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법특허 사용협약업체
공법특허 제 10-1472524호
특 허 명 : 부틸고무테이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보수 및 외벽방수공법
협약기간 : 2020.01.01.~2020.12.31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1

618-81-20257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051-527-1815

051-526-1815

2

612-81-16809

K.B건설(주)

김진이

055-252-9720

055-252-9719

3

4

607-81-82194

605-81-27161

주식회사

현정환,

원지산업개발

이영길

(주)흥산건설산업

강용호

주소/E-MAIL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483(금사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8-14(제황산동)
kb9719@hanmail.net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051-554-9104

051-554-9105

715-16
hjh9402@naver.co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51-804-7277

051-804-7273

성지로137번길25(초읍동)
heungsan1997@naver.com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5

604-81-22746

(주)은화

김대홍

051-518-4216

051-518-0739

1600,101(부곡동)
ew05@eunwha.com
부산광역시 연제구

6

7

8

9

10

603-81-28543

602-81-38811

607-81-48328

608-81-42308

608-81-65960

(주)삼강기업

원화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산업개발
주식회사
유광씨앤씨

(주)은광비엠씨

김점식

051-714-1888

051-714-1889

월드컵대로58번길15
(연산동,2층)
5samkang@hanmail.ne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용채

051-462-2223

051-469-9600

거제천로18번길 17(양정동)
sunugy119@naver.com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김성현

051-866-7788

051-583-1046

888-12 센스아파트103
hwasuong2001@naver.co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윤일선

055-246-0477

055-222-0478

오동동14길53-1(오동동)
ukpaint1@naver.com
경상남도 김해시

윤미원

055-275-0524

055-333-0311

칠산로413번길38(풍유동)
nambu8801@hanmail.ne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1

609-81-20461

(유)대양씨앤씨

이원우

055-298-9556

055-294-5647

의안로12번길44(소답동)
cnc9556@hanmail.net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12

13

609-81-52115

220-81-13879

(주)화옥산업

(주)신현공사

박영호

윤기환,
이한기

055-545-7435

055-545-7438

경화동32-1한빛프라자상가
101호
p19670@hanmail.net
서울특별시 서초구

02-3461-7411

02-3461-7415

강남대로10길 29(양재동)
shinh2000@hanmail.net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E-MAIL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16-81-54547

(주)세진씨엔씨

홍기태,
최명섭

02-573-5671

02-573-6505

바우뫼로101,601(양재동,경인
프라자)
sejinccceo@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15

108-81-46691

신양아이엔지

강경구,

주식회사

송준서

02-2057-0835

02-577-0835

바우뫼로43길22
(양재동,제우스빌딩 5층)
sypaint04@hanmail.net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6

17

18

215-81-15555

306-81-29340

514-81-66039

(주)적산건설

우리피앤씨건설
주식회사

(주)예화건설

조영수

02-443-2127

02-443-2129

157,401호(문정동)
juek99@hanmail.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준호

02-553-7997

02-557-0459

삼성로71길19(대치동)
kangjuno9@naver.com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길

김동기

053-290-7875

053-290-7704

153(죽전동)
hwa6867@hanmail.net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9

20

21

22

23

211-86-70264

503-81-08698

502-81-57051

514-81-27206

608-81-27118

(주)한림제코

(주)대성건업

(주)신창건업

(주)이두건설

(주)정우건설

전경종

정태경,
김성렬

이명하

정종일,
정재혁

안을임

053-604-0250

053-604-0252

1626 전자도매상가2-213
hanlimgeco@naver.com
대구광역시 달서구

053-624-5781

053-624-5253

달구벌대로 344길85(두류동)
tgsc115@hanmail.net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5길

053-964-0111

053-963-4944

23 (신서동, 5층501호)
vex02@naver.com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053-651-5008

053-623-2080

439(송현동)
jooidoo@naver.com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055-256-8041

055-293-3111

합성동 322-5
jwpaint@hanmail.net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4

605-81-25595

㈜해마루건설

이영숙

051-552-2749

051-552-2751

198-28
suac22@naver.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25

607-81-44583

㈜대한진단건설

이헌재

051-503-4907

051-503-4903

사직북로63번길55(사직동)
lmj8262@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26

211-81-07524

㈜중앙공사

김태종

02-400-3921

02-404-3921

문정로19(문정동,미성빌딩
2층205호)
jac80@naver.co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7

608-10-78922

가림건설 조은창

오세록

055-232-2385

055-232-2521

합포로 195-1,3층(산호동)
2318579@naver.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28

502-81-29763

㈜태명건설

곽덕섭

053-751-0551

053-751-0602

국채보상로192길 8(범어동)
tgsc5678@hanmail.net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E-MAIL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181

29

621-81-66318

성동시엔시(주)

허영민

051-868-1687

051-867-1687

에스뻬랑스빌딩 5층
sd1687@naver.com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30

539-87-00019

(주)부성

안상석

051-818-1551

051-818-1552

34번길 29-2(사직동)
sangsuk379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