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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STREET LIGHT

LED SECURITY LIGHT

LED TUNNEL LIGHT

LED FLOODLIGHT

LED FLAT LIGHT

LED DOWN LIGHT





제품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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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Line

- 용도 : Aging 및 on/off test
- Aging 시간 : 최대 60분
- Aging pallet 수량 : 60ea

● 용도

- 2단으로 구성 / 다양한 제품 Aging 가능

● 특징

조립라인

[ 내전압 및 절연저항 검사기 ] [ 특성 검사기 ] [ BAR Code 인쇄 ]

전수검사공정



내전압 및 절연저항 검사기 특성 검사기

- 조명등의 조립상태 검사

- 다양한 Module 측정 : 평판등, 다운라이트,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 판정 : PASS, FAIL

● 용도 및 특징

● 구성

- 내전압 : 0V ~ 5KV

- 절연저항

- SW : PASS, FAIL 판정

● 측정항목

- 비전카메라 활용 개별 LED 점등유무 검사

- 다양한 Module 측정

   : 평판등, 다운라이트,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 판정 : PASS, FAIL

● 용도 및 특징 ● 구성

- 광속(lm), 색온도(K)

- 색좌표(x,y), 광효율(lm/W)

- 전력(W), 전류(A), 전압(V)

- 역률, 고조파 함유율

● 측정항목

- Reference 측정값 입력 : 자동 gain값 산출

- 데이터 전송 가능

- 판정 항목 선택 가능

● 주요기능

검사기 본체

검사기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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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Goniometer System
(OPI-370, 배광기) (OPI-360)

LED조명 및 LED패키지 신뢰성 시험기

- LED조명과 LED패키지의 다양한 신뢰성 시험 (평판등, 다운라이트,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투광등)

- 비전 및 로봇, 계측기 시스템

- 다양한 샘플 동시 측정가능한 온도 및 습도 챔버

- 다채널 교류, 직류 공급시스템

- 실시간 광량 및 소비전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용도 및 특징

- 분광특성 : 최고파장, 주파장, 중간파장, 중심파장, 주파장, 반측폭, 색좌표, 색온도, 연색지수

- 광특성 : 휘도

- 전기적 특성 : 소비전류, 소비전압, 소비전력

● 측정항목

- 한국표준 및 국제조명위원회 표준에 따른 LED모듈/조명류의 배광 및 절대광속 측정 시스템

- 다양한 샘플 측정을 위한 universal zig

- 색보정을 통한 정확한 측정

- 국내기업 중 최장 암실 구축 (35M) : Auto Rail System 

● 용도 및 특징

- 광특성 : 전광속, 전복사속, 배광, 최고파장, 중간파장, 중심파장, 주파장, 반측폭, CIE1931/1976 색좌표, 색순도,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등

- 전기적 특성 : 소비전류, 소비전압, 소비전력

● 측정항목

●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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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RESEARCH
INSTITUTE
기업부설연구소

LED Goniometer System

LED조명 및 LED패키지 신뢰성 시험기

LED단품 광/전기적 특성 측정기

적외선 열화상 시험기



LED단품 광/전기적 특성 측정기
(OPI-100)

적외선 열화상 시험기
(FLIR T400-시리즈 산업용)

- 동시에 광 특성 + 전기적 특성 측정 가능

- 다양한 측정조건 및 측정 순서 지정 가능

- 다양한 LED type (Chip, Lamp, SMD, COB, COH) 측정

- 측정결과 Excel, TEXT, BMP 저장 가능

- 사용자 측정 조건에 따른 주문 설계 가능

● 용도 및 특징

- 분광특성 : 최고파장, 중간파장, 중심파장, 주파장, 색도(CEI 1931, 1976), 색순도, 반측폭, 상관색온도, 연색지수(R1~15), 기타

- 광특성 : 광도, 복사도, 광선속, 복사선속, 관원효율, 복사효율 등

- 전기적 특성 : 순방향, 역방향 전류 및 전압, 기타

- Sweep Charateristics : Current - Voltage - Light   L - I - V Sweep

● 측정항목

- 용이한 대상 물체 식별 및 정확한 온도 데이터 수집

- 문제 부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분해능의 열화상 카메라

- 실화상 같은 선명한 열화상 이미지 개선

- 내장 디지털 카메라 3.1 Mpixel (2048 x 1536 pixel), LED light

- FLIR Tools 모바일앱(애플 iOS 및 안드로이드)으로 Wi-Fi를 통하여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에 접속하고 측정결과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원격 제어도 가능

● 용도 및 특징

- 대상 온도범위 : -20℃ ~ +650℃ 사이의 3개 범위 / -20℃ ~ +120℃, 0℃ ~ +350℃ / -200℃ ~ +650℃

- 정확도 ±2℃ 또는 지시치의 ±2% 이내

- 적외선 분해능

●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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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창녕 제2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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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NYEONG
FACTORY
창녕 제2공장

생산공정

다이캐스팅 머신

제품 도장라인

창녕공장 제품 생산라인



창녕공장
제품 생산라인

[ 주조 생산설비 ]

Production Line in Changnyeong Factory

생산공정

[ MCT 머신 ]

02

[ 자동 쇼트설비 ]

03

[ 태핑 머신 ] [ 도장 라인 ]

세라믹 도장 2개 라인 / 분체 도장 1개 라인

04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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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진설비 가동  분진 및 개스의 현장 유입 방지, 제품오염 개선

- 라인작업으로 인한 색상 불균형 해소 및 강도 우수

- 철저한 열처리로 도막 안정화 우수

● 용도 및 특징

주조, 생산설비

AL Diecasting, 용광로, 로봇시스템

쇼트 및 샌딩  도장  도막 두께 형성   열처리  품질검사

다이캐스팅 머신 제품 도장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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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STREET
LIGHT

조달청 우수제품

MAS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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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25W | 941 x 364 x 90.5 | 모듈 타입

KK-LED-250AD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89834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89833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35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LED-150AD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89833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85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LED-100AD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069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0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20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6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6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069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5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5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79069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5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3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3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2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2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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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1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1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5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79069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0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4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8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8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3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50W | 941 x 364 x 90.5 | 모듈 타입

KK-LED-250ADR3(MD)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99349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00W | 941 x 364 x 90.5 | 모듈 타입

KK-LED-200ADR3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50W | 941 x 364 x 90.5 | 모듈 타입

KK-LED-250AD2M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98624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289834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298624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00W | 941 x 364 x 90.5 | 모듈 타입

KK-LED-200AD2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00W | 941 x 364 x 90.5 | 모듈 타입

KK-LED-200AD2M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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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LED-150ADR3(MD)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3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298624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304882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304883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LED-150AD2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L-150A45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M-150A45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L-150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2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304882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304883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298624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M-150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LED-100ADR3(MD)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LED-100AD2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L-100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2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304882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M-100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L-100A45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2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304882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809 x 364 x 90 | 모듈 타입

KK-SEM-100A45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2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75W | 568 x 316 x 95 | 모듈 타입

KK-SEL-75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사항 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2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75W | 568 x 316 x 95 | 모듈 타입

KK-SEM-75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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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20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200AM

의무구매대상 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9070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279069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6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6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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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59046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5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5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59046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3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3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2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20AM

의무구매대상 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9069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MAS 등록제품 2259045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1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1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9069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10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10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59045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가로등기구 | 80W | 652 x 323 x 99.5 | PCB 타입

KK-LED-8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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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60W | 562 x 280 x 99.5 | PCB 타입

KK-LED-6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5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5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50W | 562 x280 x 99.5 | PCB 타입

KK-LED-5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095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40W | 562 x 280 x 99.5 | PCB 타입

KK-LED-40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144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70W | Ø393 x 259 | PCB 타입

KK-LED-70G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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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59046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60W | 562 x 280 x 99.5 | PCB 타입

KK-LED-6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144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60W | Ø393 x 259 | PCB 타입

KK-LED-60G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143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50W | Ø393 x 259 | PCB 타입

KK-LED-50G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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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304883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50W | 568 x 316 x 95 | 모듈 타입

KK-SEL-50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3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50W | 568 x 316 x 95 | 모듈 타입

KK-SEM-50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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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304883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25W | 568 x 316 x 95 | 모듈 타입

KK-SEL-25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4883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25W | 568 x 316 x 95 | 모듈 타입

KK-SEM-25A3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59046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50W | 562 x 280 x 99.5 | PCB 타입

KK-LED-5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LE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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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59046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보안등기구 | 50W | 562 x 280 x 99.5 | PCB 타입

KK-LED-40A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MAS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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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75W | 704 x 487 x 110 | 모듈 타입

KK-LED-TD-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89834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조달청 우수제품 2289834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35W | 704 x 487 x 110 | 모듈 타입

KK-LED-TD-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89834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90W | 704 x 487 x 110 | 모듈 타입

KK-LED-TD-1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288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20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81171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5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3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3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1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3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2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12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81244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0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1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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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59323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8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8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3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50W | 575 x 310 x 77 | PCB 타입

KK-LED-T-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20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200(MD)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20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2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5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5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5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75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7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75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75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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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302731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0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00(MD)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25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2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25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25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2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0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1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1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5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5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1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50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1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75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7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2731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일체형 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75W | 758 x 428 x 250 | 모듈 타입

KK-LED-TJ-75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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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79288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20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2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81171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5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15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5652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3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13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5652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2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12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81244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10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1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5652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8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8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5652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터널등기구 | 50W | 575 x 310 x 77 | PCB 기판

KK-LED-T-5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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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MAS 등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2295379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750W | 676 x 569 x 231 | 특수목적용 비대칭 투광등

KK-LED-SP-750P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99507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600W | 676 x 569 x 231 | 특수목적용 비대칭 투광등

KK-LED-SP-600P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95379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500W | 676 x 379 x 231 | 특수목적용 비대칭 투광등

KK-LED-SP-500P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99507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400W | 676 x 379 x 231 | 특수목적용 비대칭 투광등

KK-LED-SP-400P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95379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50W | 676 x 189 x 231 | 특수목적용 비대칭 투광등

KK-LED-SP-250PA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66173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400W | 543 x 339 x 225 | 투광등

KK-LED-SP-4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65651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300W | 543 x 339 x 225 | 투광등

KK-LED-SP-3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65651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50W | 543 x 339 x 225 | 투광등

KK-LED-SP-25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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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79288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00W | 543 x 339 x 225 | 투광등

KK-LED-SP-20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288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50W | 412 x 263 x 204 | 투광등

KK-LED-SP-150MS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9288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00W | 412 x 263 x 204 | 투광등

KK-LED-SP-100MS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2747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80W | 412 x 261 x 204 | 투광등(횡단보도 겸용)

KK-LED-HD-8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4669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50W | 412 x 261 x 204 | 투광등(횡단보도 겸용)

KK-LED-HD-5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2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300W | Ø380 x 190 | 투광등

KK-LED-SP-3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2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50W | Ø380 x 190 | 투광등

KK-LED-SP-2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8954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00W | Ø380 x 190 | 투광등

KK-LED-SP-200M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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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78954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50W | Ø380 x 190 | 투광등

KK-LED-SP-150M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8953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00W | Ø380 x 190 | 투광등

KK-LED-SP-100M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2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50W | Ø498 x 528 | 투광등

KK-LED-SP-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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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59322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30W | Ø498 x 528 | 투광등

KK-LED-SP-1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2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00W | Ø498 x 528 | 투광등

KK-LED-SP-1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2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80W | Ø498 x 528 | 투광등

KK-LED-SP-8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59323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60W | Ø498 x 528 | 투광등

KK-LED-SP-6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78953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80W | Ø280 x 190 | 투광등

KK-LED-SP-80M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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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78953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50W | Ø280 x 190 | 투광등

KK-LED-SP-50M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3925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000W | 676 x 579 x 231 | 스포츠용 비대칭 투광등

KK-SPORTS-100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3925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750W | 676 x 569 x 231 | 스포츠용 비대칭 투광등

KK-SPORTS-75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3925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600W | 676 x 569 x 231 | 스포츠용 비대칭 투광등

KK-SPORTS-60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3925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500W | 676 x 379 x 231 | 스포츠용 비대칭 투광등

KK-SPORTS-50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3925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400W | 676 x 379 x 231 | 스포츠용 비대칭 투광등

KK-SPORTS-40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303925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등기구 일체형 비대칭 특수렌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50W | 676 x 189 x 231 | 스포츠용 비대칭 투광등

KK-SPORTS-250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3014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400W | 543 x 340 x 225 | 투광등

KK-LED-SP-400M-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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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72937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300W | 543 x 340 x 225 | 투광등

KK-LED-SP-300M-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937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50W | 543 x 340 x 225 | 투광등

KK-LED-SP-250M-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937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00W | 543 x 340 x 225 | 투광등

KK-LED-SP-200M-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3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50W | 412 x 263 x 204 | 투광등

KK-LED-SP-150MS-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3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00W | 412 x 263 x 204 | 투광등

KK-LED-SP-100MS-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4669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80W | 412 x 262 x 204 | 투광등(횡단보도 겸용)

KK-LED-HD-8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746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51W | 412 x 262 x 204 | 투광등(횡단보도 겸용)

KK-LED-HD-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3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300W | Ø381 x 190 | 투광등

KK-LED-SP-30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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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72802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80W | Ø281 x 190 | 투광등

KK-LED-SP-8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2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50W | Ø281 x 190 | 투광등

KK-LED-SP-5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3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50W | Ø381 x 190 | 투광등

KK-LED-SP-25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3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200W | Ø381 x 190 | 투광등

KK-LED-SP-20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2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50W | Ø381 x 190 | 투광등

KK-LED-SP-15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72802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플로트강화유리, 알루미늄다이캐스팅

LED 투광등기구 | 100W | Ø381 x 190 | 투광등

KK-LED-SP-100MR-1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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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5W | 307 x 1240 | 평판조명 | 방습등

KK-LED-55HF12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307 x 1240 | 평판조명 | 방습등

KK-LED-50HF12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5W | 307 x 1240 | 평판조명 | 방습등

KK-LED-45HF12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0W | 307 x 1240 | 평판조명 | 방습등

KK-LED-40HF12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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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22905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5W | 312 x 1280 | 평판조명

KK-LED-55HF128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1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30W | 312 x 1280 | 평판조명

KK-LED-30HF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35125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50W | 313 x 1280 | 평판조명

KK-LED-50HF1285ML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35125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45W | 313 x 1280 | 평판조명

KK-LED-45HF1285ML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35125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40W | 313 x 1280 | 평판조명

KK-LED-40HF1285ML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5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312 x 1280 | 평판조명

KK-LED-50HF128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6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0W | 312 x 1280 | 평판조명

KK-LED-40HF128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1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35W | 312 x 1280 | 평판조명

KK-LED-35HF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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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22906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0W | 600 x 600 | 평판조명

KK-LED-40HF6060D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1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5W | 316 x 1285 | 평판조명

KK-LED-35ML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1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0W | 316 x 1285 | 평판조명

KK-LED-30ML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1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35W | 600 x 600 | 평판조명

KK-LED-35HF5700D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5W | 200 x 1200 | 직부, 레이스웨이

KK-LED-45HF122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64W | 600 x 600 | 평판조명 | 방습등

KK-LED-64HF606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6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600 x 600 | 평판조명

KK-LED-50HF6060D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8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200 x 1200 | 펜던트형

KK-LED-50HF1220P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실내등 - 조달청 우수제품               66 ∙ 67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8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0W | 200 x 1200 | 펜던트형

KK-LED-40HF1220P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25W | 307 x 632 | 평판조명

KK-LED-25HF306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3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15W | 300 x 300 | 평판조명

KK-LED-15HF303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8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25W | 200 x 650 | 직부등

KK-LED-25HF2065B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8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30W | 75 x 1200 | 칠판등

KK-LED-30HF1275C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7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30W | 75 x 1200 | 레이스웨이

KK-LED-30HF1275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7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20W | 75 x 1200 | 레이스웨이

KK-LED-20HF1275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9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15W | 470 x 74 | 크리스탈 벽부등

KK-LED-15HF5085B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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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66519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40W | 312 x 1245 | 평판조명

KK-LED-40ML-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19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5W | 312 x 1245 | 평판조명

KK-LED-35ML-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19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0W | 312 x 1245 | 평판조명

KK-LED-30ML-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8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15W | 225 x 160 | 사각벽부등

KK-LED-15HD1625B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8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방열판: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15W | Ø245 x 60 | 원형직부등

KK-LED-15HF245B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19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50W | 312 x 1245 | 평판조명

KK-LED-50ML-2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MAS 등록제품 2222906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612 x 612 | 평판조명

KK-LED-50HF606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22906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40W | 612 x 612 | 평판조명

KK-LED-40HF606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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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66179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50W | 320 x 1260 | 엣지조명

KK-LED-50EG1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178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40W | 320 x 1260 | 엣지조명

KK-LED-40EG1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178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0W | 320 x 1260 | 엣지조명

KK-LED-30EG1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19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5W | 612 x 612 | 평판조명

KK-LED-35ML-4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20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50W | 612 x 612 | 평판조명

KK-LED-50ML-4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20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40W | 612 x 612 | 평판조명

KK-LED-40ML-4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MAS 등록제품 2266179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40W | 620 x 620 | 엣지조명

KK-LED-40EG606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19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50W | 620 x 620 | 엣지조명

KK-LED-50EG606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실내등 - MAS 등록제품               72 ∙ 73

MAS 등록제품 2266520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50W | 530 x 530 | 방등, 거실등

KK-LED-50R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20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40W | 530 x 530 | 방등, 거실등

KK-LED-40R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20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40W | 354 x 724 | 방등, 거실등

KK-LED-40R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22906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612 x 612 | 평판조명 | 리모컨 절전형

KK-LED-50HF6060D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178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LED 실내조명등 | 30W | 620 x 620 | 엣지조명

KK-LED-30EG606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22907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알루미늄 일체형 등기구

LED 실내조명등 | 50W | 312 x 1240 | 평판조명 | 리모컨 절전형

KK-LED-50HF1280D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MAS 등록제품 2266520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30W | 354 x 724 | 방등, 거실등

KK-LED-30R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520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25W | 312 x 650 | 평판조명

KK-LED-25ML-1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재질  몸체:스틸 / 커버: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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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22685391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20W | 150 x 800 | 방진방수등

KK-LED-20BB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746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30W | 54 x 1200 | 레이스웨이

KK-LED-30ML1275-1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747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20W | 54 x 1200 | 레이스웨이

KK-LED-20ML1275-1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84203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40W | 150 x 1400 | 방진방수등

KK-LED-40BB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7826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15W | 120 x 600 | 삼각벽부등

KK-LED-15HF-C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4876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12W | 300 x 300 | 사각센서등

KK-LED-12S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MAS 등록제품 2266949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15W | 20 x 1200 | 간접조명

KK-LED-15W1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949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LED 실내조명등 | 10W | 20 x 1200 | 간접조명

KK-LED-10W12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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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제품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4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8W | Ø174 x 13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8HD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10W | Ø174 x 13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10HD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09374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15W | Ø174 x 13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15HD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22904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20W | Ø174 x 13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20HD15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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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22429239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20W | Ø203 x 130 (7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20HD180-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05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30W | Ø232 x 130 (8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30HD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22429304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50W | Ø232 x 170 (8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50HD570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7466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15W | Ø175 x 8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15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7467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10W | Ø175 x 8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10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67468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8W | Ø175 x 80 (6inch)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8M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229050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5W | Ø90 x 120 | 원형 다운라이트

KK-LED-5HD90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MAS 등록제품 22672262
등록현황 나라장터 물품식별 번호

재질  몸체:스틸 / 방열판 반사경:알루미늄

LED 다운라이트 | 12W | Ø208 x 100 | 원형 다운라이트 센서등

KK-LED-12S-5700D

의무구매대상 : 해당없음우선구매대상

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AUTHENTICATION
CERTIFICATE

조달우수증

녹색기술 인증서

특허증

환경표지인증서

제품인증서 및 품질보증지정서

고효율 인증서

특허 및 인증 현황

실적 현황

80 ∙ 81특허 및 인증 현황               80 ∙ 81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투광등 ] [ 실내조명 ]

조달우수증

녹색기술 인증서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투광등

조달우수증

[ 실내조명 ]등 ]

[ 녹색기술(실내조명) ]

녹색기술 인증서

[ 녹색기술(실내조명) ] [ 녹색기술(도로조명용) ][ 녹색기술(도로조명용) ] [ 녹색기술(경관조명용) ]



특허 및 인증 현황               82 ∙ 83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제품인증서 및 품질보증지정서

외 다수

외 다수

환경표지인증서

외 다수

환경표지인증서

외 다수외 다수

특허증

외 다수

디자인 등록증

제품인증서 및 품질보보증지정서



특허 및 인증 현황               84 ∙ 85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외 다수

고효율 인증서



실적현황               86 ∙ 87more thin, more bright, more slenderKUM KYEONG LIGHTING PRODUCTS

2014 ~ 2016 실적현항

2013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경북교육청 (경주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울산시교육청 (현대정보과학고)

충북제천교육청 (대제중)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선동초등학교)

경상북도 교육청 (성창여자고등학교)

안동시 보건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복지시설)

경상북도경주 교육청 (경주중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성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청 (남주고등학교)

부산시 교육청 (혜원학교 조리실)

제주시 동물위행시험소 (청사조명설비)

경일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주거환경)

경남창원교육지원청 (동진여중 다목적강당)

부산시남부교육지원청 (백운초)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온양우체국)

명덕고등학교 (화장실 전면보수)

남해경찰서 (남해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회관 리모델링)

성희여자고등학교

부산시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생활관)

수영구 보건소

영광여자고등학교

전남순천교육지원청 (순천인안초등학교)

전남교육청 (담양고등학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읍 청사 )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 (효림초)

대광발명과학고

경상북도교육청 (세명고등학교)

부산시교육청 (건국고등학교)

부산시교육청 (가야고등학교)

국립중앙박물관경주박물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회관)

한밭대학교 (체육관) 외 다수

2014

부산시 기장군 (총무과 LED)

울산시 온산하수처리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첨단소재연구관)

경상북교육청 경주고등학교

경상남도 함안군 (군청사 별관)

경상북도교육청 선영여자고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부산시서부교육청 남성초등학교

서울시 용산도서관

충북충주교육청 (충주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진구 (육아종합지원센타)

부산시 교육청 대연고등학교

부산시 건설본부 (UN 평화기념관건립)

경남합천교육청 (봉산초등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통합행정실 구축)

동명대학교    

부산시 남구 (못골골목시장)

울산광역시 태화루건립 전기)

전라남도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타

부산대학교 (성학관 첨단강의실)

부산교육대학교 (학생회관)

한국전력공사 (한전본사 신사옥)

동명대학교                               

창원대학교 (대학본부 1층 회의실)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전라남도 장성군 (피톤치드효소액)

서울산업정보학교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안동대학교 (시설과 태양광가로등외)

부산사상경찰서 (14년 부산사상경찰서 신축)

창원서부경찰서 (청사복도 4층)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산시 북구 (제2별관 전기공사)

부산시 해운대구 (복지시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회관 증축)

진주교육대학교 (학생회관)

경남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경북영덕교육청 남정중학교

경북영덕교육청 남정초등학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기연구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경기도의정부교육청 녹양중학교

부산시 교육청 학산여자고등학교

법무부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산시북구 (덕천배수펌프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부산시 사상구 (학장 지하보도)

경남진주교육지원청 (봉원초)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볼링장)

부산시교육청  부산동고등학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스포원 실내테니스장)

경남 창녕군 보건소                           

부산시 기장군 (버스승강장)

부산시 기장군 (복지시설)

경남 합천군 (정원테마파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시청각실 및 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문수축구경기장)

동명대학교 

경상북도 울진군 (고우이청소년 수련관)

충북제천교육지원청 (왕미초)

부산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경주고등학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울산시 교육청 (명산초)

경남거창교육지원청 (아림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라남도교육청  (도초고)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마천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체육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사무소)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서상중고등학교)

외 다수

20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경남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월성원자력본부,

㈜인재개발원,㈜한빛원자력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군교육사령부                       

육군 인사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관세청 통영세관

강원도

경상남도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포항시                     

부산시 남구

부산시 동구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 북구                   

부산시 사상구

부산시 사하구                

부산시 서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시 중구                     

부산시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시 해운대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종로구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법무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경상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충남천안교육지원청                      

충북단양교육지원청                  

충북제천교육지원청                            

충북진천교육지원청                     

충북청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수자원연구소                

경상남도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경상북도 영덕군 보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보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국방과학연구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복지공단본부                 

보건복지부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업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해앙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

벡스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부산시 북구 문화빙상센타   

부산시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부산시 의회사무처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2016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통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본부                    

부산관광공사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                

육군제1266부대                                  

관세청 경남남부세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포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금정구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남구                    

부산시 동구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 북구                   

부산시 사상구                 

부산시 사하구                   

부산시 서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시 중구

부산시 진구                      

부산시 해운대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종로구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                     

울산시 동구                              

울산시 북구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제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남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부산서부교육지원청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              

서귀포교육지원청                           

울산시교육청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충남부여교육지원청                      

충남천안교육지원청               

충북제천교육지원청                  

충북청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경상대학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해운대경찰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립도서관

경남진주소방서                  

경상북도안동소방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경상남도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경상남도 합천군 대장경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선수촌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부산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시 문화회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영도구 도서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울산시 중부소방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제주도 축산진흥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화력본부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 영덕,울진지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서부지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군군수사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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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제3단가 계약물품 구입방법

관공서, 상업공간, 학교, 병원 등 LED조명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 ㈜금경라이팅의 제품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접속해서
㈜금경라이팅을 찾으십시오.

www.g2b.go.kr ⇨ 로그인 ⇨ 쇼핑몰
⇨ 상품검색 ⇨ 업체 ⇨ 지역지정 (㈜금경라이팅)
나라장터의 종합교핑몰에서 상품검색

▼ (주)금경라이팅 ▼ 로 검색하면 조달청과 3자 계약된

㈜금경라이팅의 제품목록이 검색됩니다.

상품검색
상품검색에서 검색된 LED 조명 중

필요한 수량을 체크하여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바구니 화면이 나타나면 아래의 

주문서를 클릭하여 내자조달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상품주문
www.g2b.go.kr ⇨ 로그인 ⇨ 공공기관 업무
⇨ 물품 ⇨ 계약진행관리 ⇨ 중앙조당주문관리

주문내역조회

조달청 관할지정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후 

조달요청 응답서를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송부합니다.

수행절차
계약업체(㈜금경라이팅)에서는 납품요구를 

받으면 이에 관련 한 정확한 물품을 정확한 날짜에 

납품이행한 후 검사/검수를 요청합니다.

물품납품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제출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접수한 후 검사/검수를 수행, 그결과를 계약업체에게

검사/검수 확인서에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검사/검수

검수확인을 클릭하면 물납영수증을 

작성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물품납품 및 영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작성 후 송신버튼을 클릭하면 계약업체에게 

송신됩니다.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계약업체(㈜금경라이팅)에서는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전송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접수한 후 대금청구서를 작성

하여 조달청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후 전자지불에 의해

대금지불 및 세금계산서가 처리됩니다.

대금청구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