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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년도 현 장 명 시공사 협력사 폼 제작사 비  고

2004 파주 LCD P7 GS건설 남웅건설 건융폼 기둥

2008 파주 LCD P8 GS건설 남웅건설 건융폼 기둥

2010 파주 LCD P9 GS건설 두경산업개발 태열폼 기둥

2011 탕정A3 삼성물산 보림토건 화인폼 기둥

2012 탕정A3 사무동 삼성물산 보림토건 화인폼 기둥

2012 의왕 포일현장 삼성물산 보림토건 화인폼 옹벽, 기둥

2013 안동자이 APT GS건설 태현개발 화인폼 기둥, 보, 스라브

◎ ROTATING 지게차 시공 참여 현황

2013 안동자이 APT GS건설 태현개발 화인폼 기둥, 보, 스라브

2014 화성S3 16라인 삼성물산 복락이엔씨 화인폼 기둥

2015 여주K2 물류창고 강산건설 엘에스폼웍 일반 스틸폼 기둥

2016 고덕 삼성전자 삼성물산 복락이엔씨 유투폼, 화인폼 기둥

2016 부천 대우건설현장 대우건설 오주건설 페리폼 옹벽, 기둥

2016 삼성 고덕현장 삼성물산 부강건설 페리폼 옹벽

2016,2017 동탄 금강펜테리움현장 금강건설 월드플랜 페리폼 기둥



◆ 특허 취득 현황

비  고

＊파손 방지 기능이 포함된 리미트 스위치

등록일 2010년 10월 6일

20-2010-0010292

등록일 2009년 10월 19일

10-2009-0099132

등록일 2012년 8월 18일

10-2012-0090364
 * 안전 작업대

등록일 2011년 5월 12일

20-2011-0004060
 * 타워 크레인용 연결핀 제거 보조기구

 * 기둥 거푸집용 지게차 부속장치

등록일 2011년 12월 5일

20-0457231

발명의 명칭 등록일(출원번호)

등록일 2007년 8월 23일

10-0753492

등록일 2010년 2월 26일

10-1373549
＊줄걸이용 안전버킷

＊건축자재의 직립 정렬장치 

 * 다용도 엘리베이터 크레인

 * 고소작업대의 협착방지방치
등록일 2007년 12월 29일

20-2007-0021003

10-2012-0090364

 * 크레인 타입 곤돌라
등록일 2013년 1월 7일

10-2013-000155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크레인용 작업대 등록일 2013년 7월 5일

＊풍력발전기 설치방법 및 그 장비
등록일 2013년 9월 3일

10-1306031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용 협착방지장치
등록일 2017년 3월 1일

10-2017-0030687

 * 고소작업대용  협착 및 충돌 방지 안전모
등록일 2016년 9월 5일

20-2016-0005228

＊기둥거푸집 설치운반용 클램프
등록일 2013년 9월 5일

10-1307279

 * 무자본 무 창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지원

   방법 및 이를 통한 마케팅 방법

등록일 2015년 5월 14일

10-2015-0067086



◆ 탕정A3 현장 작업사진 ◆

◎ 지게차 기둥폼 설치 사진 













◆ 화성S3현장 작업사진 ◆















◆ 파주LCD현장 작업사진 ◆













◆ 2016년 신형 지게차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