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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

(주)알투플래닝

신  충  식

1995년 6월 28일

2001년 3월 06일

3억원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알투스타빌딩 3F (구: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78-16)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알투스타빌딩 LF, 1F (구: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78-16)

T. 02-469-6150   F. 02-469-6156  e-mail. r2sign@naver.com  H. www.r2planning.co.kr  

사인디자인/설계/제작/시공, 알투패널제조, 사인제품개발, 환경디자인사 업 분 야

연   락   처

공         장

본         사

자   본   금

설   립   일

창   업   일

대 표 이 사

상         호

03.

07.

03.

09.

12.

1995. 06.

1996. 05.

1999. 02.

2000. 02.

2003. 06.

2004. 03.

2005. 06.

2006. 04.

2007. 10.

02.

2009. 03.

2010. 06.

2011. 01.

 01.

08.

03.

05.

05.

맵클래스설립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신공학관 실내외 사인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

일본 UNIQLO 전국 매장 사인 제작 수출  ($250,000)

2001. 02. 실용신안등록증 취득 등록 제 0222926 호 장식용 알루미늄판

일본 UNIQLO 전국 매장 사인 제작 수출  ($850,000)

맵클래스 법인 설립

공장설립 (하남시 감일동) 

일본 미쯔비시 자동차 사인 제작 수출 (600개 매장)

본사, 공장 이전 (성동구 성수동)

삼양사 전국 사업장 실내외 사인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

도요타 자동차(TOYOTA/칼로라)사인 제작 수출

코엑스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

알투패널 상표등록 등록 제40-0737611호

2008. 01. 특허증 취득 특허 제 10-0797786 호 광고판

웅진코웨이,웅진식품,웅진쿠첸 실내외 사인 설계, 제작, 시공

SK브로드밴드 전국매장 실내외 사인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

본사, 공장 이전 (하남시 감북동 322-38번지)

송파구, 강동구 간판이아름다운거리(디자인 입찰 수주)

도레이첨단소재(구미사업장)실외사인 공사

알투사인 사명변경

SPC그룹 협력업체 등록(파리바게트) / 한컴 협력업체 등록

2012. 03.

 05.

삼성에버랜드 협력업체 등록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등록

2013. 01.

 06.

카타르 HBKMC(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Signage & Wayfinding 설계용역 수주 (＄250,000)

2014. 07. 롯데월드타워 & 롯데월드몰  에비뉴엘 사인공사 수주

01. SK매직 전국 사업장 사인 리뉴얼 공사 수주

2018. 09. 알투플래닝 사명 변경 / 본사, 공장 이전 (하남시 서하남로 85-13(감북동, 알투스타빌딩)

2019. 05. 건설등록증 취득(업종:금속구조물 외, 등록번호:하남2019-07-03)

사우디 KASC(King Abdullah Sports City)Signage & Wayfinding 설계용역 수주 (＄51,000)

SK텔레콤 전국공항, 수도권 대구지역 매장 사인(행복날개)제작, 시공

일본 도요타자동차 (TOYOTA VISIT) 사인제작, 수출 ($450,000)

일본 FORD자동차 사인제작, 수출 (80개 매장)

일본 도요타 자동차 (TOYOTA NETZ) 사인 제작 수출 (50개 매장)

09. 실용신안등록증 취득 등록 제 0363281 호 광고판의결합구조 / 등록 제 0363280 호 광고패널 교체형 광고판

회사연혁

2017. 05. 더존비즈온 전국사업장 사인 리뉴얼 공사

2015. 05. 서울대학교 정문진입로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01 회사개요

보유기술현황

장식용 알루미늄판(실용신안등록 제0222926호) 

광고판의 결합구조(실용신안등록 제0363281호) 

광고패널 교체형 광고판(실용신안등록 제0363280호) 

광고판(특허 제10-0797786호) 

주요고객사

국내·외 기업 및 프랜차이즈

관공서

디자인 및 설계 회사

해외 사인전문 회사

브랜드매니지먼트 회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 2018-0229-00881 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 번호: 제 1788 호)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제 2000-4040103-08-5-00001호)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 하남2019-07-03)

AUSTRALIA

JAPAN

JAPAN

U.S.A

U.S.A

면허보유현황



02 회사전경 및 사업장 위치도

회사전경

사업장위치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알투스타빌딩 오피스 : 3F / 공장 : 1F / 랩핑사업부 : LF

TEL. 02-469-6150   FAX. 02-469-6156

http://www.r2planning.co.kr

e-mail : r2sign@naver.com

서울보훈병원

한국도로공사
서부농협

동래복국
둔촌사거리 

올림픽공원

서하남 IC사거리

서하남 

IC입구

서부 초등학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감북동
주민센터윤선빌딩

LG 25

서부성당

거여동

9
둔촌오륜역



알루미늄 플렉스 간판 제작시공

채널간판 제작시공

LED 채널 제작시공, LED 수출(일본)

SUS, S.T간판 제작시공

알루미늄 시스템 간판 제작시공(실용신안 보유)

알루미늄 압출바 생산(OEM)

알루미늄 장식용 판넬 제작판매(전량수출) 실용신안보유(특허출원)

사업영역

면허보유현황(ISO인증/특허/실용신안 보유현황)

구분 특허 또는 실용신안명취득일자 발행기관등 록

실용신안 장식용 알루미늄판2001-02-26 특허청제 0222926 호

실용신안 광고패널 교체형 광고판2004-09-07 특허청제 0363280 호

실용신안 광고판의 결합구조2004-09-17 특허청제 0363281호

상표등록 알투패널(AL.2 PANEL)2008-02-18 특허청제 40-073761호

상표등록 PPOCCOP(도로안전유도로봇)2015-12-11 특허청제 40-1148528 호

특     허 광고판2008-01-18 특허청제 10-0797786호

경기도 인증 2012-18 호인 증 서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2012-09-26 경기도지사

전문영역

알루미늄 시스템사인 및 사인제품 개발, 수출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Wayfinding Consulting

사인 자재 및 금속 마감재 개발, 수출

03 사업영역 및 전문영역 



04 인력현황 및 조직도

조직도

인력현황

조직별 인원(명)성 명 비 고

신충식 1

남선하, 김현미 2

최하영, 노운, 신우식 3

이연희, 양지훈, 전지혜 3

최정운, 김태준, 김태식, 정형일, 임태영, 김학진 6

홍원덕, 심용삼, 김정태 3

18

대표이사

총인원

계약직

재무회계팀

영업관리팀(PM)

디자인설계팀

제작, 시공 1팀

제작, 시공 2팀

영업관리팀(PM)

최 하 영 이사

노  운 팀장

신 우 식  실장

재무회계팀

남 선 하 이사

김 현 미 대리

제작팀

김 태 준 과장

김 태 식 대리

임 태 영 사원

홍 원 덕 기사

김 정 태 기사

디자인설계팀

전 지 혜 사원

이 연 희 이사

양 지 훈 주임

김 학 진 사원

심 용 삼  기사

최 정 운 부장

시공 및 A/S팀

정 형 일 대리

이 연 희 이사

제품연구개발실

전 지 혜 사원

최 하 영 이사

기획총괄

이 연 희 이사

대표이사 : 신 충 식 

감사 : 남 선 하 이사



05 업무인력 프로파일

경영진 구성

성명 직책 주요경력 재직기간(년) 보유자격 비 고

신충식 대표
(주)프리오르아도보도근무(일본 3년)

(주)프리즘

인테리어

디자인전공

옥외광고사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남선하 이사 드림아트(3년) 21

26

컴퓨터애니메이션

업무인력

주요수행프로젝트 재직기간(년) 전문분야성명 직책 총경력(년)

HBKMC 사이니지 컨설팅, 스타필드시티 17 디자인, 설계이연희 이사

삼양사,  SF이노베이션, 이디야 영업관리, 설계2노   운 팀장

관공서 입찰, 건설업 등록 재무회계4김현미 대리

21 재무회계남선하 이사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등록

삼양사, DI, 도요타, 삼성에버랜드, 롯데백화점 17 영업관리, 설계최하영 이사

제작, 시공최정운 부장 삼양사, DI, SK브로드밴드, 서울우유, 롯데월드타워 8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서울대학교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자생한방병원

2

17

SPC, 삼양사, 자생한방병원 디자인2전지혜 사원 6

21

파리바게뜨, 서울대학교, 서울도시가스 디자인1양지훈 주임 3

서울대학교,  SF이노베이션 프랜차이즈 영업관리3신우식 실장 21

한화역사, 파스쿠찌, 버거킹, 서울도시가스 제작, 시공2정형일 대리 13

22

23

20

22

7 제작, 시공사원

대리 8 8 제작, 시공

임태영

파리바게뜨, 서울대학교, 서울도시가스 1 9 제작, 시공사원김학진

김태식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더존비즈온과장 11 19 제작, 시공김태준



06 주요고객사

국내사업
(단위=천원)

연번 발주처 업무범위 프로젝트기간 공사금액

18

19

20

9

10

14

17

16

코오롱 고객지원센터 인허가 대행,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코오롱글로벌(주) 216,4802015.  05 ~ 2015.12

4

화성 동탄 에일린의 뜰 아파트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아이에스동서(주) 220,2202016. 10 ~ 2016. 11

5

정문환경개선사업 환경디자인 설계 및 시설물 공사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110,0002016.  06 ~ 2016. 09

6

7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실시설계, 제작, 시공(주)파리크라상 535,0002016.  01~ 2016. 12

8

스쿨푸드, 분짜라붐 실시설계, 제작, 시공(주)에스에프이노베이션 231,0002016.  01~ 2016. 12

1

더화이트호텔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주)메르디안 디앤아이

롯데쇼핑(주) 

107,0002017. 11 ~ 2018. 02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사인물  실시설계, 제작, 시공자생한방병원 161,7442017. 08 ~ 2017. 09

동탄 코오롱 고객지원센터 사인물 실시설계, 제작, 시공코오롱글로벌(주) 103,4002017. 03 ~ 2017. 10

롯데백화점 서울역 사인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364,7602018. 11 ~ 2018. 12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사인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14,7202018. 07 ~ 2018. 08

다산 에일린의 뜰 아파트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 218,6142018. 06 ~ 2018. 12

2

SK 매직 전국사업장  디자인, 제작, 시공SK 플래닛(주)

아이에스동서(주)

㈜에스엠컬처앤콘텐츠 

(주)더존비즈온 더존을지타워 사인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184,3162019. 11 ~ 2020. 01

한국도레이 R&D센터 사인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70,0462019. 08 ~ 2019. 11

이케아 동부산점 옥외광고물 인허가 대행 및 실내외사인물 시공 142,5522019. 05 ~ 2020. 02(유)이케아코리아/DEFI CHINA

이케아 기흥점 옥외광고물 인허가 대행 및 실내외사인물 시공 197,0332019. 05 ~ 2019. 12(유)이케아코리아/DEFI CHINA

도레이첨단소재(주)

402,0002016. 12 ~ 2017. 02

3

전국사업장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주)휴비스 168,0002016. 11 ~ 2017. 02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주)비케이알 버거킹 107,5802015.  07~ 2015. 12

11

한화리조트 제주 & 플라자CC 사인물 공사(주)한화호텔앤리조트 110,0002015.  07~ 2015. 06

12

피코아일랜드 사인물 디자인, 제작, 시공한미건설(주) 169,4002015.  05~ 2015. 06

13

15



2017’ 자생한방병원 논현사옥 신규 사인물 공사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9’ (주)더존비즈온 더존을지타워 사인물 공사 사인 기획 및 디자인(주차장 색채계획 및 감리),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7’ (주)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강남스마트워크센터/강남스마트워크센터/부산사무실 4개 사업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9’ (주)도레이첨단소재 마곡동 한국도레이 R&D센터 사인 신규 공사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기업사인리뉴얼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7’ (주)SK플래닛 SK매직 지국, 지사, 직영, 서비스센터, 공장 전국 173개 사업장 사인 기획 및 디자인(사인매뉴얼),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8’ (주)SK플래닛 SK 브로드밴드 사옥, 고객센터 전국 183개 사업장 사인 기획 및 디자인(사인매뉴얼),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5’ (주)삼양사 사옥, 연구소, 공장 전국 30개 사업장 사인 기획 및 디자인(사인매뉴얼), 실시설계, 제작, 시공

기업사인리뉴얼



2017’ 부산통합청사 사이니지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웨이파인딩 컨설팅

2018’ 그란드 프렛사 소테츠 호텔 명동 사이니지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웨이파인딩 컨설팅

2018’ (주)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시티 위례 사이니지 기획 및 디자인, 설계, 웨이파인딩컨설팅 / 제작, 시공 감리

사이니지 설계 & 웨이파인딩 컨설팅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사이니지 설계 & 웨이파인딩 컨설팅

2012~2015’ 카타르 도하 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사이니지 실시설계, 웨이파인딩 컨설팅

TRI & BIO-BANK PMRWH AH

LL

PARKING 
LOT

EXTERIOR &

2014’ KING ABDULLAH SPORTS CITY 육상경기장 사이니지 실시설계, 웨이파인딩 컨설팅

2006’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이니지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웨이파인딩 컨설팅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복합쇼핑몰

2014’ (주)롯데쇼핑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명품관 사인 실시설계
            제작, 설치

2014’ ~2020’ 이케아코리아유한회사 
‘이케아 광명점’ 인허가 및 외부사인 보강공사(2014)
‘이케아 기흥점’ 사인물 공사(2019)
’이케아 동부산점 사인물 공사(2020)

2014’ 두산벤쳐다임 비지니스타운 빌딩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3’ (주)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4’ (주)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사인 설계, 제작, 시공
2018’ (주)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사인 설계, 제작, 시공

2011’ 한화역사(주) 서울역 푸드코트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
           설계, 제작, 시공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7’ (주)에스에프이노베이션 분짜라붐 전국 매장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3’ (주)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 매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1’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서울, 경기지역 매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2’ (주)파리크라상 파스쿠찌 매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프랜차이즈

2015’ (주)비케이알 버거킹 매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5’ 한국맥도날드(유) 맥도날드 매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2’ (주)스탠다드오일 주유소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0’ 베니건스 매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9’ 서울우유협동조합 대리점 사인 기획 및 디자인(사인매뉴얼)
          실시 설계, 샘플매장 10개소 사인 제작, 시공

2009’ 한솥(주) 한솥 매장사인 실시설계(사인매뉴얼), 제작, 시공

2007’ (주)에스케이텔레콤 행복 성형날개 제작, 전국 지점 납품 2006’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매장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프랜차이즈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7’ (주)휴비스 전주, 울산, 본사, 연구소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사인매뉴얼),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0~2016’ 도레이첨단소재 군산 & 구미공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3’ 인팩일렉스(주)/인팩케이블(주) 사업장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공장 & 물류센터

2018’ (주)SK 하이닉스 청주 M15 공장 사인물 공사

2015’ 코롱인더스트리 동탄 통합고객지원센터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4’ (주)해피콜  김해공장 및 본사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2’ (주)삼성에버랜드 평택물류센터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사인 매뉴얼 납품

2010’ 현대중공업(주) 충북음성공장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사인매뉴얼),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8’ 웅진코웨이, 웅진쿠첸, 웅진식품 공장 사인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8’ (주)디아이  공장, 본사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8’ (주)오토 예산공장, 경주공장, 본사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7’ (주)이그잭스  공장사인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공장 & 물류센터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5’ (주)한미건설 용인 피코아일랜드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5’ (주)빅토르투자개발 빅토르힐리조트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4’ 한화아쿠아플라넷 내부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1’ 서울도시가스(주) 강화도청소년수련원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2’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사리경정장 사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리조트 & 문화시설

2015’ (주)한화호텔&리조트 제주한화리조트 앤 플라자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20’ 수원가정법원 사인물 공사 기획 및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 2016’ 서울대학교 정문진입로 환경개선공사 시설물 공사

200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환경공학부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09’ 강동구청 주차타워 사인 기획 및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

2009’ 송파구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사인 공사 2009’ 강동구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사인 공사

관공서 & 교육기관



07 주요공사실적_국내

2013’ (주)벤처포럼 판교 브이포럼 빌딩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 공사

2012’ (주)휴비스 2012’ 프리뷰인 대구 전시회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2011~2012’ 모터쇼 벤츠전시부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 납품

2010’ 한국야쿠르트 나무빌딩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 설계, 납품

인테리어 & 전시

2012’ 신세계백화점 베이프매장 아노다이징 패널 납품 

2011’ 한국섬유소재연구소 G-KNIT신소재종합전시회 기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시공



08 주요공사실적_해외

1999~2007’ 유니클로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3~2005’ 미쯔비시 자동차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5~2007’ 걸리버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6 ’ 도요타 카로라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4’ 네쯔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1~2002’ 포드자동차 매장사인 제작, 수출

해외 프로젝트



08 주요공사실적_해외

1999~2007’ 유니클로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3~2005’ 미쯔비시 자동차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5~2007’ 걸리버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6 ’ 도요타 카로라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4’ 네쯔 매장사인 제작, 수출 2001~2002’ 포드자동차 매장사인 제작, 수출

해외 프로젝트



09 생산시설 및 규모

제조시설(공장) 규모(제조시설 및 규모)_소유구분

구분 면적(㎡) 소재지(주소) 생산품목 소유구분

공장 301.23㎡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1F 옥외광고물
디자인

자가
사무실 272.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3F

설비 및 장비 보유현황(제작설비 및 시공관련장비)

설비명 수량공정 공정내용 제조사 제조년도

알곤 용접기 4EA

제작

제작

프레임 용접

맹호사 1998~2004

고속절단기(알루미늄겸용) 1EA 대한전기 2008

스터드용접기 1EA
FRAME 제작 프레임 용접

독일KOCO사 2008

TK알곤용접기 1EA 월드전기 2008

채널,자동용접기 1EA " 2008

채널입체V홈밴딩머신 1EA " 2008

파워워터(NC프라즈마머신)

NC머신 (HF48) 협성정밀기계

1EA

1EA

프레임 용접

각종 재료 가공

화인&
한들인터네셔널

2008

2010

채널 제작

Lite 채널 밴더 서울디엔에스1EA각종 재료 가공 2014

아크 용접기 3EA " 1994

반자동 용접기 1EA " 1997

원형 고속 톱기계 1EA
부자재 가공

2002

콤프레샤 2EA 동양에어 1999

에어프라즈마 2EA프레임 가공 맹호사

맹호사

1998

콘크리트총 1EA현장시공 시공 2001

고속 그라인더 2EA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계양기계 2002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휴대용 그라인더 10EA " 1999~2008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휴대용 연마기 2EA " 2007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고정용 연마기 1EA " 2003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함마 드릴 4EA HILT 2001~2004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탁상용 드릴 1EA LG 2000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직소 2EA SKIL 2004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산소 용접기 2EA 2000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전동 윈치 1EA 2004

FRAME 제작 프레임 가공 스터드용접기 1EA 독일제품 2008

1톤 트럭 2대현장 시공 운반 현대,기아 2008, 2017



제품종류

간판 1000EA 250EA 10M 기준

월최대생산수량 월평균제작수량

성형Channel간판(광원: LED) 500EA 250EA 10M 기준

비고

장비명 수량구분 용도 제조사 제조년도

Intel Core i5

Intel Core i5

Intel Core i5

Intel Core i5

Intel Core i5

Intel Core i5

PENTIUM 4 3기

3

COMPUTER

디자인,설계

사무

연구개발

사무

디자인,설계

제작

제작

사무

연구개발

디자인,설계

실사출력기

제작

제작

디자인,설계

사무

시트컷팅기

연구개발

2017

2

MONITER

NOTEBOOK

실사출력기

시트컷팅기

프린터

LG

LG

2016

1 SAMSUNG 2015

1 LG 2010

1 LG 2012

FLATRON E2351 4 LG 2017

FLATRON E2360 2 2016

AD2200 1

SyncMaster 927MB 1

2014

2012

FLATRON W2453VQ 1 LG

LG

2015

24EA53VQ 1 LG

TG

SAMSUNG

2014

SyncMaster 226sw 1 SAMSUNG 2012

3

1

2014LG

2015LG

24M47VQ 1 2018LG

23M47D 1 2017LG

FLATRON T910B 1 2008LG

SyncMaster 2243LNX 1 2015SAMSUNG

PENTIUM 3 1 2013COMPAC

MacBook Pro(Intel Core i7) 1 2017APPLE

designjet Z6800 1 2015HP

EPSON SC-80610L 1 2020EPSON

CE6000-120 1 2014G-TEC(Japan)

CE3500 1 2010G-TEC(Japan)

MFC-J2720 1 2016BROTHER

SL-M2870FD 1 2015SAMSUNG

E-studio203 1 2014TOSHIBA

Docuprint C4350 1 2009FUJI XEROX

생산/시공 가능 수량

사무 / 디자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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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ㅇ산   업   군 : 인쇄ㆍ광고물 등

ㅇ제   품   명 : 광고판

ㅇ생 산 업 체 명 : (주)알투플래닝

ㅇ사 업 자 번 호 : 120-86-18206

ㅇ대 표 자 성 명 : 신충식

ㅇ소재지 (본사 )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감북동)

제 2018-0229-00881 호

(공장1) : [120-86-18206]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5-13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18년 10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18-10-30

 17:59)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업등록증

자격증직접생산능력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건설업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3실용신안등록증.1 실용신안등록증.2

10 증빙서류



특허증 상표등록증 1

10 증빙서류

상표등록증 3상표등록증 2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도급업자영업배상책임보험

10 증빙서류



T H E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