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꾸준한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신일밸브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100% 고객만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기업, 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기업, 끊임없이 발전하는 

수준 높은 기업 창조를 약속드립니다.

기술과 품질로 인정 받은 50년!

SHIN IL VALVESHIN IL VALVE



안산 제2공장 전경

안산 본사 전경

이천 물류센타 전경

   수도용 적합인증 획득(     수도용 스테인리스 이형관)2015

HISTORY
   신일공업사 창립1972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2-10으로 확장이전1977

   품질관리기법 및 각종 검사설비 도입1979

   한국산업표준 KSB 2331(수도꼭지류) 허가 취득1980

   한국산업표준 KSB 6405 (난방용방열기 부속품) 허가 취득1981

   미국 KECKLEY社에 YOKE ARM 개발 수출1984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594-3으로 확장이전 (반월공단) 
   주물자동조형기 및 자동 사처리 라인 자체제작 설치

1986

   미국 MUELLER STEAM SPECIALTY社에 Y형 청동스트레이너 개발수출
   미국 KECKLEY社에 Y형 청동스트레이너 개발수출
   수평형 머시닝센타 (대우중공업 BMC-63)설치

1987

   미국 CMB DOUBLE CHECK 밸브 수출1988

   CNC선반 (PUMA8) 및 수직형 머시닝센타 (ACE-V30) 설치1990

   한국산업표준 KSB1538 (주철스트레이너) 허가 취득1993

   수평형 머시닝센타 (대우중공업BMC-63) 2호기 설치
   산업자원부 지정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지 에스 밸브 (Globe strainer valve) 개발

1994

   신일밸브산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N.T획득, 의장등록, 미국특허 등록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N.T획득, 의장등록, 미국특허 등록
   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E.M획득

1995

   대한주택공사 납품업체 등록 (지 에스밸브)
   지 에스 밸브 “S"형 (Y형 스트레이너밸브) E.M획득
   우량기술기업지정 (기술신용보증기금)

1996

   지 에스 밸브 현대기술상(현대그룹)수상
   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실용신안등록
   자동AIR VENT (CHECK 내장형) E.M획득

1997

   이물질 부상 포집형 “상향식 스트레이너”E.M획득
    벤쳐기업 지정 (특허기술개발사업):1차

   국산개발 우수자본재 대통령 표창 수상국산개발 우수자본재 대통령 표창 수상
1998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중소기업청)1999

   벤처기업 지정(신기술개발사업):2차
   파이브 원 첵크밸브 E.M획득
   밸브 일체형 썩션 디퓨자 E.M획득
   경기도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기술실용화 대상 산업포장 수상신기술실용화 대상 산업포장 수상

2000

   수평형 머시닝센타(두산인프라코어 HM800)설치
   미국 Peerless社와 수출계약(파이브 원 첵크밸브, 썩션 디퓨자)

2001

   벤처기업 지정(신기술 개발 사용) : 3차
   ISO 9001 : 2000/KSA 9001 : 2001인증 획득

2002

   터닝센타(두산인프라코어 PUMA 400) 설치2003

   안산 본사 공장동 증축2013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 인증 획득(공동주택 급수용 갑압 밸브)2016

   CE인증 획득
   “감압 일체형 수도용 앵글 밸브” NeP 획득2004

   한국산업표준 KSB2373(물용자동공기배출밸브) 허가취득
   Q마크 인증 획득(통합 온수조절시스템 분배기)

200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선정(중소기업청)2006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획득 (에너지관리공단)2008

   한국 상하수도 협회 단체 표준인증 획득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지 에스 감압밸브 개발

2009

지에스 밸브(Globe Strainer Valve)"B" Type 개발
파이브 원 첵크밸브(Five-Duty Check Valve)"B" Type 개발

2014

   물류센타 준공(이천지점)
   “감압 일체형 수도용 앵글밸브” 대한주택공사 신자재 등록
   수평형 머시닝 센타 (두산인프라코어 HM800)설치

2007

   물류센타 증축(이천지점)
   환경경영시스템인증 (KS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2010

   수도용위생안전기준(Kc) 인증획득 (한국상하수도협회): 10품목19종2012

   수평형 머시닝 센타 (두산인프라코어 NHM5000)설치2013

   수평형 머시닝 센타 (두산공작기계 NHM1000)설치2017

   안산본사 2공장동 증축2019

   KFI 성능인증획득(       소방용 릴리프 밸브)2018

2020
제 2시험실 증축
지에스 차압유량조절밸브(GㆍS Multi-Functional Pressure 
Differential Control Valve) 개발

   INNOBIZ 인증 획득 INNOBIZ 인증 획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1

   수평형 머시닝센타 (두산공작기계 NHM6300)설치
   수평형 머시닝센타 (두산공작기계 VC430)설치

   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 표창 수상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 표창 수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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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납품실적서

    금강주택  다산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금호건설  세종 더 하이스트

    금호건설  금호어울림레이크2차

    경기도시공사  다산 진건지구 B-4BL

    계룡건설  EBS 디지털 통합사옥

    계룡건설  세종 시청

    남광토건  의정부 민락2지구 B-1BL

    다윈종합건설  마크폴리스(오피스텔)

    도우ENG  인천 국제공항 물류센터

    두산건설  녹천역 두산 위브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대우건설  용산 푸르지오써밋

    대우건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대림산업  다산 진건 E-편한세상

    대림산업  용인 시민체육공원

    대림산업  E-편한세상시티 영랑호

    대림산업  E-편한세상시티 삼송2차

    대림산업  E-편한세상 명지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신봉담

    대한진호실업  마곡 럭스라인(오피스텔)

    라인건설  이지더원 그랜드파크

    라인건설  아산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롯데건설  롯데푸드 평택공장

    롯데건설  안산 롯데캐슬 더퍼스트

    롯데건설  시흥배곧 롯데마트

    반도건설  송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반도건설  다산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반도건설  동탄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

    반도건설  동탄2 사랑으로 부영

    부영주택  화성 향남2지구 사랑으로

   부영주택  창원 사랑으로 13BL

    삼성물산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소림기계  대전 검찰청

    신동아건설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우석건설  세종 행복의아침

    우미건설  시흥 은계 우미린 2차

    우미건설  우미 린 레이크파크

    우미건설  하늘도시 우미린1단지

    아이에스동서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아이에스동서  인천 청라 에일린의 뜰

    엠케이에스  송파 헬리오시티

    유승종합건설  다산 유승 한내들

    일신건영  송산 그린시티 휴먼빌

    이테크건설  대웅제약 오송 cGMP공장

    중흥건설  시흥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  중흥S클래스 에듀퍼스트 아파트

   중흥건설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제일건설  청라 제일풍경채

    청명ENC  유호엔시티(오피스텔)

    포스코건설  송도 컨벤시아

    포스코건설  광교 더 샵

    포스코에이씨건축  원흥역 봄오피스텔

    한양산업개발  한양아이클래스

    한화건설  광교 상현 꿈에그린

    한화건설  킨텍스 꿈에그린

    호반건설  시흥 배곧 3차 호반베르디움

    효성건설  용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효성건설  미사역 효성해링턴타워 더퍼스트

    현대건설  영통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마곡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일산

    현대건설  중앙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오피스텔

    현대산업개발  다산 진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구리 갈매 아이파크

    현대엔지니어링  마제스타시티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에코송파

    한성건설  아산배방3차 한성필하우스

    한신공영  시흥 배곧 한신 휴 플러스

    G·S 건설  오산 자이 1,2단지

    LH 공사  양주 옥정 지구

    LH 공사  부천 옥길 센트리뷰

    LH 공사  수원 호매실 21단지

    LH 공사  진천 동문 주공아파트

    LH 공사  천안 신불당 행복주택

    SH 공사  항동 하버라인 4단지

    SK 건설  대치동 SK뷰

   SK 건설  인천 송도 SK스카이뷰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 G·S 밸브류 납품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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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금호건설  세종 더 하이스트

    경문ENG  제이스텍 부평공장

    다인건설  배곧신도시 로얄팰리스

    동원개발  미사강변 동원 로얄듀크

    두산건설  마곡 더 랜드타워

    두산건설  녹천역 두산 위브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대림산업  영등포 아크로스퀘어

    대림산업  E-편한세상 태전2차

    대림산업  E-편한세상 명지

    대방건설  세종 대방 노블랜드

    대성기업  강남지웰파인즈(오피스텔)

    대우건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대우건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대우건설  청라 푸르지오

    대한ENG  청계동 중앙프라자(빌딩)

    라인건설  양산 물금 이지더원

    롯데건설  동탄 롯데캐슬

    롯데건설  다산 자연&롯데캐슬

    롯데건설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롯데건설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문영그룹  마곡 퀸즈파크나인(빌딩)

    반도건설  동탄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

    부영주택  초원 부영아파트

    부영건설  창원 부영사랑으로 13블럭

    부영건설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부영건설  동탄2 사랑으로 부영

    부영건설  화성 동탄 A-31B

    부국ENG  루비타워(빌딩)

    삼성물산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소림기계  대전검찰청

    아이에스동서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우미건설  시흥 은계 우미린 2차

    우석건설  세종 행복의아침

    이랜드건설  김포 한강 이랜드타운 힐스

    일군토건  마곡 럭스나인(오피스텔)

    진흥기업  수서 까치마을

    중흥건설  광주 중흥S클래스리버티

    중흥건설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창성건설  평택 송탄 클래시아

   청화설비  한스바이오메드 사옥

   포스코 건설  평택 더 샵

   포스코 건설  광교 더 샵

   포스에이씨건축  원흥역 봄오피스텔

   한화건설  문정 오벨리스크

   한화건설  은평 뉴타운 꿈에그린

   한화건설  위례 오벨리스크

   한신공영  서청주 센트럴파크 

   한성건설  아산배방3차 한성필하우스

   한양  한양수자인 타운하우스

   한양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한양산업개발  한양아이클래스

   현대건설  남양 현대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영통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잠실타워730(빌딩)

   현대건설  중앙 힐스테이트

   현대산업개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고덕 숲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김포 한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위례 우남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구리 갈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광교엘포트 아이파크

   호반건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시흥 은계 호반써밋플레이스 

   효성건설  병점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건설  내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건설  배곧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건설  강남 더 시그넘하우스

   효성건설  효성 해링턴타워더퍼스트

   LH 공사  양산 물금 1단지

   LG 서브원  LG 사이언스파크 

   SK 건설  청주 SK하이닉스

   SK 건설  SK 보라매 사옥

   GS 건설  오산 자이 1,2단지

   GS 건설  하나 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GS 건설  광명역 파크자이2차

   GS 건설  봉화산 벨라시티

■ 첵크 밸브류 납품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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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금호건설  은뜨락 행복주택

    금호건설  고양 향동 국민임대주택

    대림산업  선부 E-편한세상

    삼성물산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삼성물산  래미안 에스티움

    삼성물산  개포 래미안 블래스티지

    승윤종합건설  평택라페온빌2차(빌딩)

    아주산업건설  부천 보람마을 아주아파트

    우성건설  버드내마을 1단지

    케이티종합건설  상암 미르웰 한올림오피스텔

    포스에이씨건축  원흥역 봄오피스

    현대건설  잠실타워730(빌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녹번

    현대산업개발  구리 갈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다산 진건 아이파크

    G·S 건설  광명 파크 자이 1차

    G·S 건설  광명 파크 자이 2차

    G·S 건설  용인 동천 자이 1차

    G·S 건설  서청주 파크자이

    LG 건설  성동마을 LG빌리지1차

■ G·S 감압 밸브 납품실적서

■ 에어벤트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다인건설  다인 로얄팰리스3차

    동광건설  화성 남양 동광뷰엘

    삼성물산  개포 래미안 블래스티지

   경우종합건설  가산 유미어스 오피스텔

    우남건설  세종 우남 퍼스트빌

    중흥건설  세종 중흥 S클래스 리버뷰2차

    포스코 건설  기흥역 포스코 더샵

    한라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2차

    현대산업개발  구리 갈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광주 태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다산 아이파크

    현대건설  잠실타워730(빌딩)

    현대산업개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교

    현대엔지니어링  마제스타시티

    G·S 건설  파주LG LCD 디스플레이단지

■ 차압조절밸브/차압유량조절밸브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다인건설  다인로얄팰리스 호매실3차

    대림산업  E-편한세상 선부

    대한진호실업  마곡 럭스라인(오피스텔)

    명주산업개발  한양수자인 아르디에테라스

    부국이엔지  루비타워(빌딩)

    삼성물산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삼성물산  아산 사옥 

    삼성물산  래미안 부평 아파트

    우미건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

    한백종합건설  충남 내포 상록아파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운정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현대산업개발  영통 아이파크

    현대엠코  엠코타운 센트로엘

    현대엠코  엠코타운 플로리체

    GS건설  동천자이 1차

    GS건설  동천자이 2차

    GS건설  광명파크자이2차

■ 세대별 급수용 감압밸브/감압일체형 수도용 앵글밸브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극동건설  세종 극동 스타클래스 1,2차

    대림산업  오포 E-편한세상 테라스

    대우건설  을지로 노보텔

    대우건설  미광마린타워(개보수)

    대우건설  답십리 대우 푸르지오(개보수)

    현대산업개발  김포 한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위례 우남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광주 태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평택 비전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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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대림산업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

    대림산업  위례 E-편한세상

    두산건설  답십리 두산위브(개보수)

    두산건설  봉천 두산위브(개보수)

    명주산업개발  한양수자인 아르디에테라스

    삼성물산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삼성물산  리버힐 삼성(개보수)

    에버파크코리아  용인 라마다호텔

    현대엠코  진주 엠코타운 더 프라하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제일건설  인천 청라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인천 가정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부천 옥길 제일풍경채

    코오롱 건설  신사동 호텔

    포스코 건설  거제 더 샵 블루시티

    포스코 건설  왕십리 뉴타운 포스코

    한신공영  오금 보금자리주택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중앙

    현대건설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운정

    현대건설  영통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광주 유니버시아드 1,2,3단지

    현대산업개발  문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남 아이파크 애비뉴

    현대산업개발  영통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1,2,3,4,5,7단지

    현대산업개발  광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고덕 숲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다산 아이파크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교

    호반건설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흥한건설  진주 더퀸즈웰가

   G·S 건설  왕십리 자이

    G·S 건설  위례 자연&자이

    G·S 건설  한강 센트럴 자이

    G·S 건설  자이 더 익스프레스2차

    G·S 건설  DMC에코자이

    G·S 건설  동천파크자이

    G·S 건설  목동파크자이

    G·S 건설  서청주 파크자이

    G·S 건설  오산시티자이2차

    G·S 건설  태전파크자이

    LH 공사  진주 평거 휴먼시아 4,5단지

    LH 공사  오산 휴먼시아 9단지

    LH 공사  시흥 능곡 휴먼시아

    LH 공사  한빛마을 파주휴먼시아 6,7단지

    LH 공사  고양 삼송 휴먼시아

    LH 공사  광주 첨단2 휴먼시아

    LH 공사  광교 호수마을 휴먼시아

    SH 공사  가양4단지(개보수)

    SH 공사  남산타운

    SH 공사  상계 은빛 3단지

■ 세대별 급수용 감압밸브/감압일체형 수도용 앵글밸브 납품실적서

■ 스트레이너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대림산업  하남 센터비즈

    대림산업  E-편한세상시티 삼송3차

    에버파크코리아  용인 라마다호텔

    유진초저온  유진초저온 오성 냉동물류단지

    케이티이엔지코어  KT목동 데이터센터

    태영건설  대구 월배 태영데시앙

    포스코건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포스코건설  더 샵 센토피아

    현대산업개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다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영통 아이파크

   GS건설  파주 LCD-P10

   LG 서브원  LG 사이언스파크

    SK 건설  이천 하이닉스

    SK 건설  대치동 SK뷰

    SK 건설  청주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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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밸런싱밸브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대림산업  하남스타필드

    대림산업  선부 E-편한세상

    대보건설  내포 상록아파트

    모아종합건설  세종 마크원 에비뉴

    삼성물산  개포 래미안 블래스티지

    삼성물산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삼성물산  래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

    삼성물산  래미안 포레

    케이티이엔지코어  KT목동 데이터센터

    현대건설  인천공항 3단계

    현대산업개발  다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아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광주 태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문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영통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산성역 포레스티아

    효성건설  레스케이프 호텔

    GS 건설   광명파크자이

    GS 건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GS 건설  LG이노텍 평택공장

    KR 산업    별내 리슈빌

    LG 서브원   LG 사이언스파크

    LG 서브원  희성그룹 마곡동 통합연구센터

■ 썩션디퓨자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계룡건설  서울식물원

    계룡건설  송도트리플스트리트

    다인건설  다인로얄팰리스 목감

    동아토건  골드코스트호텔

    동아토건  서후센타시아

    대림산업  용인 시민체육공원

    대림산업  E-편한세상시티 삼송3차

    대한ENG  청계동 중앙프라자(빌딩)

    대림산업  영등포 아크로스퀘어

    롯데건설  이천롯데캐스골드스카이

    롯데건설  시흥센트럴돔그랑트리

    롯데건설  롯데캐슬골드파크4차

    롯데건설  하남미사롯데캐슬헤븐시티

    바라ENG  불당 마블러스타워(빌딩)

    반도건설  동탄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

    부국ENG  루비타워(빌딩)

    부영주택  초원 부영아파트

    소림기계  대전 검찰청

    부영건설  더레이크시티부영 4단지

    삼성물산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우영건영  하남미사 르보아아파트

    유승종합건설  유승한내들센트럴

    일군토건  마곡 벨리오 오피스텔

    에이스건설  광교 에이스타워

    청운기공  연세대김옥길기념관

    청화설비  한스바이오메드사옥

    포스코건설  서울 숲 더 샵

    현대건설  잠실타워730(빌딩)

    현대건설   강남성심병원

    현대산업개발  문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위례 우남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교

    호반건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미사강변 호반써밋플레이스

    호반건설  시흥 배곧 아브뉴프랑

    효성건설  효성 해링턴타워더퍼스트

    효성건설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

    한신공영  문래공원 한신아파트

    한화건설  문정 오벨리스크

    GS건설  파주 LCD-P7,P8,P9,P10

    GS건설  서청주 파크자이

    GS건설  광명역 파크자이2차

    GS건설  광명역 자이타워

    LG 서브원  LG 사이언스파크

     GS건설  하남 미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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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밸브 납품실적서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건설사 / 설비 현  장  명

    금강종합건설  인천 계양 코아루센트럴파크

    다인건설  배곧신도시 로얄팰리스

    다윈종합건설  마크폴리스(오피스텔)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대림산업  E-편한세상 선부

    대림산업  E-편한세상 세종시

    대림산업  E-편한세상 명지

    대방건설  세종시 대방노블랜드

    대우건설  구리 갈매 푸르지오

    대우건설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대우건설  상암 DMC 푸르지오 시티

    대우조선해양건설  금강 로하스 엘크루

    동광종합토건  마곡 오드카운티 2차

    라인건설  양산 물금 이지더원

    라인건설  시흥 배곧 이지더원

    라인건설  나주 빛가람 이지더원

   롯데건설  동탄 롯데캐슬

   롯데건설  자연&롯데캐슬

    부영주택  화성 향남2지구 사랑으로

    반도건설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7.0

    삼성물산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삼성물산  래미안 블레스티지

    삼성엔지니어링  휴메딕스 제천공장

    성보건설산업  리더스퀘어 마곡(빌딩)

    우미건설  평택 우미린 센트럴파크 

    이랜드건설  김포 한강 이랜드타운힐스

    일신건영  송산 그린시티 휴먼빌

    정우건설산업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제일건설  청라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코오롱건설  마곡 코오롱 미래기술원

    투민종합건설  청라커낼힐스빌(오피스텔)

    포스코건설  송도 컨벤시아

    포스코건설  광교 더 샵

    포스코건설  포스코 글로벌R&D센터 

    해성산업개발  단원구청 및 보건소

    한신공영  시흥 배곧 한신휴플러스

    한화건설  수원권선 꿈에그린

    현대건설  영통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일산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백련산 힐스테이트4차

    현대건설  원메이저힐스테이트

    현대산업개발  다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고덕 숲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위례 우남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김포 한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DMC 아이파크 2차

   호반건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효성건설  미사강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건설  내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건설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

    효성건설  레스케이프 호텔

    홍익건설  김포 테라하우스

    SK건설  화성SK V1 지식산업센터

    G·S 건설  오산 자이 1,2단지

    G·S 건설  부천 옥길 자이

    G·S 건설  오산 세교 자이

    G·S 건설  동탄 자이 파밀리에

    G·S 건설  그랑시티자이1차

    LG 서브원   LG 사이언스파크

    LH 공사  시흥 은계 S-2BL

    LH 공사  가정 LH 센트럴타운

    LH 공사  혁신도시 LH10단지

    SH 공사  고덕그라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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