거제 장평 APT 도급옵션 2020.10.26—2021.01.31
87 ㈜반도건설 양평 다문지구 공동1BL 반도유보라 2020.11.01—2023.06.30
88 ㈜포스코건설 대봉동 센트럴파크 1차 지역주택조합 2020.11.11—2022.02.28
89 ㈜포스코건설 대봉동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 2020.11.11—2022.02.28
90 대우산업개발㈜ 이안 센트럴 D현장 시스템가구공사 2020.11.23—2021.08.31
91 ㈜포스코건설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공) 2020.11.25—2022.07.31
92 ㈜포스코건설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옵션) 2020.11.25—2022.07.31
93 아이에스동서㈜ 대구 신암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 신축공사 2020.11.23—2021.10.31
94 ㈜ 대평에스테이트 세진건설 영광 성산 세진더이룸 2020.11.30—2021.04.30
95 보광종합건설 ㈜ 순천 조례2차 골드클래스 공동주택 2020.12.16—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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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96 보광종합건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골드클래스 2020.12.16—2022.05.31
97 보광종합건설㈜ 광주화정 골드클래스 주상복합 신축공사 2020.12.16—2022.09.30
98 ㈜포스코건설 평택 지제세교지구 1블록 공동주택 2020.12.18—2022.05.31
99 ㈜태영건설 효창6 재개발 2020.12.07—2022.02.28
100 대평건업㈜ 광주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주상복합 2020.12.01—2022.01.31
101 지에스건설㈜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경기) 추가 2020.12.24—2021.01.31
102 중흥건설㈜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A–5블럭 

중흥S클래스
2020.12.17—2023.12.13

103 대림산업㈜본사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현장(추가) 2020.12.23—2021.11.27

2019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1 롯데건설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2019.01.03—2020.08.31
2 두산건설 김해주촌개발신탁 2019.01.07—2019.12.31
3 케이알산업 파주운정 3A–12BL 아파트 2019.01.07—2020.06.25
4 미래도건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6–2 2019.01.16—2021.02.28
5 삼성물산 가락시영1단지재건축 2019.01.01—2019.03.31
6 대우건설 두호SK뷰푸르지오현장 2019.01.24—2020.01.31
7 GS건설 그랑시티자이 2019.01.30—2020.02.28
8 화성종합건설 다산리코빌 오피스텔 2019.03.07—2019.08.30
9 효성중공업 공릉동태릉현대아파트 신축 2019.03.08—2021.05.31
10 금호산업 서산테크노밸리 2019.03.12—2019.10.31
11 포스코건설 2019년 시스템가구 단가계약 2019.03.13—2020.02.29
12 GS건설 한강메트로자이3단지(경기) 2019.03.13—2020.07.31
13 보광종합건설 전주평화2차 골드클래스 신축 2019.03.14—2020.08.13
14 보광종합건설 전주평화3차 골드클래스 신축 2019.03.14—2020.08.13
15 에스엠상선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2차 2019.03.26—2021.05.31
16 우방산업 인천오류 우방아이유쉘 2019.03.26—2021.08.13
17 보광종합건설 구미국가산업단지 15블럭 2019.03.28—2019.11.30
18 대림산업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2019.03.29—2020.06.30
19 GS건설 킨텍스원시티(경기) 2019.04.04—2019.08.31
20 현대산업개발 산성역 포레스티아 2019.04.11—2020.06.30
21 롯데건설 구미도량 1,2주공 드림라인월 2019.04.17—2019.07.30
22 롯데건설 구미도량 1,2주공 재건축사업 2019.04.17—2019.07.31
23 대우건설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1) 2019.04.19—2020.01.31
24 대우건설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2) 2019.04.25—2020.01.31
25 효성중공업 청량리주상복합신축공사 2019.04.29—2022.11.30
26 태영건설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8BL 2019.05.01—2020.04.30
27 케이알산업 충남도청(내포)신도시 2019.05.01—2019.12.29
28 협성건설 부산 부암동 협성휴포레 2019.05.02—2020.07.31
29 대라종합건설 광주 첨단대라수2차 2019.05.10—2019.11.30
30 대라종합건설 광주 첨단대라수3차 2019.05.10—2019.12.31
31 중흥건설 광주 원주 반곡동 혁신도시 2019.05.10—2019.09.15
32 중흥건설 구로구 항동지구1블럭 2019.05.10—2019.12.06
33 중흥건설 화성동탄2지구 B2블럭 연립 2019.05.10—2019.08.13
34 중흥건설 화성동탄 2택지개발지구 B5 2019.05.10—2019.07.30
35 중흥건설 화성동탄 2택지개발지구 B6 2019.05.10—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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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36 중흥건설 화성동탄 2택지개발지구 B7 2019.05.10—2019.06.13
37 롯데건설 응암2구역 주택개발정비 2019.03.14—2020.05.31
38 한양 양양내곡 아파트 2019.05.13—2020.04.24
39 에스지건설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3차 2019.05.20—2020.12.31
40 대우건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2019.05.21—2020.05.31
41 태영건설 하남강일지구 임대주택 2019.05.23—2020.04.30
42 현대산업개발 부산진구 전포동 268번지 2019.05.14—2020.10.31
43 현대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티움 2019.06.23—2020.04.30
44 금강주택 시흥장현지구 2019.05.30—2020.12.31
45 금강주택 인천도화지구 2019.05.30—2020.12.31
46 고운시티건설 천안목천고운라피네 2019.06.07—2020.04.30
47 금호건설 동해천곡 금호어울림 2019.06.11—2020.03.31
48 동아건설산업 오송바이오폴리스 2019.06.20—2020.05.31
49 대보건설 대구 신서혁신도시 2019.06.28—2021.11.29
50 대우건설 평촌어바인퍼스트현장 2019.07.03—2021.01.27
51 한신공영 부천 소사역 주상복합 2019.07.03—2020.05.31
52 한신공영 양산 물금 한신더휴 2019.07.03—2020.11.30
53 한신공영 부산 일광지구 한신더휴 기타옵션 2019.07.04—2020.06.18
54 한신공영 부산 일광지구 한신더휴 2019.07.04—2020.06.18
55 현대엔지니어링 구미송정동 아파트 2019.07.15—2020.05.31
56 한신공영 밀양 내이동 발코니확장 2019.07.16—2020.05.31
57 이수건설 부라운스톤 계약 스카이 2019.07.16—2020.10.31
58 롯데건설 고덕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2019.07.17—2019.12.31
59 토담건설 고양 원흥 오피스텔 2019.07.25—2020.07.31
60 GS건설 킨텍스원시티(경기) 2019.07.31—2019.08.31
61 현대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019.08.20—2020.07.31
62 롯데건설 사당2구역 재건축 2019.08.26—2020.12.31
63 GS건설 킨텍스원시티(경기) 2019.07.01—2019.08.31
64 범양건영 천안두정 기업형 임대주택 2019.09.03—2020.06.28
65 영무건설 광주 대인동2차 도시형주택 2019.09.03—2019.12.31

2019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66 대림산업 고양삼송 4차 오피스텔 2019.09.04—2020.09.26
67 영무건설 대구 국가산업단지 A8블럭 2019.09.10—2020.11.30
68 현대비에스앤씨 더 테라스 레이크 2019.09.16—2020.04.30
69 양우건설 인제합강리 양우내안애 2019.09.23—2020.07.30
70 SK건설 과천2단지 주택재건축 2019.09.27—2021.01.31
71 SK건설 평촌 어바인 퍼스트 2019.09.27—2021.01.27
72 SK건설 과천 위버필드 2019.09.27—2021.01.31
73 보광종합건설 대구 수성구 중동 2019.10.04—2021.12.31
74 보광종합건설 주월동 골드클래스 2019.10.04—2021.05.30
75 중흥건설 고양 향동 공공주택지구 2019.10.18—2020.03.25
76 미래도이엔씨 인천검단지구 AA3BL 2019.10.21—2022.07.30
77 우방 연경우방아이유쉘 2019.10.22—2020.05.31
78 대우건설 과천푸르지오써밋플러스 2019.10.25—2020.03.31
79 롯데건설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2019.10.28—2020.05.31
80 GA건설 용봉동 지에이그린웰 2019.10.31—2020.08.30
81 혜림건설 광주광역시 신안동 2019.11.05—2020.08.06
82 문장건설 군산3차 대명동 하나리움 2019.11.05—2020.06.30
83 태왕건설 읍내동 태왕아너스 2019.11.05—2021.08.31
84 한신공영 고성 천진리 한신더휴 2019.11.11—2021.03.31
85 대방건설 파주운정 1차(확장) 2019.11.11—2021.06.30
86 대방건설 파주운정 1차(기본) 2019.11.11—2021.06.30
87 GS건설 그랑시티자이(경기) 2019.11.13—2020.02.28
88 금호산업 평택고덕 2019.11.18—2020.10.09
89 롯데건설 사당2구역 옵션 2019.11.19—2020.12.31
90 효성중공업 대구감상동주거복합 2019.11.20—2023.03.31
91 효성중공업 대구만촌동주상복합 2019.11.20—2022.12.31
92 한국건설 무안 오룡지구 한국아델리움 2019.11.22—2020.10.31
93 태왕건설 동구 방촌역 태왕아너스 2019.11.22—2021.02.28
94 영무건설 용도지구 주택재개발 2019.11.22—2020.09.30
95 대방건설 전주혁신도시 2019.11.25—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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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Glazing
유리공사
1997년부터 매년 선정된 100대 건설사로부터 성실함을 바탕으로 시공을 
완벽하게 완성했으며, 다방면의 기술축적으로 어떠한 현장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pplication Portfolio
연도별 시공실적: 건축 및 시설물 유리공사

2021 손끼임방지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기간
1 롯데건설 청량리 4구역 2021.03.11—2023.07.31
2 대광건영 인천 검단지구 AA12–1BL 2021.04.07—2022.07.15
3 대광건영 광주 유동 2021.05.27—2022.02.24
4 대원건설 이천 증포 2차 2021.05.31—2021.08.31
5 대광건영 광주 금호동 2021.06.04—2022.02.28
6 롯데건설 자양1구역 2021.11.23—2023.11.11
7 대방산업개발 김포 마송1차 2021.12.06—2023.03.31
8 대방산업개발 충남 내포 1,2차 2021.11.29—2022.12.31
9 대광건영 평택 고덕 A–44BL 2021.12.24—2022.06.15
10 대광건영 양주 삼숭 41, 42BL 2021.12.2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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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품목
1 유승건설 파주 운정 신도시 샤워부스
2 현대산업개발 대구 복현 아이파크 샤워부스
3 호반산업 인천 청라 6차 샤워부스
4 금강주택 하남 감일 B1BL 7공구 샤워부스
5 유승종합건설 시흥 장현 C4BL 샤워부스
6 HDC 아이앤콘스 논현 아이파크 샤워부스
7 동부건설 주안7구역 샤워부스
8 대광건영 인천 불로동 44–1BL 샤워부스
9 한라 수원역 샤워부스
10 현대산업개발 청주 가경 3차 샤워부스
11 현대산업개발 대전 아이파크시티 1,2단지 샤워부스
12 한화건설 하남미사 오피스텔 샤워부스
13 서희건설 남양주 부평 샤워부스
14 신한종합건설 안양 2차 샤워부스
15 한라 김해 삼계 두곡 샤워부스
16 한라 샤보이시티 잠실 샤워부스
17 대우산업개발 iaan 동해 센트럴 샤워부스
18 서희건설 이천 안흥 샤워부스
19 현대산업개발 고척 아이파크 샤워부스
20 효성중공업 홍제3구역 샤워부스
21 포스코건설 대봉동 센트럴파크 1차 샤워부스
22 포스코건설 대봉동 센트럴파크 2차 샤워부스
23 대원 대구 동인동 샤워부스
24 대우산업개발 iaan 센트럴 D 샤워부스
25 서희건설 대구 내당 3지구 샤워부스
26 서희건설 광양 덕례 샤워부스
27 대우산업개발 천호동 오피스텔 1차 샤워부스
28 대우산업개발 천호동 오피스텔 1차 샤워부스
29 현대산업개발 역삼 센트럴 샤워부스
30 한화건설 용인 동천 주상복합 샤워부스
31 유승건설 파주운정신도시 욕실장
32 대우건설 과천푸르지오써밋 욕실장
33 HDC 아이앤콘스 논현 아이파크 욕실장
34 한화건설 하남 미사 오피스텔 욕실장
35 포스코건설 인천 십정 2구역 욕실장
36 계룡건설 위례 A1–3 욕실장
37 한화건설 제주 연동 욕실장
38 신한종합건설 안양 2차 욕실장
39 효성중공업 홍제 3구역 욕실장
40 서희건설 대구 내당 3지구 욕실장
41 현대산업개발 고척 아이파크 욕실장

2020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품목
42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영신 중문
43 현대엔지니어링 부산 명륜2차 중문
44 현대엔지니어링 부천 중동 주상복합 중문
45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감삼동 중문
46 에이원종합건설 다산지금 8–2BL 트윈타워 A동 20T포셀린타일
47 에이원종합건설 다산지금 8–2BL 트윈타워 B동 20T포셀린타일
48 라움종합건설 삼양동 청년주택 A,B동 20T포셀린타일
49 백일개발 장안동 리모델링 현장 20T포셀린타일
50 (유)영우종합건설 다성본빌 근생 및 도시형 신축공사 20T포셀린타일
51 서훈종합건설 목동 535–16 현장 20T포셀린타일
52 건국종합건설 회기동 60–111 신축공사 20T포셀린타일
53 인우종합건설 논현동 223–1 20T포셀린타일
54 GS건설 일광 자이 푸르지오 손끼임방지
55 GS건설 안산 그랑시티자이 손끼임방지
56 모아종합건설 화성 송산그린시티 EAA10BL 손끼임방지
57 모아종합건설 시흥 장현 C–2 블록 손끼임방지
58 모아종합건설 경기 광주 쌍동 손끼임방지
59 대림산업 고양 삼송 4차 손끼임방지
60 삼호 대전 법동 손끼임방지
61 미래도건설 양주옥정 A6–2 손끼임방지
62 대방건설 양주옥정2차(A4–2BL) 손끼임방지
63 한라 부평 오피스텔 손끼임방지
64 대방건설 양주회천1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65 대방건설 인천검단2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66 대방건설 인천검단3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67 대방건설 양주옥정1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68 대방건설 파주운정1차 (A–28블럭) 손끼임방지
69 대방건설 인천송도1차 대방디엠시티 손끼임방지
70 대방건설 화성송산6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71 대방건설 화성송산5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72 대방건설 인천검단1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73 대방건설 의정부고산1차 대방노블랜드 손끼임방지
74 대방건설 대구국가산단1차 손끼임방지
75 대방건설 고양덕은1차 손끼임방지
76 롯데건설 가야3구역 주택재개발 손끼임방지
77 대광건영 대전 유성구 봉산동 공동주택 손끼임방지
78 대광건영 목포산정 대광로제비앙 손끼임방지
79 대광건영 인천불로동 44–1BL 손끼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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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품목
1 대원 동남1차대원칸타빌 샤워부스
2 대원 동남2차대원칸타빌 샤워부스
3 시티건설 보령명천지구B–4BL 샤워부스
4 시티건설 청주동남지구B–2BL 샤워부스
5 시티건설 천안불당지구업무 1BL 샤워부스
6 시티건설 신진주 E–1BL 샤워부스
7 시티건설 청주동남지구 B–1BL 샤워부스
8 현대산업개발 백련산 SK view 샤워부스
9 대우건설 포항두호SK뷰 푸르지오 샤워부스
10 양우건설 상무마륵동지역주택조합 샤워부스
11 한화건설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샤워부스
12 계룡건설 양주옥정A20(2),20(3) 샤워부스
13 태영건설 양주옥정A20(2),20(3) 샤워부스
14 현대산업개발 서면아이파크 샤워부스
15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노형 샤워부스
16 현대산업개발 전주서신 아이파크 샤워부스
17 서희건설 남양주진주주택재건축 샤워부스
18 동부건설 의정부고산 S5BL 아파트2공구 샤워부스
19 현대산업개발 서초동주상복합 샤워부스
20 한화건설 웅천 아일랜드 샤워부스
21 한화건설 세종 주상복합 샤워부스
22 한화건설 세종 주상복합 판매시설 샤워부스
23 효성중공업 평택소사벌테라스하우스 샤워부스
24 효성중공업 광교오피스텔신축공사 샤워부스
25 현대산업개발 부평아이파크 샤워부스
26 한화건설 웅천 테라스 1단지 샤워부스
27 한화건설 웅천 테라스 2단지 샤워부스
28 대우건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 1BL 샤워부스
29 대우건설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샤워부스
30 금호건설 김포양곡개발리츠 샤워부스
31 양우건설 양산주진동 샤워부스
32 포스코건설 송도더샵센트럴시티(RM2) 샤워부스
33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흥 센터하임 (증액) 샤워부스
34 대우건설 장성푸르지오 샤워부스
35 대광건영 대구연경지구 C–1BL 샤워부스
36 대우건설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샤워부스
37 신해공영 부산해운대뷰티크테라스호텔 샤워부스
38 현대산업개발 당산센트럴 IPARK 샤워부스
39 시티건설 당진 대덕수청지구 A2BL 샤워부스
40 시티건설 신진주 E–2BL 샤워부스
41 시티건설 대구안심 샤워부스
42 시티건설 당진 대덕수청지구 A3–1BL 샤워부스
43 시티건설 아산탕정지구 2–A4블럭 샤워부스

2019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품목
44 SK건설 평촌어바인퍼스트 샤워부스
45 SK건설 과천위버필드 샤워부스
46 현대산업개발 별내역 아이파크 샤워부스
47 신한종합건설 안양 신한헤센 주상복합1차 샤워부스
48 금호건설 평택고덕 A–11BL 샤워부스
49 현대썬앤빌 삼송역현대헤리엇 샤워부스
50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레이크 신축공사 샤워부스
51 한라 김해북부 한라비발디 샤워부스
52 대우건설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시티 샤워부스
53 두산건설 신정뉴타운 제 1구역 재개발사업 샤워부스
54 현대산업개발 여주현암지구 샤워부스
55 현대산업개발 대구연경지구 샤워부스
56 광원건설 청라 매그놀리아2 신축공사 샤워부스
57 한라 당진수청지구 공동주택신축공사 샤워부스
58 포스코건설 용인동천3지구 공동주택신축공사 샤워부스
59 일성건설 김포구래오피스텔 샤워부스
60 일성건설 영종도 운서동 스카이탑 샤워부스
61 효성중공업 부산용호3구역 주택재개발 샤워부스
62 현대산업개발 병점역 아이파크 샤워부스
63 현대산업개발 꿈의 숲 아이파크 샤워부스
64 대우건설 포항두호SK뷰 푸르지오 욕실장
65 대림산업 성남금광1구역 욕실장
66 포스코건설 장암4구역 욕실장
67 양우건설 상무마륵동지역주택조합 욕실장
68 대우건설 의왕장안파크2차 욕실장
69 대우건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 욕실장
70 한화건설 세종주상복합 욕실장
71 한화건설 세종 주상복합 판매시설 욕실장
72 효성중공업 평택소사벌테라스하우스 욕실장
73 효성중공업 광교오피스텔신축공사 욕실장
74 GS건설 동천자이 2차 경로당 욕실장
75 대우건설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욕실장
76 현대산업개발 일산3구역 2차 욕실장
77 디에스종합건설 신용동 오피스텔 (광주첨단2지구) 욕실장
78 양우건설 양산주진동 욕실장
79 현대산업개발 송도재미동포타운 (증액) 욕실장
80 현대산업개발 영통아이캐슬파크1BL 욕실장
81 SK건설 평촌어바인퍼스트 욕실장
82 대우건설 미사역마이움푸르지오시티 욕실장
83 SK건설 과천위버필드 욕실장
84 신한종합건설 안양 신한헤센 주상복합1차 욕실장
85 현대산업개발 산성역 포레스티아 욕실장
86 유승건설 파주운정신도시 욕실장



98 99DS/CE/UF Application for ConstructionSolutions 동성사/창의인터내셔날/유니퍼 통합 지명원 DS: Dongsungsa Inc. / CE: ChangE International Inc. / UF: Unifur Inc.

2019

순번 계약처 계약명 공사품목
87 대우건설 과천푸르지오써밋 욕실장
88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3–3생활권 중문
89 현대산업개발 당산 센트럴 IPARK 중문
90 현대엔지니어링 위례 A3–4A블럭 중문
91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범어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중문
92 현대엔지니어링 구미 송정동 중문
93 GS건설 일광 자이 푸르지오 손끼임방지
94 GS건설 안산 그랑시티자이 손끼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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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Door System
슬라이드 도어 시스템
주식회사 유니퍼는 2017년 시스템 중문 출시 후 100건 이상의 시공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신뢰와 안정성은 대량으로 진행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입니다.

Application Portfolio
연도별 시공실적: 실내 공간 분할 시스템

2021

순번 건설사 현장명 공사기간
1 GS건설 세종6–3 2021.05.26—2024.04.30
2 GS건설 무등산자이 2021.04.22—2022.09.30
3 GS건설 영통자이 2021.08.01—2022.08.31
4 GS건설 포항자이애서턴 2021.11.26—2026.04.30
5 계룡건설 대전천동 2021.06.18—2024.06.30
6 계룡건설 송산그린시티 2021.10.05—2023.10.31
7 계룡건설 세종서북부 2021.12.31—2024.07.31
8 금호건설 무등산어울림 2021.05.13—2022.09.30
9 대광건영 광주산정동
10 대광건영 양주옥정41,42블럭 2021.07.07—2022.07.15
11 대광건영 인천검단12–1블럭 2021.07.07—2022.07.31
12 대광건영 양주회천19블럭 2021.08.19—2023.01.31
13 대우건설 광명2R 2023.01.01—2024.06.30
14 대우건설 해운대센트럴 2022.01 완료
15 대우건설 광명센트베르 (광명15) 2021.09.27—2022.10.30
16 대우건설 안산브리파크 2023.02.28 완료
17 대우건설 광양푸르지오 2021.03.24—2021.10.31
18 대우건설 중촌푸르지오(옵션) 2021.02.01—2022.03.31
19 대우건설 성남판교 2021.05.31 완료
20 대우건설 검암역로얄파크1.2단지 2023.06 완료
21 대우건설 광명포레나 (광명14) 2023.09.30 완료
22 대우건설 여주역센트러빌 2021.07.13—2021.12.31
23 대원건설 이천증포3지구2블럭 2021.08.31 완료
24 동부건설 동두천지행동 2021.04.09—2024.05.31
25 동부건설 이천안흥동
26 롯데건설 춘천약사 2021.09.06—2022.07.31
27 롯데건설 주안4구역 2021.10.25—2022.07.31
28 모아건설 완주운곡지구2블럭 2022.04.01—2023.05.31
29 신성건설 벽산빌라가로주택 2021.04.30—2022.02.28
30 예술디자인 금호건설 광주무등산 2021.06.10—2022.09.30
31 우미건설 군산,진주역세권
32 일성건설 삼척지역주택조합 2019.07.15—2021.12.31
33 일성건설 속초교동 2021.03.26—2021.11.06
34 일성건설 인천학익2재개발 2021.09.01—2022.05.31
35 일성건설 김포풍무2지구 2021.08.09—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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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건설사 현장명 공사기간
36 태왕이앤씨 대구고성동 2021.06.15—2025.07.21
37 태왕이앤씨 대구동인시영가로주택 2021.09.01—2023.09.30
38 태왕이앤씨 LH평택고덕A39블럭 2021.07.21—2023.10.01
39 태왕이앤씨 포항시오천읍 2021.09.01—2023.09.30
40 포스코건설 주안4구역 2021.03.10—2022.07.30
41 한신공영 세종1–5 (확장) 2021.10.28—2022.04.30
42 한신공영 세종1–5 (기본) 2021.10.28—2022.04.30
43 한화건설 천안두정 2021.01.07—2022.03.31
44 한화건설 덕천2–1재건축 2021.07.05—2022.08.31
45 한화건설 덕천2–1재건축일반 2021.07.05—2022.08.31
46 한화건설 덕천2–1재건축옵션 2021.07.05—2022.08.31
47 한화건설 인천루원시티2블럭 2021.08.06—2022.11.14
48 한화건설 포레나순천(전남) 2021.09.24—2023.01.31
49 현대건설 르피에드(문정동) 2021.02.15—2022.09.30
50 현대건설 장안동오피스텔 2021.01.29—2024.06.30
51 현대건설 고양덕은11.12블럭 2021.04.08—2024.05.31
52 현대건설 지제역 2021.09.15—2022.12.07
53 현대엔지니어링 부천중동 2022.02.28 완료
54 현대엔지니어링 대구황금동 2021.01.08—2022.03.28
55 현대엔지니어링 여수죽림 2021.03.01—2021.11.28
56 현대엔지니어링 전남화순 2021.04.01—2021.07.28
57 현대엔지니어링 판교알파돔 2021.04.01—2022.08.28
58 현대엔지니어링 신림강남아파트 2021.06.10—2022.03.31
59 현대엔지니어링 부산사하역 2021.09.17—2022.12.31
60 현대엔지니어링 대전도안지구오피스텔 2023.05.31 완료
61 현대엔지니어링 광주소천동 2021.12.02—2022.08.31
62 호림건설 광주익산송악 2021.11.15—2022.02.30
63 호반건설 송도5차M2 (1공구) 2021.03.29—2022.09.30
64 호반건설 송도5차M2 (2공구) 2021.03.29—2022.08.31
65 효성중공업 태릉현대아파트 2020.12.30—2021.12.31
66 효성중공업 부산민락동오피스텔 2022.10.31 완료
67 힘찬건설 하남미사3–4오피스텔 2021.08.10—2023.03.31

2020

순번 건설사 현장명 공사기간
1 GS건설 의정부역스카이자이 2020.07.01—2024.04.15
2 GS건설 일산자이3차 2020.08.31—2022.02.28
3 GS건설 용현자이크레스트 2022.02.01—2024.06.30
4 GS건설 평택지제역자이 2020.12.10—2023.03.31
5 금성백조 화성동탄2차예미지 2020.08.27—2021.10.06
6 금호건설 대봉교역금호어울림에듀리버 2022.01.01—2024.04.30
7 대광건영 대구연경대광로제비앙 2020.02.14—2020.08.30
8 대광건영 평택고덕A–44BL대광로제비앙 2021.03.17—2022.06.30
9 대광건영 대전유성대광로제비앙 2021.03.17—2022.06.30
10 대방건설 양주옥정신도시A–2BL대방노블랜드3차 2020.08.01—2023.03.31
11 대방산업개발 김포마송–B–1BL대방엘리움 2020.10.05—2023.03.31
12 디에스종합건설 인천루원시티주상4BL주상복합 2020.11.25—2023.02.28
13 디에스종합건설 양주옥정지구A17–1BL대성베르힐 2020.11.25—2022.10.30
14 디에스종합건설 인천검단신도시AB3–1BL대성베르힐 2020.11.25—2022.10.30
15 동부건설 울산사이언스빌리지 2020.04.10—2020.09.30
16 동부건설 반포현대아파트 2020.08.17—2021.07.31
17 롯데건설 과천2단지주택재건축 2020.03.28—2021.01.31
18 삼성물산 거제2구역재개발레미안 2020.03.01—2023.10.31
19 서해종합건설 군포서해그랑블 2020.06.23—2021.12.31
20 현대산업개발 비산자이아이파크 2020.10.27—2021.12.30
21 신동아건설 세종4–2생활권P2BL 2020.05.13—2021.11.30
22 삼중테크건설 시흥동211–18주택단지 2020.09.21—2021.01.31
23 원건설 청주탑동힐데스하임 2020.03.20—2022.11.30
24 원건설 천호힐데스하임 2020.01.02—2022.07.31
25 코오롱건설 대구남산4–4지구 2020.10.19—2022.03.31
26 태영건설 양산사송지구더샵데시앙 2020.07.13—2021.10.31
27 태왕이앤씨 이천동한마음주택재건축 2020.08.01—2022.12.31
28 포스코건설 주안4구역주택재개발 2021.03.22—2022.07.30
29 한화건설 익산부송동주상복합 2020.04.10—2021.05.31
30 한화건설 거제장평주공1단지주택재건축 2020.07.03—2021.01.25
3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2022.03.01—2024.04.30
32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정부역 2022.01.05—2024.02.30
33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만촌엘퍼스트 2021.10.01—2023.11.30
34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삼동역 2021.01.05—2023.05.30
3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지제역퍼스티움 2020.01.05—2022.12.30
3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대구봉덕새길재건축 2021.01.18—2023.05.30
37 효성중공업 홍제3구역주택재개발 2020.11.01—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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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순번 건설사 현장명 공사기간
1 모아건설 시흥장현지구모아미래도 2019.01.15—2020.07.31
2 대우건설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2019.01.23—2019.12.31
3 대우건설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2019.03.06—2020.02.28
4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세종3차 2019.03.15—2020.08.31
5 GS건설 태전파크자이 2019.04.04—2019.05.30
6 미진건설 해운대센텀미진이지비아 2019.04.09—2020.04.30
7 SK건설 과천위버필드 2019.04.18—2021.01.31
8 일성건설 대구광명아파트주택재건축 2019.04.29—2020.04.30
9 모아건설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 2019.04.30—2021.08.31
10 금호건설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2019.05.01—2021.04.30
11 ㈜효성중공업 평택소사벌테라스하우스 2019.05.24—2019.11.30
12 ㈜효성중공업 용산효성해링턴국제빌딩주변제4구역 2019.05.24—2020.04.30
13 롯데건설 화성반정지구롯데캐슬1.2블럭 2019.05.31—2021.12.31
14 한화건설 여수웅천더테라스1.2단지 2019.06.17—2020.02.29
15 한화건설 여수웅천아일랜드 2019.06.17—2020.06.30
16 서희건설 속초서희스타힐스더베이 2019.06.27—2020.01.16
17 롯데건설 주안캐슬&더샵에듀포레 2019.06.31—2021.08.31
18 GS건설 일산자이2차 2019.07.01—2020.11.30
19 대우건설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2019.07.29—2020.11.30
20 한신공영 세종1–5생활권 2019.08.05—2020.12.31
21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북위례 2019.08.19—2020.11.30
22 우방건설 진주평거우방스카이팰리스 2018.09.10—2019.06.30
23 한화건설 광교컨벤션무상옵션 2019.08.22—2020.10.31
24 한화건설 광교컨벤션본공사 2019.08.22—2020.10.31
25 SK건설 송도 SK VIEW 2019.09.26—2020.12.31
26 현대ENG 대구범어동지역주택조합 2019.10.24—2020.12.31
27 현대ENG 구미송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019.11.13—2020.05.31
28 포스코A&C 서초동루컴힐주택 2019.11.13—2019.12.31
29 금호건설 금호전남영광아파트 2019.11.18—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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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ngsa Inc.
주식회사 동성사 수상실적

Construction Licenses
등록증 & 인증서 보유현황

Awards
수상실적

Licenses
면허보유현황

2010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POSCO 
포스코 건설 대상 수상

2011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POSCO 
포스코 건설 대상 수상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HDC 
현대산업개발 대상 수상

2013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HDC 
현대산업개발 대상 수상

2017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POSCO 
포스코 건설 자재분야 최우수업체 선정

2018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GS 
GS 건설 대상 수상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LH 
LH분양주택 가구류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9 Awarded as the Grand Prize from Hoban 
호반건설 자재분야 최우수업체 선정

구분 증서명 세부사항

공사관련 전문건설업등록증 기계설비 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증 가스시설 시공업
전문건설업등록수첩 기계설비 공사업
소방시설업등록증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분 증서명 세부사항

인증서 품질경영인증서 ISO 9001 2005년 12월 획득
품질경영인증서 ISO 14001 2005년 12월 획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08년 11월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2013년 4월 신설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2013년 10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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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번호 권리 등록번호 발명의한글명칭
92 디자인 30–2019–0019395 방충망용 프레임
91 디자인 30–2019–0019396 방충망용 프레임
90 디자인 30–2019–0019397 방충망용 프레임
89 디자인 30–2019–0019398 방충망용 프레임
88 특허 10–2019–0030675 도어 틈새 손 끼임 방지장치
87 특허 10–2019–0030670 도어 틈새 손 끼임 방지장치
86 디자인 30–2019–0011252 바지 걸이대
85 디자인 30–2019–0011253 바지 걸이대용 걸이대
84 디자인 30–2019–0011254 바지 걸이대용 안내레일
83 디자인 30–2019–0011255 바지 걸이대용 지지 프레임
82 디자인 30–2019–0011276 자립식 시스템 가구
81 디자인 30–2019–0011277 자립식 시스템 가구용 지주
80 디자인 30–2019–0011278 자립식 시스템 가구용 선반 지지 프레임
79 디자인 30–2019–0011279 자립식 시스템 가구용 선반 연결 브라켓
78 특허 10–2018–0165986 미닫이문용 신체 끼임 방지 장치
77 디자인 30–2018–0055605 도어용 발끼임 방지구
76 디자인 30–2018–0055604 도어용 발끼임 방지구
75 특허 10–2018–0140112 슬라이딩 도어용 안내레일
74 디자인 30–2018–0034314 조립식 선반용 지주
73 디자인 30–2018–0034317 조립식 선반용 지주 프레임
72 디자인 30–2018–0034321 선반 지주용 마감캡
71 디자인 30–2018–0034322 선반 지주용 지지구
70 디자인 30–2018–0034302 조립식 선반용 지주
69 디자인 30–2018–0034304 조립식 선반용 지주 프레임
68 디자인 30–2018–0034309 선반 지주용 간격조절구
67 디자인 30–2018–0034310 조립식 선반용 지지구
66 디자인 30–2018–0034298 조립식 선반용 지주
65 디자인 30–2018–0029482 바지걸이대
64 디자인 30–2018–0029483 수납선반
63 디자인 30–2018–0029484 수납선반
62 디자인 30–2018–0029485 수납선반
61 디자인 30–2018–0029486 수납선반
60 디자인 30–2018–0029488 걸이구
59 디자인 30–2018–0029489 물품 보관대
58 디자인 30–2018–0029490 물품 보관대
57 디자인 30–2018–0029491 물품 보관대
56 디자인 30–2018–0029492 신발용 선반
55 특허 10–2018–0073616 각도 조절형 신발용 선반
54 디자인 30–2017–0040238 슬라이딩 도어용 프레임
53 디자인 30–2017–0040239 슬라이딩 도어용 프레임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기술, 생산시설, 디자인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자사는 2019년도 현재 90개 이상의 
특허, 디자인등록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있습니다

Patents & Certificates
특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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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번호 권리 등록번호 발명의한글명칭
12 디자인 30–2003–0018530 선반 받침대
11 디자인 30–2003–0014830 다용도실용 프레임
10 실용신안 329185 접힘 구조를 갖는 선반
9 실용신안 325438 접힘 구조를 갖는 수납장치
8 실용신안 266211 씽크대용 오물수거장치
7 실용신안 231740 조립식 칸막이의 연결구조
6 실용신안 244431 씽크대용 수납 선반의 설치구조
5 실용신안 189524 선반고정구
4 실용신안 199558 붙박이장 구조물의 설치구조
3 실용신안 186278 문짝 닫힌 고정구
2 실용신안 194937 삼선 피복 탈피구가 내장된 통신 케이블용 접속단자
1 특허 207284 가변식 테이블 프레임 연결구

목록

번호 권리 등록번호 발명의한글명칭
52 디자인 30–2017–0040240 도어 손잡이
51 디자인 30–2017–0029956 슬라이딩 도어용 레일
50 특허 10–2017–0082616 슬라이딩 도어용 안내레일
49 디자인 30–2017–0008994 선반용 받침대
48 특허 10–2016–0069286 샤워 부스
47 디자인 30–2016–0026600 샤워부스용 축 지지체
46 디자인 30–2016–0026603 샤워부스용 프레임
45 디자인 30–2016–0026608 샤워부스용 프레임
44 디자인 30–2016–0007368 가구용옷걸이봉지지구
43 디자인 30–2015–0055425 욕실장 도어용 코너 연결구
42 디자인 30–2015–0055426 욕실장 도어용 코너 연결구
41 특허 10–2015–0154056 욕실장용 슬라이딩 도어
40 디자인 30–2015–0051252 욕실장 도어용 프레임
39 디자인 30–2015–0051251 욕실장용 도어
38 특허 10–2015–0134876 가구용 선반 고정장치
37 디자인 30–2015–0046500 주방용 조명등
36 디자인 30–2015–0041555 주방용 선반
35 디자인 30–2015–0041556 샤워부스 도어용 손잡이
34 디자인 30–2013–0063813 욕실장
33 특허 10–2013–0108078 도어용 회전 지지장치 및 수납기능을 갖는 다용도실 또는 

드레스 룸용 도어장치
32 실용 20–2013–0006791 가구용 바퀴장치
31 디자인 30–2013–0018858 욕실장도어용레일
30 특허 10–2013–0037325 수납기능을 갖는 드레스 룸용 도어장치
29 특허 10–2013–0037325 수납기능을 갖는 드레스 룸용 도어장치
28 특허 10–2013–0025162 드레스 룸 시스템용 자립형 가구
27 디자인 30–2013–0006864 욕실장
26 특허 10–2012–0041279 선반용 높이조절장치
25 상표 40–2012–0022217 유니퍼 상표 도안
24 실용 20–2010–0010043 접철 구조를 갖는 선반
23 디자인 30–2010–0042471 선반 지지용 브라켓
22 디자인 30–2010–0040533 선반용프레임
21 디자인 30–2006–0002478 선반지지대
20 특허 10–0769114 가구용 선반 설치장치 
19 디자인 30–0460413 선반용 프레임 
18 특허 529532 다용도실의 조립식 도어장치
17 실용신안 387691 코너 수납대용 이동장치
16 실용신안 380827 선반지지 장치 제호
15 국제인증 ISO9001 품질인증
14 국제인증 ISO14001 환경인증
13 실용신안 371627 회전식 수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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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실
제휴, 입점, 납품, 제품 등과 관련된 모든 궁금점은 아래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
공휴일, 토 . 일요일 휴무 
월요일—금요일: 09:30—17:30

본사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367번길 29 (교문동) 
Tel.  031 · 554 · 9955 
Fax. 031 · 554 · 9933

제1공장
11190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오림포길 67 
Tel. 031 · 532 · 7886 
Fax. 031 · 534 · 8834

제2공장
11123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금강로 3894 
Tel. 031 · 532 · 7881 
Fax. 031 · 532 · 7882

Contacts & Locations
위치 및 연락정보

Sinc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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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reationYour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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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4
Introiducing an Intergrated proposal from 3 Companies 
with 3 Different Professional Solutions.

Bathroom system, storage system, space dividing system 
are core elements of the modern living culture.

3 Solutions

Copyright Notices . 저작권 명시
© 2022 by Dongsungsa Inc. All rights reserved. 
© 2022 주식회사 동성사 모든 권리 보유

사용된 도안과 사진은 법률 제9785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진, 시각적 구성요소, 글의 사용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사용한 당사자와 단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All content is property of Dongsungsa Inc. Any content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All other company names and product name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모든 내용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동성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허가 없이 복사해갈 수 없습니다. 
표시된 다른 모든 회사명과 고유상표 도안 및 제품명은 해당 회사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소개서는 주식회사 동성사의 제품 홍보 및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 향상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소개서의 모든 내용과 
구성은 주식회사 동성사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무단 복제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동성사 
창의인터내셔날 
유니퍼.

통합 지명원 3개의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3개의 기업이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Solutio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욕실공간, 수납공간, 
공간분할은 현대적인 주거문화에서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