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재납품 실적서 (2015-2019. 8월)

건 설 사 현 장 명 품   목 세대수 비  고

부영주택 양산물금34블럭 시스템분배기 712        2015

부영주택 양산물금35블럭 시스템분배기 659        2015

부영주택 포항원동 997블럭 시스템분배기 2,030     2015

부영주택 마산가포 시스템분배기 4,298     2015

부영주택 김천혁신3-6블럭 시스템분배기 916        2015

부영주택 화성향남 B7블럭 시스템분배기 948        2015

부영주택 영주가흥동 시스템분배기 1,564     2015

부영주택 무주읍내리 시스템분배기 180        2015

삼구건설 포항 양덕4차 현장 시스템분배기 1,059     2015

삼구건설 포항 양덕3차 시스템분배기 732        2015

상주 낙양아파트 시스템분배기 49         2015

새천년종합건설 거창 코아루2차 현장 시스템분배기 388        2015

신영그린시스 아산 법곡코아루 APT 시스템분배기 513        2015

엠코건설 군산지곡동 2차 시스템분배기 452        2015

엠코건설 위례신도시 1차 시스템분배기 972        2015

우남건설 고양삼송 시스템분배기 611        2015

우남건설 용인역북동 시스템분배기 914        2015

우미건설 대구달성 테크노폴리스 시스템분배기 827        2015

우미건설 강릉 유천 시스템분배기 662        2015

우미건설 평택소사 시스템분배기 870        2015

우방산업 광주운남동 시스템분배기 515        2015

우성설비 고양육군관사 C,F지역 시스템분배기 290        2015

이 에 스 종 합 광주수완 아뜨리움 시스템분배기 64         2015

이테크건설 제천가저센트럴2차 코아루 시스템분배기 439        2015

이테크건설 제천강저2차 시스템분배기 503        2015

인터불고건설 코아루 영천 시스템분배기 471        2015

일레븐건설 해남 시스템분배기 263        2015

일성건설 춘천 후평 제2아파트 주택 재건축 시스템분배기 1,072     2015

제일건설 광주봉선동 제일풍경채 시스템분배기 402        2015

제일건설 청주율량지구 제일풍경채 시스템분배기 422        2015

제일건설 대구 A5블럭 제일풍경채 시스템분배기 603        2015

제일건설 대구 A17블럭 제일풍경채 시스템분배기 1,029     2015

제일건설 군산 경암동 오투그란데 시스템분배기 355        2015

중흥건설 대구 테크노폴리스 A-13BL 시스템분배기 710        2015

중흥건설 신대지구 B-3BL 중흥 S-클래스 시스템분배기 436        2015

중흥건설 신대지구 B-4BL 중흥 S-클래스 시스템분배기 931        2015

중흥건설 평택소사벌 B9블럭 시스템분배기 1,190     2015

중흥건설 창원자은 3지구 B-1블럭 시스템분배기 767        2015

중흥건설 김해진영2지구 B-3블럭 시스템분배기 1,176     2015

중흥건설 나주혁신 메가티움 오피스텔2차 시스템분배기         24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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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효천2지구 S-1 시스템분배기 662        2015

중흥건설 광주우산동 A-1 시스템분배기 869        2015

중흥건설 1-1생활권 세종L4 시스템분배기 365        2015

중흥건설 1-1생활권 세종M1 시스템분배기 442        2015

중흥건설 1-2생활권 세종M1 시스템분배기 895        2015

중흥건설 1-1생활권 세종M7 시스템분배기 610        2015

중흥토건 광교 C2BL 주상복합시설 시스템분배기 2,231     2015

중흥토건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6BL 시스템분배기 1,015     2015

중흥토건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BL 시스템분배기 1,063     2015

지엘건설 상주 시스템분배기 343        2015

진흥기업 수서 시스템분배기 72         2015

진흥기업 상계동 시스템분배기 464        2015

진흥기업 포항장량 시스템분배기 963        2015

진흥기업 칠곡2단지 시스템분배기 578        2015

진흥기업 칠곡3단지 시스템분배기 564        2015

진흥기업 군산해망동 시스템분배기 486        2015

진흥기업 천안차암동 시스템분배기 700        2015

진흥기업 천안차암동 시스템분배기 622        2015

진흥기업 강남 시스템분배기 201        2015

진흥기업 울산 중산동 시스템분배기 558        2015

진흥기업 울산 중산동 시스템분배기 504        2015

케이씨씨건설 대림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293        2015

케이씨씨건설 포항 양학산 시스템분배기 585        2015

케이씨씨건설 왕십리 시스템분배기 272        2015

케이씨씨건설 이천증포스위첸 시스템분배기 562        2015

케이씨씨건설 춘천장학 S블럭 시스템분배기 370        2015

태신이엔지 동탄유플렉스 시스템분배기         288 2015

하늘종합건설 목포 애드가 채움 시스템분배기 116        2015

한림건설 1-4생활권 세종M9 시스템분배기 984        2015

한림건설 진주혁신도시 시스템분배기 1,421     2015

한양건설 파주당동 시스템분배기 1,006     2015

한양건설 1-2 생활권 세종 M4 시스템분배기 820        2015

한양건설 3-3생활권 세종M4 시스템분배기 1,397     2015

한양건설 3-2생활권 세종M5 시스템분배기 773        2015

한양건설 세종M3 1-1생활권 시스템분배기 466        2015

한토건설 목포산정동 시스템분배기 266        2015

현진건설 춘천3차 시스템분배기 643        2015

호반건설 송도1차 RC4블럭 시스템분배기 1,839     2015

호반건설 부산명지 B4BL 1차 시스템분배기 645        2015

호반건설 대구테크노폴리스 A15BL 1차 시스템분배기 77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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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월남지구 2-1BL 시스템분배기 786        2015

호반건설 춘천 거두B4BL 시스템분배기 347        2015

호반건설 전북혁신C-5BL 시스템분배기 459        2015

호반건설 전북혁신C-6BL 시스템분배기 636        2015

KCC건설 이천증포스위첸 시스템분배기 562        2016

KCC건설 춘천장학 S블럭 시스템분배기 384        2016

LH 국제산업 원주 태장 시스템분배기 514        2016

LH 근화건설 목포 용해 시스템분배기 790        2016

LH 금강주택 아산 배방 시스템분배기 1,530     2016

LH 대보건설 제주 삼화 시스템분배기 850        2016

LH 요진건설 김포 양곡 시스템분배기 362        2016

LH 태한종합건설 천안 백석 시스템분배기 562        2016

LH 한양 순천 선평 시스템분배기 536        2016

남해종합건설 제천 고암 남해오네트 시스템분배기 596        2016

대림산업 인천 도화동 시스템분배기 2,653     2016

대림산업 해운대 레지던스 시스템분배기 560        2016

대림산업 화성반월 시스템분배기 1,387     2016

대림산업 광주역동 시스템분배기 423        2016

대림산업 인천 도화동 시스템분배기 1,173     2016

대림산업 해운대 레지던스 시스템분배기 560        2016

대림산업 오산세교 시스템분배기 2,050     2016

대림산업 원주태장 시스템분배기 703        2016

대림산업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시스템분배기 595        2016

대림산업 인천 도화동 시스템분배기 2,653     2016

대림산업 화성반월 시스템분배기 1,387     2016

대림산업 광주역동 시스템분배기 423        2016

대림산업 인천 도화동 시스템분배기 1,173     2016

대림산업 해운대 레지던스 시스템분배기 560        2016

대우건설 서대신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959        2016

부영주택 화성향남 B17블럭 시스템분배기 942        2016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 B6블럭 시스템분배기 1,558     2016

부영주택 양산물금35블럭 시스템분배기 659        2016

부영주택 포항원동 997블럭 시스템분배기 850        2016

부영주택 마산가포 시스템분배기 949        2016

부영주택 김천혁신3-6블럭 시스템분배기 916        2016

부영주택 화성향남 B7블럭 시스템분배기 948        2016

부영주택 영주가흥동 시스템분배기 1,564     2016

부영주택 무주읍내리 시스템분배기 180        2016

신성건설 아산 배방 시스템분배기 436        2016

우남건설 용인역북동 시스템분배기 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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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건설 용인역북동 시스템분배기 914        2016

우방 경북도청 이전 B8-2BL 시스템분배기 677        2016

우방건설산업 화성 안녕동 아파트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796        2016

우방건설산업 경북도청 이전 B-6BL 공동주택 시스템분배기 1,086     2016

우방건설산업 인천 검단역 아파트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555        2016

우방건설산업 광주 오포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52        2016

우방건설산업 광주 오포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446        2016

우방산업 남양주 마석역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808        2016

일성건설 부산 반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531        2016

중흥건설 제주 강정 3BL 현장 시스템분배기 525        2016

지에스건설 청주자이(충북) 난방분배기 1,500     2016

지에스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 난방분배기 998        2016

지에스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 2차 난방분배기 1,459     2016

지에스건설 오산시티자이(경기) 난방분배기 1,090     2016

지에스건설 신동탄파크자이(경기) 난방분배기 982        2016

지에스건설 서울숲리버뷰자이 난방분배기 1,034     2016

지에스건설 부천옥길자이(경기) 난방분배기 556        2016

지에스건설 동탄자이파밀리에(경기) 난방분배기 1,067     2016

지에스건설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경기) 난방분배기 268        2016

지에스건설 거제오션파크자이(경남) 난방분배기 783        2016

지에스건설 에코시티자이(전북) 난방분배기 640        2016

지에스건설 충주시티자이(충북) 난방분배기 1,596     2016

지에스건설 천안시티자이(충남) 난방분배기 1,646     2016

지에스건설 신반포자이(서울) 난방분배기 607        2016

지에스건설 상동스카이뷰 자이(경기) 난방분배기 405        2016

지에스건설 동천 자이(경기) 난방분배기 1,437     2016

태영건설 부산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스템분배기 521        2016

태영건설 에코시티 데시앙 4BL, 5BL 시스템분배기 1,382     2016

티케이케미칼 화성 봉담2차 아파트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51        2016

한양 경기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8BL 시스템분배기 291        2016

LH 금호건설 군포 송정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650        2017

LH 남양건설 성남 여수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658        2017

LH 남양건설 아산 탕정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1,148     2017

LH 남해종합건설 성남 고등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1,520     2017

LH 남흥건설 고양 원흥 PB급수급탕분배기(수직형) 외 598        2017

LH 대우해양조선 파주 운정 PB급수급탕분배기(수직형) 외 865        2017

LH 서희건설 수원 호매실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1,100     2017

LH 송학건설 목포 용해 PB급수급탕분배기(매립형) 외 90         2017

LH 신동아건설 대전 봉산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67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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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요진건설 시흥 은계 PB급수급탕분배기(수직형) 외 1,025     2017

LH 한싱공영 고양 삼송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1,372     2017

LH 한싱공영 화성 향남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708        2017

LH 한양건설 순천 선평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820        2017

LH 해유종합건설 광주 진월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460        2017

LH 현해건설 오산 청호 PB급수급탕분배기(천정형) 외 448        2017

SG신성건설 경주외동 미소지움 시스템분배기 739        2017

SG신성건설 구미송정 미소지움 시스템분배기 140        2017

SG신성건설 충남아산 미소지움 시스템분배기 340        2017

SG신성건설 신안동역코아루미소지움 시스템분배기 277        2017

SG신성건설 양평역미소지움 시스템분배기 128        2017

SG신성건설 완산지구2차미소지움프리미엄 시스템분배기 773        2017

구산건설 도나우타운 시스템분배기 219        2017

금강주택 아산배방 4BL 시스템분배기 1,530     2017

금성주택 김포뉴스테이 시스템분배기 806        2017

금호산업 구미형곡 시스템분배기 256        2017

금호산업 양주옥정 시스템분배기 953        2017

금호산업 남양산역 금호어울림 시스템분배기 499        2017

금호산업 구미형곡어울림2차 시스템분배기 255        2017

금호산업 양주 옥정A12블럭 시스템분배기 953        2017

금호산업 부산남천삼익 재건축 시스템분배기 421        2017

대림산업 e편한세상 미사현장/시스템분배기 시스템분배기 652 2017

대림산업 e편한세상 명지현장 난방온수 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377        2017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삼송3차 현장 난방온수 난방온수분배기 1,424     2017

대림산업 부천심곡 시스템분배기 356        2017

대림산업 시티삼송2차 시스템분배기 918        2017

대림산업 영종하늘도시 시스템분배기 577        2017

대림산업 영종하늘도시 2차 시스템분배기 1,520     2017

대림산업 임실코아루더베스트 시스템분배기 230        2017

대우건설 광명역 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640        2017

대우건설 고양 삼송 원흥역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450        2017

대우건설 군산디오션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1,400     2017

대우건설 미사푸르지오시티 시스템분배기 167        2017

대우건설 불당파크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351        2017

대우건설 의왕장안지구파크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1,068     2017

대우건설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1,690     2017

대우건설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466        2017

대우건설 청주사천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729        2017

대우건설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621        2017

대우건설 기흥역파크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75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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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건설 익산 코아루 시스템분배기 170        2017

덕진토건 순천의 봄 시스템분배기 749        2017

동광종합토건 서청주 오드카운티 시스템분배기 534        2017

동광주택 부산 신항만 3BL 시스템분배기 608        2017

동광주택 부산 신항만 4BL 시스템분배기 764        2017

디에스엠 경남 진주 라온 현장 난방온수분배기 2017

디에스엠 수원 영통현장 설비공사 난방온수분배기 2017

라송건설 목포 청호 시스템분배기 400        2017

라온건설 동백라온프라이빅테라스파크 시스템분배기 133        2017

라온건설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시스템분배기 808        2017

라온건설 원주기업 라온프라이빗 시스템분배기 713        2017

문장건설 포항 초곡 지앤하임 시스템분배기 558        2017

미소건설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시스템분배기 817        2017

보광건설 삼각동 골드클래스 시스템분배기 327        2017

보광건설 광주 연제동 골드클래스 시스템분배기 299        2017

보광건설 광주 지원동 골드클래스 시스템분배기 690        2017

보광건설 서산테크노밸리 A6BL 골드클래스 시스템분배기 880        2017

부영주택 부산 신항만 2BL 시스템분배기 649        2017

부영주택 창원 월영동 시스템분배기 4,298     2017

부영주택 화성향남 B17블럭 시스템분배기 942        2017

부영주택 창원월영동  현장 시스템분배기 납품 시스템온수분배기 4,311 2017

산이건설 수완 산이고운 더 테라스 시스템분배기 190        2017

삼성홈이엔씨 천안 삼성홈미가온 시스템분배기 374        2017

서도엔지니어링 부천 심곡동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354 2017

서울조경건설 부산역 지원 더뷰 1차 시스템분배기 165        2017

서희건설 거제시 지세포 시스템분배기 694        2017

서희건설 대구금호지구 시스템분배기 595        2017

서희건설 부여외리 시스템분배기 418        2017

서희건설 용인성북 시스템분배기 631        2017

서희건설 청주용암 시스템분배기 320        2017

서희건설 포항오천 시스템분배기 631        2017

성마기업 아산배방 업무 4BL 행복주택 시스템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464 2017

성암토건 세종시 4-2SR파크시티 시스템분배기 299        2017

세영종합건설 구미옥계 시스템분배기 901        2017

세정건설 충북음성 웰메이드 시스템분배기 409        2017

세정건설 포항오천 웰메이드 시스템분배기 191        2017

시온건설 안동 송현동 APT 시스템분배기 405        2017

시티건설 여수엑스포타운 시티프라디움 시스템분배기 352        2017

시티건설 안성아양 시티프라디움 시스템분배기 688        2017

시티건설 전주만성 시티프라디움 시스템분배기 6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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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합건설 보은 신한헤센 시스템분배기 492        2017

에스케이건설 송도 M1블럭 주상복합신축현장 시스템분배기 2,100     2017

엠케이종합상사 제천 엘크루 아파트 신축공사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310 2017

우미건설 동탄C12BL 시스템분배기 770        2017

우미건설 시흥은계 시스템분배기 738        2017

우미건설 안성공도 시스템분배기 1,358     2017

우미건설 청주테크노 시스템분배기 1,020     2017

우미건설 충북혁신도시 시스템분배기 1,345     2017

우미건설 의정부 민락지구 시스템분배기 739        2017

우미건설 안성공도 용두지구 시스템분배기 1,358     2017

우방건설산업 진주평거스카이팰리스 시스템온수분배기 341 2017

우방건설산업 용인기흥 우방아이유쉘 /시스템분배기 시스템온수분배기 402 2017

우방건설산업 인천검단2차 우방아이유쉘 /시스템분배기 시스템온수분배기 384 2017

우방건설산업 천안역 우방아이유쉘 /시스템분배기 시스템온수분배기 299 2017

우방건설산업 청주 테크노폴리스A2블럭 우방아이유쉘 /시스템분배기 시스템분배기 429 2017

우방건설산업 청주 테크노폴리스A3블럭 우방아이유쉘 /시스템분배기 시스템온수분배기 426 2017

일성건설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371 2017

정우플로우콘 광명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640        2017

중흥에스클래스 영암대불국가산업단지B-4블럭 시스템온수분배기 1,360 2017

지에스건설 거제센트럴자이(부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878 2017

지에스건설 고덕신도시자연 자이(경기)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755 2017

지에스건설 고덕신도시자연 자이(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755 2017

지에스건설 광명역파크자이2차(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211 2017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4,283 2017

지에스건설 김천센트럴자이(경북)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930 2017

지에스건설 김천센트럴자이(경북)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930 2017

지에스건설 김해율하2지구 원메이져(경남)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708 2017

지에스건설 김해율하2지구원메이저(경남)/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708 2017

지에스건설 답십리파크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802 2017

지에스건설 대연자이(부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965 2017

지에스건설 동천자이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437 2017

지에스건설 동천자이2차(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057 2017

지에스건설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483 2017

지에스건설 동탄파크자이(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979 2017

지에스건설 마린시티자이(부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258        2017

지에스건설 마린시티자이(부산)/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258 2017

지에스건설 마포자이3차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927 2017

지에스건설 명륜자이(부산)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671 2017

지에스건설 명륜자이(부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671        2017

지에스건설 목동파크자이(서울)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35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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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 목동파크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356 2017

지에스건설 백련산파크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678 2017

지에스건설 백련산파크자이(서울)/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678 2017

지에스건설 복수센트럴자이(대전)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102 2017

지에스건설 복수센트럴자이(대전)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102 2017

지에스건설 서청주파크자이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495 2017

지에스건설 서청주파크자이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495 2017

지에스건설 스카이시티자이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034 2017

지에스건설 스카이시티자이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034 2017

지에스건설 스프링카운티자이(경기)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345 2017

지에스건설 스프링카운티자이(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345 2017

지에스건설 신길센트럴자이 PB노출형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008 2017

지에스건설 신동탄파크자이2단지(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979 2017

지에스건설 신반포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607        2017

지에스건설 양주 옥정 A-21BL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500 2017

지에스건설 에코시티자이2차(전북)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490 2017

지에스건설 연수파크자이(인천)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023 2017

지에스건설 연수파크자이(인천)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023     2017

지에스건설 오산시티자이2차(경기)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090 2017

지에스건설 오산시티자이2차(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090 2017

지에스건설 율하자이힐스테이트(경남)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245 2017

지에스건설 은평스카이뷰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361 2017

지에스건설 일광자이푸르지오(부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547 2017

지에스건설 자이더빌리지(경기)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525 2017

지에스건설 자이더빌리지(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525 2017

지에스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 3차 3BL 난방온수분배기 2,324 2017

지에스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2차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459     2017

지에스건설 천안시티자이(충남)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646 2017

지에스건설 청주센트럴자이(충북)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500 2017

지에스건설 킨텍스원시티(경기)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2,038 2017

지에스건설 평촌 자이엘라(경기)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414 2017

지에스건설 포항자이(경북)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567 2017

지에스건설 한강메트로자이 PB노출형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342 2017

지에스건설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PB노출형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2,456 2017

지에스건설 흥덕파크자이(충북)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2,529 2017

지에스건설 흥덕파크자이(충북)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2,529 2017

케이씨씨건설 속초조양스위첸 시스템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847 2017

케이씨씨건설 신당산스위첸 시스템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76 2017

케이씨씨건설 양산평산스위첸 시스템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625 2017

케이씨씨건설 울산블루마시티복합시설 시스템온수분배기 시스템온수분배기 69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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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씨건설 전주에코시티KCC스위첸 난방온수 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948        2017

케이씨씨건설 서대전역 우방아이유쉘 스카이팰리스/시스템분배기 시스템온수분배기 302 2017

태영설비 포항 신문덕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745 2017

펜타이엔티 대신2차 푸르지오현장 스마트온도조절기외 자재 온수분배기 815 2017

펜타이엔티 대우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난방온수분배기 1,956 2017

펜타이엔티 경주현곡2차 푸르지오현장 실내온도 조절기 외 시스템온수분배기 1,671 2017

포스코건설 동천 더샾 파크사이드 시스템분배기 330        2017

포스코건설 더샾 패밀리타운 F16-1BL 시스템분배기 668        2017

포스코건설 경산 펜타힐즈 더샾 C2 시스템분배기 791        2017

포스코건설 해운대더샾센텀그린 시스템분배기 464        2017

한양 천안청당 APT/자동온도조절시스템 시스템온수분배기 999 2017

한양 수원인계 APT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279 2017

한양 시흥은계지구 B5BL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090 2017

한양 안양 청원 재건축현장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421 2017

한양 울산송정 B2BL APT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468 2017

한양 인천청라지구A5블럭APT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566 2017

해성산업개발 울산 언양 양우 난방온수분배기 1,715 2017

호반건설 경산임당 시스템분배기 587        2017

호반건설 고양향동 B2BL 시스템분배기 461        2017

호반건설 고양향동 B3BL 시스템분배기 716        2017

호반건설 고양향동 B4BL 시스템분배기 970        2017

호반건설 구미산업A26 시스템분배기 2,092     2017

호반건설 김포한강2차 시스템분배기 344        2017

호반건설 김포한강3차 시스템분배기 266        2017

호반건설 김포한강5차 시스템분배기 266        2017

호반건설 송파오금 시스템분배기 220        2017

호반건설 시흥은계 시스템분배기 816        2017

호반건설 울산송정2BL 시스템분배기 498        2017

호반건설 진해남문 시스템분배기 944        2017

화성산업 영종도화성파크드림 시스템분배기 657        2017

화성산업 남산화성파크드림 시스템분배기 415        2017

화성산업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시스템분배기 767        2017

화성산업 시흥은계 S블럭 시스템분배기 1,594     2017

효성건설 하남 미사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1,400     2017

효성건설 광주 태전동 APT 시스템분배기 702        2017

효성건설 용인죽전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113        2017

효성건설 용인성북 테라스하우스 시스템분배기 237        2017

효성건설 아산배방역 APT 시스템분배기 557        2017

효성건설 창원남산주공APT재건축 시스템분배기 46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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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건설 은평신사동 주택 재건축 시스템분배기 380        2017

효성건설 용인 하갈 APT 시스템분배기 753        2017

효성건설 창원석전지구 재개발 APT 시스템분배기 460        2017

효성건설 평택소사2지구 APT(1,2단지) 시스템분배기 3,240     2017

흥한건설 사천 에르가 시스템분배기 639        2017

흥한주택 신진주역세권센트럴웰가 시스템분배기 1,152     2017

sk건설 백련산 SK VIEW I PARK 시스템분배기 1,305     2018

금호산업 부산남천삼익재건축/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798        2018

금호산업 양주옥정A221BL/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529        2018

금호산업 하남덕풍금호어울림/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383        2018

대림산업 e편한세상 구리수택현장 시스템분배기 733 2018

한신공영 인천 청라지구 A30블록 공동주택신축사업 시스템분배기 904 2018

대우건설 송도지웰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시스템분배기 500        2018

대우건설 수지파크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430        2018

대우건설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1,074     2018

대우건설 안산초지 메트로 시스템분배기 1,532     2018

대우건설 연희파크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396        2018

대우건설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자이 시스템분배기 1,604     2018

대우건설 의왕 포일센트럴 푸르지오 시스템분배기 1,744     2018

라온건설 남양주 녹촌 라온프라이빗 시스템분배기 520        2018

라온건설 대구 범어 라온프리이빗 2차 시스템분배기 206        2018

라온건설 원주 라온프라이빗 시스템분배기 713        2018

부영주택 경산사동 2-2BL 부영아파트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1,031     2018

부영주택 경산사동2-3B/L부영아파트신축현장/시+난 시스템분배기 633        2018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b1블럭현장 시스템분배기 1,484     2018

부영주택 원주봉화산1B/L부영아파트신축현장/난방온수분배기온수분배기 801        2018

삼정기업 대구만촌동 삼정그린코아 시스템분배기 688        2018

서희건설 양선서희스타힐스 시스템분배기 689        2018

시티건설 김해율하2지구 S3블럭 시스템분배기 1,081     2018

시티건설 천안불당 4차 시스템분배기 630        2018

시티건설 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 1-2블럭 시스템분배기 1,407     2018

시티건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3차 시스템분배기 438        2018

신성건설 영천완산 2차 미소지움 시스템분배기 773        2018

영동건설 영종하늘도시 스카이스타생활숙박시설 온수분배기 463        2018

우남건설 구로항동 6BL 우남퍼스트빌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39        2018

한신공영 밀양 내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709 2018

우미건설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시스템분배기 186        2018

우미건설 전주효천지구 1차 1공구 시스템분배기 481        2018

우미건설 전주효천지구 1차 2공구 시스템분배기 639        2018

유탑건설 양산 유탑유블레스 하늘리에 시스템분배기 63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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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설비 포항오천서희스타힐스 시스템분배기 시스템 631        2018

제일건설 울산송종 제일풍경채 시스템분배기 766        2018

제일건설 하남미사 제일풍경채 시스템분배기 731        2018

제일건설 화성동탄 A96BL 시스템분배기 624        2018

중흥건설 광주 효천 1지구 A2블럭 시스템분배기 610        2018

지에스건설 DMC에코자이(서울) PB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047 2018

지에스건설 DMC에코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1,047 2018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2차(경기) PB노출형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2,872 2018

지에스건설 그랑시티자이2차(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2,872 2018

지에스건설 동천자이2차(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1,057 2018

지에스건설 동천파크자이(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388 2018

지에스건설 방배아트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353 2018

지에스건설 서동탄역파크자이2차(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376 2018

지에스건설 속초자이(강원)PB노출형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874 2018

지에스건설 신길센트럴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1,008 2018

지에스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서울) PB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757 2018

지에스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757 2018

지에스건설 율하자이힐스테이트(경남)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1,245 2018

지에스건설 태전파크자이(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668 2018

지에스건설 평촌자이엘라(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414 2018

지에스건설 한강메트로자이2단지(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2,456 2018

지에스건설 한강메트로자이3단지(경기) PB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431 2018

지에스건설 한강메트로자이3단지(경기)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431 2018

지에스건설 흥덕파크자이(충북) 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2,529 2018

지에스건설 흥덕파크자이(충북)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2,529 2018

지에스건설 신촌그랑자이(서울) 난방온수분배기 난방온수분배기 1,248 2018

진흥기업 대구 중동 시스템분배기 757        2018

진흥기업 미아 9-1구역 주택재건축 현장 시스템분배기 1,028     2018

진흥기업 속초 조양동 효성해링턴 시스템분배기 651        2018

포스코건설 안양 호원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스템분배기 3,853     2018

포스코건설 장암4구역 주택재개발 온도제어시스템 시스템 2,484     2018

포스코건설 대전 반석 더샾 시스템분배기 650        2018

한양 구로항동 B5BL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시스템 634 2018

현대산업개발 백련산 SK VIEW 시스템분배기 689        2018

현대엔지니어링 강동구암사동주상복합신축공사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463 2018

현대엔지니어링 김해율하힐스테이트 난방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1,245 2018

현대엔지니어링 일산한류월드 M4블럭주상복합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07        2018

호반건설 김포한강6차 1-AC10블럭 시스템분배기 696        2018

호반건설 이천마장 1차(B3) 시스템분배기 816        2018

호반건설 이천마장 2차(B4) 시스템분배기 53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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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포항초곡87-2BL 시스템분배기 824        2018

호반건설 하남미사 시스템분배기 846        2018

호반건설 포항초곡87-2BL 시스템분배기 824        2018

효성건설 의왕백운 1단지 시스템분배기 1,510     2018

효성건설 의왕백운2단지 시스템분배기 988        2018

효성중공업 광교업무복합시설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105        2018

효성중공업 속초조양동효성 APT 온수분배기 651        2018

효성중공업 천안두정효성 APT 온수분배기 2,586     2018

효성중공업 청담동효성빌라 신축공사 온수분배기 109        2018

흥한주택 함양센트럴웰가 시스템분배기 336        2018

남광토건 강원 횡성군 읍하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76        2019

남광토건 인천만수아파트현장 시스템분배기 797        2019

남광토건 포항우현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272        2019

남광토건 포항우현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272        2019

남광토건 강원 횡성군 읍하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76        2019

남광토건 인천만수아파트현장 시스템분배기 797        2019

대우건설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온수분배기 806 2019

대우건설 삼송원흥역푸르지오 온수분배기 1,192 2019

대우건설 삼송원흥역푸르지오 온수분배기 1,454 2019

한화건설 가산센트럴푸르지오-대우건설 온수분배기 759 2019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1공구 신축공사 온수분배기 759 2019

동위건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1공구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599        2019

동위건설 대구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599        2019

롯데건설 대구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신축공사 온수분배기 996 2019

보광건설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온수분배기 223 2019

라인건설 전주평화동3차 골드클래스 시스템분배기 219 2019

서희건설 평택지구LH 시스템분배기 687 2019

서희건설 양산주진동현장 시스템분배기 992 2019

서희건설 인천도원역주거복합시설 시스템분배기 1,266 2019

서희건설 남양주부평지구 시스템분배기 673 2019

서희건설 목포석현동 시스템분배기 266 2019

에스케이건설 서산예천 시스템분배기 3,850 2019

에스케이건설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온수분배기 1,137 2019

엔테크건설 계룡대실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 시스템분배기 728        2019

우미건설 검단현장 온수분배기 1,168 2019

서희건설 양산 주진동 서희스타힐즈 시스템분배기 687 2019

지에스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급수급탕분배기 1,694 2019

지에스건설 복현자이 급수급탕분배기 594 2019

지에스건설 웅천자이더스위트 급수급탕분배기 584 2019

지에스건설 문성레이크자이 급수급탕분배기 97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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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 탑석센트럴자이 급수급탕분배기 2,573 2019

지에스건설 서초그랑자이 급수급탕분배기 1,446 2019

지에스건설 일산자이2차 온수분배기 802 2019

지에스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온수분배기 1,694 2019

지에스건설 다산진건B3(자연&자이) 온수분배기 1,241 2019

지에스건설 복현자이 온수분배기 594 2019

지에스건설 서초그랑자이(서울) 온수분배기 1,457 2019

지에스건설 문성레이크자이 온수분배기 975 2019

자이S&D 남양주 별내 자이 온수분배기 296 2019

지에스건설 육군화천양구 관사및병영시설 급수급탕분배기 566 2019

지에스건설 안양씨엘포레자이(경기) 급수급탕분배기 1,230 2019

지에스건설 웅천자이더스위트(전남) 온수분배기 586 2019

지에스건설 과천자이(경기) 급수급탕분배기 4,210 2019

지에스건설 탑석센트럴자이(경기) 온수분배기 2,579 2019

지에스건설 삼송자이더빌리지(경기) 급수급탕분배기 1,872 2019

지에스건설 위례포레자이(경기) 급수급탕분배기 1,116 2019

지에스건설 지에스건설/신촌그랑자이 온수분배기 1,248 2019

케이씨씨건설 안양동주상복합 시스템분배기 시스템분배기 445 2019

대우건설 천안레이크타운3차 푸르지오현장 시스템분배기 1,074     2019

포스코건설 송도 트리플타워 신축공사 시스템 303        2019

포스코건설 청주 잠두봉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개발 시스템분배기 1,112     2019

포스코건설 송도 트리플타워 신축공사 시스템분배기 303        2019

한양 성남금광3재건축 아파트 급수급탕분배기 1,318 2019

한양 성남금광3재건축현장 시스템분배기 711 2019

한양 구리수택 한양수자인 시스템분배기 1,200 2019

한양 안양 진흥 로얄 재건축현장 온수분배기 304 2019

한양 광주산정-시스템분배기 시스템분배기 718 2019

한양 광주산정-급수급탕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1,318 201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1,2BL 온수분배기 3,510 2019

현대건설 하남감일 포웰시티 온수분배기 935 2019

현대건설 디에이치 라클라스 온수분배기 848 2019

현대건설 과천 중앙 온수분배기 319 201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성 온수분배기 699 2019

현대건설 비산파크뷰 온수분배기 303 2019

현대건설 화성봉담2지구 온수분배기 1,004 2019

현대엔지니어링 구미 송정동 아파트 현장 시스템분배기 528        2019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 시스템분배기 1,966     2019

현대엔지니어링 구미 송정동 아파트 현장 시스템분배기 528        2019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 시스템분배기 1,966     2019

현대엔지니어링 A3 4BL힐스테이트 시스템분배기 1,0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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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전남화순 주상복합 온수분배기 604 2019

현대엔지니어링  대구범어 온수분배기 414 2019

호반건설 인천검단1차(AB15-2) 온수분배기 외 1,168 2019

호반건설 경산하양A1 온수분배기 655 2019

효성중공업 마포서교2030청년주택 온수분배기 978        2019

효성중공업 부천중동재개발 APT 시스템분배기 341        2019

효성중공업 평택소사벌테라스하우스 온수분배기 450        2019

효성중공업 가산동 삼성IT해링턴타워 시스템분배기 104        2019

효성중공업 인천서운구역주택재개발 시스템분배기 1,677     2019

효성중공업 마포서교2030청년주택 온수분배기 978        2019

효성중공업 평택소사벌테라스하우스 온수분배기 450        2019

효성중공업 용산역현장 시스템분배기 1173 2019

효성중공업 부천중동재개발 APT 시스템분배기 341        2019

효성중공업 고덕역 효성해링턴타워 신축공사현장 시스템분배기 410 2019

효성중공업 가산동 삼성IT해링턴타워 시스템분배기 104        2019

효성중공업 광교오피스텔현장 시스템분배기 16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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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씨건설 전주 송천 스위첸 PE-Xa 파이프 948        2015

케이씨씨건설 거제 아주동 스위첸 PE-Xa 파이프 494        2015

케이씨씨건설 부산 사직 스위첸 PE-Xa 파이프 603        2015

SH 한진중공업 서울 강서 마곡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531        2015

SH 남양건설 서울 강서 마곡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550        2015

SH 남양건설 성남 여수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658        2015

LH 진흥기업 군산 해망동 PB 난방파이프 483        2015

LH 경남기업 군포 송정 PB 파이프, 난방코일 720        2016

LH 근화건설 목포 용해 난방코일, 시스템분배기 449        2016

LH 금호건설 하남 미사 PB 파이프, 난방코일 688        2016

LH 대방건설 부산 명지 PB 파이프, 난방코일 1,201     2016

LH 대보건설 제주 삼화 PB 파이프, 난방코일 560        2016

LH 대우해양조선 용마루 2BL PB 파이프, 난방코일 870        2016

LH 삼환기업 인천 가정지구 PB 파이프, 난방코일 686        2016

LH 서희건설 수원 호매실 PB 파이프, 난방코일 1,100     2016

LH 서희건설 안성 아양 PB 파이프 외 963        2016

LH 요진건설 시흥 은계 PB 파이프, 난방코일 1,025     2016

LH 한양건설 양산 물금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000     2016

LH 한양건설 순천 선평 PB 파이프, 난방코일 820        2016

LH 한양건설 세종 PB 파이프, 난방코일 906        2016

덕산건설 김해 태거플랜트 PE-RT 파이프 998        2016

케이씨씨건설 대전도룡동웰츠타워 PE-Xa 파이프 272        2016

케이씨씨건설 구리 갈매 PB 파이프 1,033     2016

케이씨씨건설 전주 만성 PB 파이프, 난방코일 711        2016

한양건설 수원 호매실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394     2016

한양건설 천안 청당 PE-RT 파이프, 난방코일 999        2016

LH 계룡건설 세종행복도시(한양) PB파이프, 난방코일 1,438     2017

LH 금호건설 군포 송정 PB파이프, 난방코일 650        2017

LH 금호건설 인천 가정 PB파이프, 난방코일 743        2017

LH 남양건설 아산 탕정 PB파이프, 난방코일 1,148     2017

LH 남양건설 천안 불당 PB파이프, 난방코일 1,148     2017

LH 남해종건 성남 고등 PB파이프, 난방코일 1,520     2017

LH 새천년건설 목포 용해 PB파이프, 난방코일 308        2017

LH 신동아건설 대전 봉산 PB파이프, 난방코일 676        2017

LH 이테크건설 시흥 배곧 PB파이프, 난방코일 540        2017

LH 한솔공영 여수 수정 PB파이프, 난방코일 200        2017

LH 한신공영 고양 삼송 PB파이프, 난방코일 1,372     2017

LH 한신공영 화성 발안 PB파이프, 난방코일 709        2017

LH 한양건설 화성 동탄 PB파이프, 난방코일 856        2017

LH 해유종건 광주 진월 PB파이프, 난방코일 5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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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씨건설 전주 송천 스위첸 PE-Xa 파이프 948        2015

케이씨씨건설 거제 아주동 스위첸 PE-Xa 파이프 494        2015

케이씨씨건설 부산 사직 스위첸 PE-Xa 파이프 603        2015

SH 한진중공업 서울 강서 마곡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531        2015

SH 남양건설 서울 강서 마곡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550        2015

SH 남양건설 성남 여수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658        2015

LH 진흥기업 군산 해망동 PB 난방파이프 483        2015

LH 경남기업 군포 송정 PB 파이프, 난방코일 720        2016

LH 근화건설 목포 용해 난방코일, 시스템분배기 449        2016

LH 금호건설 하남 미사 PB 파이프, 난방코일 688        2016

LH 대방건설 부산 명지 PB 파이프, 난방코일 1,201     2016

LH 대보건설 제주 삼화 PB 파이프, 난방코일 560        2016

LH 대우해양조선 용마루 2BL PB 파이프, 난방코일 870        2016

LH 삼환기업 인천 가정지구 PB 파이프, 난방코일 686        2016

LH 서희건설 수원 호매실 PB 파이프, 난방코일 1,100     2016

LH 서희건설 안성 아양 PB 파이프 외 963        2016

LH 요진건설 시흥 은계 PB 파이프, 난방코일 1,025     2016

LH 한양건설 양산 물금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000     2016

LH 한양건설 순천 선평 PB 파이프, 난방코일 820        2016

LH 한양건설 세종 PB 파이프, 난방코일 906        2016

덕산건설 김해 태거플랜트 PE-RT 파이프 998        2016

케이씨씨건설 대전도룡동웰츠타워 PE-Xa 파이프 272        2016

케이씨씨건설 구리 갈매 PB 파이프 1,033     2016

케이씨씨건설 전주 만성 PB 파이프, 난방코일 711        2016

한양건설 수원 호매실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394     2016

한양건설 천안 청당 PE-RT 파이프, 난방코일 999        2016

LH 계룡건설 세종행복도시(한양) PB파이프, 난방코일 1,438     2017

LH 금호건설 군포 송정 PB파이프, 난방코일 650        2017

LH 금호건설 인천 가정 PB파이프, 난방코일 743        2017

LH 남양건설 아산 탕정 PB파이프, 난방코일 1,148     2017

LH 남양건설 천안 불당 PB파이프, 난방코일 1,148     2017

LH 남해종건 성남 고등 PB파이프, 난방코일 1,520     2017

LH 새천년건설 목포 용해 PB파이프, 난방코일 308        2017

LH 신동아건설 대전 봉산 PB파이프, 난방코일 676        2017

LH 이테크건설 시흥 배곧 PB파이프, 난방코일 540        2017

LH 한솔공영 여수 수정 PB파이프, 난방코일 200        2017

LH 한신공영 고양 삼송 PB파이프, 난방코일 1,372     2017

LH 한신공영 화성 발안 PB파이프, 난방코일 709        2017

LH 한양건설 화성 동탄 PB파이프, 난방코일 856        2017

LH 해유종건 광주 진월 PB파이프, 난방코일 5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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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해건설 오산 청호 PB파이프, 난방코일 528        2017

대광건설 청라 현장 PE-Xa 파이프 674        2017

세영종합 구미옥계 PE-Xa 파이프 901        2017

양우건설 울산 언양 PB파이프, 난방코일 1,715     2017

우방건설 청주 우방 PE-Xa 파이프 851        2017

원에스티건설 성산동 현장 PE-Xa 파이프 200        2017

일신건영 전주에코시티 PE-Xa 파이프 402        2017

케이씨씨건설 효창스위첸 PE-Xa 파이프 199        2017

케이씨씨건설 속초조양스위첸 PE-Xa 파이프 847        2017

케이씨씨건설 울산블루마시티복합시설 PE-Xa 파이프 582        2017

케이씨씨건설 여주천송스위첸 PE-Xa 파이프 388        2017

케이씨씨건설 전주에코시티 PE-Xa 파이프 948        2017

파라곤건설 평택고덕 PE-Xa 파이프 752        2017

호반건설 원주 기업 PE-Xa 파이프 824        2017

호반건설 경산 임당 1차 PE-Xa 파이프 587        2017

호반건설 경산 임당 2차 PE-Xa 파이프 750        2017

GH 대우건설 동탄 레이크 자연앤 푸르지오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704        2018

LH 금호건설 인천 서창 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982        2018

LH 남양건설 안성 아양 A2BL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963        2018

LH 동부건설 충주 호암 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591        2018

LH 라인건설 평택 고덕 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654        2018

LH 우미건실 전주 효천 우미 3차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798        2018

LH 한신공영 충주 호암 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455        2018

LH 한신공영 의정부 고산 S1BL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670        2018

LH 해유종건 광주 첨단 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400        2018

LH 현해건설 용인 김량장 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70         2018

LH 효산종합건설 파주법원 1BL 행복주택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250        2018

다원종합건설 평택 프로방스 레지던스 호텔신축 PE-RT 파이프, 난방코일 63         2018

대라종합건설 광주 첨단 대라수 2,3차 어썸시티 PE-RT 파이프(냉매) 488        2018

대라종합건설 광주 첨단 대라수 5차 어썸시티 PE-RT 파이프(냉매) 291        2018

대성건설 부산 일광 신도시 대성 베르힐 PB 파이프(냉매) 518        2018

대성건설 청주 대성 베르힐 PB 파이프(냉매) 1,507     2018

동광종합토건 충주 오드카운티 PE-Xa 파이프 534        2018

라송산업 목포 라송 센트럴 카운티 3차 PE-Xa 파이프 361        2018

미진건설 부산 해운대 센텀 미진이지비아 PB, PE-Xa 파이프 급수, 난방관 184        2018

보광종합건설 구미 보광 15블럭 골드클래스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냉매) 290        2018

온누리건설 파주 오피스텔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252        2018

우미건설 전주효천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798        2018

웬에스티 오산세교 메트로 위드스타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80        2018

웬에스티 하남 미 타워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5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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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PE-Xa 파이프 951        2018

진흥기업 미아 9-1 재건축 PE-RT 파이프, 난방코일 1,028     2018

케이씨씨건설 신당동스위첸 PE-Xa 파이프 176        2018

케이씨씨건설 양산평산스위첸 PE-Xa 파이프 553        2018

케이씨씨건설 영종하늘도시스위첸 PE-Xa 파이프 752        2018

한양 양양 내곡 한양수자인 PE-RT 파이프, 난방코일 471        2018

한양 구로 항동 한양수자인 PE-RT 파이프(냉매) 634        2018

한양 면목동 한양수자인 PE-RT 파이프(냉매) 460        2018

호반건설 이천 마장지구 B4BL PE-Xa 파이프 533        2018

GH 서희건설 인천 도원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1,300 2019

LH 성지건설 계룡 대실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700 2019

LH STX 제천 청전 광혜원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988 2019

LH SM경남기업 평택고덕A2 5공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550 2019

LH 계룡건설 의정부 고산 리슈빌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1,331     2019

LH 대우건설 수원 고등지구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810        2019

LH 태평양건설 아산 탕정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944 2019

LH 한신공영 평택 고덕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899 2019

SM동아건설 충북 오송 바이오 폴리스 B6BL PE-Xa 파이프 970        2019

대림산업 울릉도 동해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300 2019

어반스톤 동탄역 어반스톤 오피스텔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168        2019

영무건설 용두지구 영무 예다음 PB 파이프 622        2019

지에스건설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오피스텔 PB 파이프 270        2019

케이씨씨건설 성남 도촌 스위첸 PE-Xa 파이프 153        2019

한양 구리수택 PB 파이프 급수, 난방관 1,2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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