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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명아이앤씨 대표이사   권 오 복

(주)진명I&C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열정, 창의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TOTAL SOLUTION을 구축하여 
고객 요구(NEEDS)에 최적의 맞춤형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1992년 설립된 이래 우수한 제품의 구내방송장비 개발을 시작으로 
『무중단 통합 방송시스템』 특허 취득은 물론 다수의 방송 및 음향장비를 개발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하고 지역 사회 및 전국 각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현장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 등록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인공지능형 방범 · 방재 CCTV 시스템』도 특허 및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고, 

고성능, 고품질의 SOUND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등 
현장중심의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R&D를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장인정신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전자시장에서 인정받는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CT기술융합 선도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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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N 네임의 의미

JMON Main color JMON 활용

마젠타 컬러는 기업의 열정과 제품의 스마트함을 상징하며, 

트라이바로 둘러싸인 플레이 마크는 기업의 추진력과 도전정신, 멈추지 않고 

언제나 플레이 되는 디지털 방송시스템이라는 제품의 가치와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무한 플레이를 의미하는 심벌마크의 전체적인 조형은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도형 (impossible figures)의 하나인 

트라이바(tribar)를 플레이 마크로 상징화하였다

(주)진명아이앤씨(Jin Myung)의 영문 JM, 켜져 있다는 의미인 ON의 결합을 통하여 

절대 멈추지 않는 (주)진명아이앤씨의 기업 열정과 제품 철학을 담고자 하였다
Naming

Color

Symbol



회사소개 / 조직도 

Q:Quality management /  M:Manufacture

경
영
기
획

영 업

설 계 뉴 비 즈

A / S 생 산부 산
지 사

서 울
지 사

공 사
관 리

영 업
지 원

Q M
품 질 관 리

생 산
( CCT V )

연 구 소

임원

업무총괄
부사장

사장

QM사업부영업사업본부경영사업본부

영업사업부 CS사업부

대표이사
회장

회사소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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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CI

사업장

(주)진명아이앤씨 (JINMYUNG INFORMATION & COMMUNITY. CO.,LTD.)

◇ 본사 ·공장 · 연구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테크노대로 62
T. 053-381-2100  F. 053-383-6133

◇ 경산공장
경북�경산시�장산로20길 12-1

◇ 제2공장
경북�구미시�수출대로 161 (공단동)

◇ 서울 / 경기지사
경기도�광명시�금하로 527번길 7
T. 02-897-6228  F. 02-897-6229

◇ 부산 / 영남지사
부산광역시�북구�낙동북로 663번길 85-3 평해빌딩
T. 051-866-8151  F. 051-866-8152



연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 [지식경제부]

KEA 전자통신산업진흥회 회원가입

조달청장 표창장 수상 [조달청]

기업부설연구소(II)설립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광주지사 개점

(주)진명아이앤씨 테크노폴리스 신사옥 준공

대구광역시 스타기업100 지정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연구개발특구)

평창 동계올림픽 표창장 수상 [강원도지사]

이지고(EASYGO) 상표등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건설사업 경영관리대상 [한국CM간사회]

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구내방송장치) [조달청]

품질조달예비물품지정(스피커,오디오앰프) [조달청]

모범기업인 표창장 수상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경북체신청장 표창장 수상 [경북체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취득 (Media School 3000sz)

상표권 취득 (MMschool)

우수 기업인 인증 [IBK기업은행]

부산지사 개점

한국MAS협회 회원사 등록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원사 등록

(주)진명아이앤씨 법인명 변경

2012

2014

2016

2018

2006

2008

2010

2002

1992진명전자 사업자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2013

2015

2017

2019

2011

2007

2009

1998

2005

대구광역시 스타기업100지정

모범납세자 표창 [국세청]

공공구매 촉진대회 모범중소기업인 표창

[중소기업부장관]

STK 자사 브랜드 런칭

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오디오앰프)

중소기업 산업대상표창 [대구광역시장]

전자 · IT의 날 유공자포상 [대통령상]

대구지방법원 감사패수상 [대구지방법원]

인재육성형 지정 [중소기업청] 

스타기업성과 우수기업 선정

지역주력산업육성 창의융합R&D 사업

광역선도연구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수출기업화사업 지정

G-PASS기업 지정

혁신기업 표창 [대구광역시장]

품질보증 조달예비물품 지정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장등록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기업부설연구소] 

차세대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성공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장 수상 [대구지방국세청] 

최우수기업 표창장 수상 [한국정보통신신문사]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대구광역시] 

서울지사 개점 

전자파 적합 등록

한국감시기기 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등록 

(보안용카메라 外)

주식회사 진명전자 법인전환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 

기업부설연구소(I)설립 [본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

[정보통신/엔지니어링활동주체] 

한국방송제작 기술협회 등록

실용신안권 취득 (구내유선방송장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구매 촉진대회 모범중소기업인 표창

대구지방법원 감사패수상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감사패수상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대구광역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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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융합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018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시스템)

특허권 취득 (오디오 디텍트를 통한 스마트방송시스템)

특허권 취득 (반응형 멀티핸들 기반의 오디오시스템)

특허권 취득 (증강현실을 이용한 레이어믹서 기반의 비디오시스템)

특허권취득 (UHD동영상의 스티칭 및 컷-아웃용 텔레스트레이터)

특허권 취득 (UHD동영상 스티칭 방법 및 그 장치)

특허권 취득 (UHD동영상에서 관심영역의 실시간 자동추적을 통한 컷-아웃장치 및 그 방법)

2017         제이몬 이지고 v1.0 (GS인증_1등급)

특허권 취득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2016특허권 취득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방송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리버스 앰프음원 분배장치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방송 출력 셀렉터를 통한 방송시스템 및 그 방법)

2019KISA 인증(JMON-AIVA) [한국인터넷진흥원]

 TTA 인증(JHDC-4120, JHOP-4120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 지정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 지정

(불꽃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메세지 방송 및 방재, 방범용 듀얼 영상처리시스템)

2015조달청우수제품 등록 (지능형 방범·방재 CCTV 시스템)

K마크 인증 (화재 및 방범감시 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 (Q마크-CCTV시스템-KTC)

성능인증획득 (불꽃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안내 메시지 방송 및

 방재,방범용 듀얼 영상처리 시스템) [중소기업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획득 (Good Software 제이몬 인큐리티 V2)

특허권 취득 (스피커용 혼)

특허권 취득 (방송용 스위칭)

2014특허권 취득 (제이몬 상표 서비스표 등록)

특허권 취득 (지능형 방범, 방재 및 사후처리통합 트리플렉스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특허권 취득 (멀티플 듀플렉스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 및 그 리코딩 방법)

특허권 취득 (영상정보를 이용한 안내 메시지 방송장치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영상수집 및 분배 서버를 이용한 영상 다중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U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계층적 구조의 스위칭 장치 및 그 방법)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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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조달우수제품 등록 (디지탈 전관 및 비상방송, 다원화 AV &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 외 37종)

스타기업 인증 [대구광역시]

대구수출기업인터넷 인증 [대구상공회의소장]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JEMS6000전관방송, 스위처컨트롤러 300SZ)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 K마크 (3중화 AV통합방송시스템)

자율안전확인신고서 (K인증) (JBS-6200 / AV스위치)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특허권 취득 (방송서비스 삼중화시스템)

특허권 취득 (3D-TV용 역다중화 장치 및 방법)

특허권 취득 (3D-TV용 영상데이터 변환방법 및 장치)

특허권 취득 (통합방송시스템)  

2012

ISO9001 인증 (음향, 영상 및 통신설비의 설계, 개발, 제조, 서비스)

방송통신기자재 의 적합인증서 (무선마이크)

전기자율안전확인신고증 (앰프, 리시버, 모듈레이터 등 다수)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등록필증 (통합컨트롤PC)

특허권 취득 (학교용 원격제어방송장치) 

2011

특허권 취득 (방송가이드 기능을 포함한 HD방송시스템)

이노비즈(기술혁신중소기업)인증 [대구경북중소기업청]
2010

무역업등록 인증 [(사)한국무역협회]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신고확인증 (컴퓨터/PC)

특허권 취득 (연결구간 진단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믹서장치 및 방법)

2009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원격제어 통합방송시스템)

성능인증 (방송사고대처가 용이한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조달청]

특허권 취득 (방송사고대처가 용이한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2008

방송통신기기인증 (Digital Network Mixer)2007
특허권 취득 (방송제어용카드) / GQ마크인증 (다중영상제어기)

프로그램 저작권 취득 (Media School 3000sz)

상표권 취득 (MMschool)

2006

실용신안권 취득 (구내유선방송장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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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특허권 취득 (U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계층적 구조의 스위칭 장치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UHD급 매트릭스 스위치 장치 및 그 방법)

특허권 취득 (N-스크린을 적용한 매트릭스 스위치 시스템 및 그 방법)



사업영역 

(주)진명아이앤씨는
CCTV, 음향, 영상 전문업체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1992년 창립이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우수제품 (CCTV，구내방송장치) 등록이 되어 있으며 품질 향상의 노력 끝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진명아이앤씨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용한 R&D (연구개발)를 통하여 최상의 품질로 

고객의 보안에 더욱 더 힘쓰며 고품격 디지털 방송장비 및 영상시스템으로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기업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영역

대형 LED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시스템 설비

편집 녹화 LIVE 중계가 가능한 스튜디오

스케쥴러 기능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설비

VOD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 설비

〉

〉

〉

〉

영상 및 방송 시스템 설계 시공

문화예술회관 / 대공연장 / 체육관 음향 설비

국제회의장 / 대규모 회의장 음향 설비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기타 문화 예술장소 음향 / 무대 전동 설비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전관방송 설비 (전관방송)

소방 법규에 의한 건물 비상 방송 설비 (비상방송)

〉

〉

〉

〉

〉

PA 및 특수 음향 시스템 설계 시공

IPTV방송국 설비 (B-CAM, DIGITAL, 전문방송국 설비)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설비 (방음, 흡음, 차음, 방진설비)

영상 편집 설비 (NON-LINEAR SYSTEM)

〉

〉

〉

IPTV 시스템 설계 시공

옥내·외 CCTV 방범 설비 (NVR 저장 방식)

지능형 원격 감시 제어 설비 (T1, E1, ISDN용 CODE 제어방식)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설비

스마트시티 통합 영상관리 솔루션

〉

〉

〉

〉

CCTV 시스템 설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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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혁명에 부응하는 신개념 (기술력 확보) 시스템 지속 연구, 개발

〉 『인공지능(AI) 통합 무인 보안 시스템』의 최적화 개발

〉 고객 요구에 따른 혁신기술 적용,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 (맞춤형, 선택형)

〉 특수 목적에 부합된 시스템 개발 

 미래지향적 기술 융합, R&D 강화 /  도전정신과 창의력 제고(提高)

〉 고객감동을 위한 품질보증 체계 구축

〉 끝까지 책임지는 감동의 AS, 다양한 Line-up, 완벽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화 교육

 품질 및 성능 향상을 통한 신뢰성 제고(提高)

〉 고품질, 고성능을 보장하는 대표 BRAND 개발, 홍보, 영업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구축 (제품별, 시스템별)

〉 독자적 기술의 자부심, 영상감시분야의 대표 LEADER로 지속 성장

 (주) 진명I&C의 대표 BRAND 확대 개발

〉 애사심, 자긍심 고취를 위한 비전 제시, 결속력 강화

〉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 인샌티브 적용

〉 자존감 고취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 소통을 통한 발전 지향적 의사 적극 반영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인공지능  정보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신뢰기업



CCTV System &
Broadcast System

    

구
내
방
송
장
치 

우
수
제
품 

영
상
감
시
장
치 

우
수
제
품

<지정번호 2015067>

<지정번호 20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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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감지

원격제어
방송

사용자
인터렉션

입출력
리버스

지문인식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구내방송장치�우수제품
<지정번호 2018113>

본 기술은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하여 진동센서를 이용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으로써

이전의 전관 방송시스템의 문제점 (화재에 대한 대응과 방송실에서만 방송이 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화재방송 외 지진방송 및 멀티, 원격방송 등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위험발생 시

안전한 곳에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며 대형 인명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기술임.

적용기술

핵심기술

01. 화재 및 지진 대비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 방송시스템 (특허)

  > 재난 감지 및 지문인식 기능 개발

  > 진동센서를 통한 지진감지 및 화재 수신 - 다중제어 및 동기화 처리

02. 사용자 인터렉션을 지원하는 스마트방송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03. 세미 방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송 방법 (특허)

04. 방송 출력 셀렉터를 통한 통합 방송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05. 리버스 앰프 음원 분배장치 및 그 방법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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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제상황실

원격모바일

모니터링

<지정번호 2015067>

영상감시장치(cctv) 우수제품

본 기술은 불꽃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메시지 방송 및 방재,방범용 듀얼 영상처리시스템으로써

카메라, 센서 등으로 감지한 신호 및 촬영한 영상 분석을 통해 범죄나 화재 등의 사건을 감지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안내 방송의 출력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사후 처리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인적 · 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임. 

적용기술

핵심기술

01. 지능형 방범 · 방재 및 사후처리 통합 트리플렉스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특허)

02. 시그널 퍼지규칙을 이용한 화재 불꽃 감지 방법 (특허)

  > 불꽃 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 메시지 방송 및 방범 · 방재용 듀얼 영상처리 시스템

  > 카메라, 센서 등으로 감지한 신호와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범죄나 화재 등의 사건 감지

03.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안내방송의 출력 및 비상조치 / 사후처리 결과 

    피드백 시스템 (특허)

듀얼레코딩

다중전송

비상안내방송

불꽃감지

사람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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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체육시설

관공서

CCTV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송시설

사업시설

공연장

주
요
공
사
실
적

Results



▶ 마산 로봇랜드 방송설비 및 CCTV설치공사 

▶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관급자재 설치공사

▶ 석적읍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통신공사

▶ 영천시 보현산댐 짚와이어 방송설비 및 CCTV공사

▶ 창녕박물관 리모델링 및 교육관 전관, AV 및 CCTV설치공사

▶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CCTV공사

▶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CCTV설치공사

▶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방송설비 및 CCTV설치공사

▶ 최무선 영상체험관 건립공사 방송설비 및 CCTV설치공사

▶ 파주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공사 및 CCTV설치공사

▶ 울산시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공사

▶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전관방송 및 AV설비 통신공사    

   외 다수

영천시 보현산댐 짚와이어 방송설비 및 CCTV공사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CCTV공사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방송설비 및 CCTV설치공사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관급자재 설치공사마산 로봇랜드 

   방송설비 및 CCTV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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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건립공사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방송음향설비 및 CCTV 설치공사

대구 스타디움 건립공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식협력업체]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 의성 컬링장 확충사업 방송설비 및 CCTV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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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2경기장 음향장비 설비공사

체육시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음향장비 설비공사 청도 소싸움장 음향영상 설비공사



창녕 공설운동장 음향장비 설비공사 영광 실내수영장 음향장비 설비공사

▶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2경기장 음향장비 설비공사

▶ 성서 산업단지 체육시설 방송기자재 구매설치

▶ 청도 소싸움장 음향영상설비

▶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음향영상설비

▶ 대구 북구 대불서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 대구시민운동장 방송 음향장비 설비공사

▶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음향설비

▶ 대구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음향설비

▶ 대구광역시 사격장 방송 설비공사

▶ 대구 실내빙상장 방송장비 설비공사

▶ 대구 월배국민체육센터 방송장비 설치공사

▶ 경북 영천 금호체육관 AV설비 / 무선장치공사

▶ 창원시 진해용원국민체육센터 방송설비공사

▶ 대구 스타디움 음향설비 제조 설치공사

▶ 경북 성주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방송설비공사

▶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CCTV 설치공사

▶ 대구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통신공사

▶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건립공사

▶ 창녕 공설운동장 음향장비 설비공사

▶ 경북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대구 만촌자전거경기장 방송장비 설비공사

▶ 대구 율하체육공원 음향장비 설비공사

▶ 경상북도 칠곡국민체육센터 음향장비 설비공사

▶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운동장 방송장비 설비공사

▶ 경남 거창군 실내체육관 음향 설비공사

▶ 여수 진남실내체육관 음향장비 설비공사

▶ 장수군 문예체육시설 한누리전당 음향장비 설비공사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실내수영장 음향영상설비

▶ 장수군 문화누리 신축공사 음향영상설비

▶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방송설비, CCTV 설치

▶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

▶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방송음향설비 및 CCTV 설치공사

▶ 경남 창녕 군립수영장 건립공사 CCTV 설치공사

▶ 경북 의성컬링장 확충사업 방송설비 및 CCTV 설치공사

▶ 충남 서천군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방송설비 설치

▶ 대구야구장 건립공사 전관방송 및 AV설비 구매설치

▶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음향장비 설비공사

▶ 영광 실내수영장 음향장비 설비공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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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사업 음향영상공사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음향영상공사

대구지방병무청 음향영상공사

경북지방경찰청 음향영상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방송설비공사

▶

▶

▶

▶

▶

▶

▶

▶

▶

▶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방송설비 공사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전 건립 통신공사

경산시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금호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대구 서부경찰서 신축 관급자재 전관 및 AV설비 설치공사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공사 방송설비공사

경북도청 이전사업 음향영상공사

한국 뇌연구원 방송설비 공사

경북지방경찰청 음향영상공사

대구지방병무청 음향영상공사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음향영상공사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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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농촌진흥청 AV설비공사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급자재 구매 설치

국가표준기술원 건립공사 AV설비공사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방송 CCTV설비공사

부산 북부산세무소 건립공사 방송설비공사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급자재 구매 설치

전주 농촌진흥청 AV설비공사

대구 한의학기술연구센터 방송설비공사

대구 조달청 방송설비공사

기계부품연구원 방송설비공사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공사 방송설비공사

한전KPS 컴플릭스 건립공사 방송설비공사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방송 CCTV설비공사

국가표준기술원 건립공사 AV설비공사

부산 북부산세무소 건립공사 방송설비공사

▶

▶

▶

▶

▶

▶

▶

▶

▶

▶

관공서



대구시 지하철 차량기지 구내방송 설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음향장비 설비공사

대구시 지하철 차량기지 구내방송 설비공사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대구재활전문병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음향장비 설비공사

대구 수질검사소 구내방송장비 설비공사

(재)김해문화의전당 영상장비 설비공사

대구터미널 서버 및 방송장치 설비공사

전기공사조합 대구신축사옥 음향 영상장치 설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방송장비 설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 방송장비 설비공사

국가보훈처 국립영천호국원 방송시스템 설비공사

경북지방우정청 포항우체국 방송장비 설비공사

공군교육사령부 교육관 방송장비 설비공사

육군통신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육군 제2218부대 영상음향방송장비 설비공사

한국 수력 원자력 본사 사옥 방송설비 공사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관급 자재 방송설비

대구 북구의회 방송설비공사

UNIST 미래형 이차전지 연구센터 방송설비공사

경상북도의회 방송설비 공사

대구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정보통신공사

성주 산업단지관리공단 다목적강당 방송설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설비 공사

대구 달서구청 방송설비 공사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방송/CCTV설비

대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등기국 관급자재 구매 설치

경북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공사

대구 달서구청 건축과 증축공사 관급자재 구매 설치

외 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지방우정청 포항우체국 방송장비 설비공사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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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천포화력본부 CCTV시스템 보강자재 설비

해양수산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흑산도항 CCTV 구매설치

대구 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CCTV 설치공사

강원도 사창권역 창조마을 조성사업 CCTV 설치공사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CCTV 설치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장계면 건강 생활지원 센터 신축 CCTV 설치공사

한국 코미디 창작촌 CCTV 설치공사

삼미시장 CCTV 설치공사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CCTV 설치공사 

경주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삼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CCTV설비

출판산업지원센터 CCTV구매설치

가야산 자연학습장조성사업  CCTV구매설치

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성주군청 CCTV 설치공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CCTV구매설치

SW융합기술센터 CCTV구매설치

성주군 가야국역사 자연개발공원조성 CCTV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광장) CCTV제작설치

대구 달서구 통합관제센터 CCTV 인프라 구축설비

대구 예담학교 기숙사 CCTV 설치공사

경상북도 재활병원 CCTV 설치공사

문산정수사업소 CCTV설비 제작구입설치

제천 행복주택 통신공사 관급자재 CCTV 설치공사

경북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CCTV 설치

구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CCTV 설치 공사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방범 CCTV 구매 설치

포천 선단동 문화공원 CCTV 설치 공사

경북 문경시 도시방범 회전형 CCTV 교체 설비

김해 지혜의 바다 설립공사 관급자재 CCTV 설비

국도 2호선 신동전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 설비 공사

경북 성주군 방범용 관급자재 CCTV 추가 구매 설치

경기도 오산시 저화소 CCTV 교체 공사 관급자재 구입

서산 해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CCTV 구매 설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중앙제어실 종합관제시스템 개선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동운흥, 경북청송지구 아파트 영상감시장치 구매 설치

육군제2307부대 3군단 중요시설 감시장비 구매

경북 상주시 도시재생사업 CCTV 설치 공사

경북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영상감시장치 구매

외 다수

성주군청 CCTV 설치공사

삼천포화력본부 CCTV시스템 보강자재 설비

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대구 달서구 통합관제센터 CCTV 인프라 구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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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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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경기/인천

대전/충청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 증개축 구내방송장비 설치공사 

밀알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청담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관악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압구정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상명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배문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신광여자중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김포제일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상록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청라5고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하늘3고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금정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해랑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경연중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배곧 3초 통신공사 구내방송장치 구매설치 

신리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천안환서중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전이문고등학교 체육관내 방송장치 설비공사

충남교육연수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성세재활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충남아산교육청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산내초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당진중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천안동중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예산고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아산Wee스쿨 증축 및 정보통신공사

가칭 호암초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구매 설치

외 다수

청담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신리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천안 환서중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예산고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

교육시설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

강원/제주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부산장영실과학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부산천가초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부산안락중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울산명정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울산학성여자중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창원사파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함양안의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남해초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   

양산 신양초등학교 방송시설개선 설비

율하2택지2초등학교 통신공사 관급장재 구내방송장치 구매 설치

광주한영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중마고등학교 방송시설 구내방송장치 교체 설비공사

선운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전남당양남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장흥관산중학교 광통합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보성복내초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화순고등학교 외 2교 방송시설 개선사업 구내방송장치 설비   

광양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제주중앙 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설비공사

애월중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육민관고등학교 강당체육관내 방송장치 설비공사

원주 기업중학교 신축 통신공사 방송설비 구매설치공사  

춘천실업고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무이초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제주우도초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익산 고현초등학교 통신공사 설비 추가

▶  익산 이리여자고등학교 통신공사 설비 추가

▶  가칭 매성중,고 신축 관급자재 구내방송장치 구매 설치 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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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안의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제주중앙 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설비공사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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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음향 영상장치 설비공사

계명문화대학교 교육방송국 방송장치 설비공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원내 방송시스템 설비공사

동의대학교 효민체육관 음향시스템 구입 설치

외 다수

대구/경북

대구 중앙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구과학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구 동부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원고등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대구국제학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문경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경주월성초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상주용운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구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설치공사

감삼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설치공사

대봉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설치공사

상인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설치공사

▶

▶

▶

▶

▶

▶

▶

▶

▶

▶

▶

교육시설

▶

▶

▶

▶

▶

▶

▶

▶

범물중학교 방송설비 제작 설치공사

경북여자고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설치공사

새본리중학교 방송설비 제작 구매설치공사

경신고등학교 방송장비 구매설치공사

포항 두호고등학교 강당방송장비 구매 설치            

포항 동지여자중학교 영상설비 구매 설치

대구 옥포초등학교 정보통신공사

경북대학교 의대 생명과학관 신축강의실 AV 설비공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구내방송 설비공사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영상 설비공사

경북대학교병원 대회의실 음향 설비공사

대학교

▶

▶

▶

▶

▶

▶

▶

▶

대구 동부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대구 중앙고등학교 HD 구내방송장치 설비공사

경북대학교 의대 생명과학관 신축강의실 AV 설비공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음향 영상장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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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음향장비 설비공사

창원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경운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경북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계명대학교 멀티미디어장비 설비공사

영남대학교 멀티미디어센터 영상시스템 설비공사

대구한의대학교 음향장비 설비공사

대구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제주대학교 인문관 전관 및 A/V 설비공사

안동대학교 강의실 방송장비 설비공사

한양여자대학 촬영시스템 설비공사

구미1대학 산학협력단 HD영상시스템 설비공사

영남외국어대학 회의실 음향장비 설비공사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거제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창원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김해대학교 강당 및 전관방송 설비공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인하공업전문대학 방송장비 설비공사

경운대학교 새마을 지도자 대학 강의실 방송장비 설비공사

경상대학교(영어캠프동) 회의실 방송기기 설비공사  

대구예술대학교 강의실 방송장비 시스템 설비공사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통합방송관리시스템 설비공사

대구교육대학교 방송장비 설비공사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A/V방송장치 설비공사             

경북전문대학 영상장비 설비공사

외 다수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시설

대학교



포항 북부교회 영상장비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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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교회 신축 방송 설비공사 대구 신기교회 음향 영상장비 설비공사 

동신교회 본당 및 비전관 A/V설비공사

대구 제일감리교회 음향 / 영상시스템 설치공사 대구 동일교회 신축 방송 설비공사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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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표충사 대형 영상 장비 설비공사

양산 통도사 대형 영상 장비 설비공사

대구 동신교회 본당 및 비전관 A/V 설비공사

대구 제일감리교회 음향 / 영상시스템 설치공사

대구 동부교회 신축 방송 설비공사

대구 신기교회 음향 영상장비 설비공사

대구 동일교회 신축 방송 설비공사

대구 총신교회 방송 장비 설비공사

밀양 표충사 대형 영상장비 설비공사

대성사 대법당 음향 영상장비 설비공사

대구 성서중부교회 본당 영상시스템 구축 설비

▶

▶

▶

▶

▶

▶

▶

▶

▶

양산 통도사 대형 영상장비 설비공사

대구 비산동교회 본당 영상장비 설치공사

삼승교회 본당 영상장비 설비공사

포항 북부교회 영상장비 설비공사

부산교회 영상 음향장비 설비공사

대구 이곡천주교회 신축 방송장비 설비공사

진해 대광사 대웅전 및 강당 신축/방송장비 설비공사

경북 예천군 용문사 불교유물관 방송장비 설비공사

외 다수

▶

▶

▶

▶

▶

▶

▶

▶

경북 예천군 용문사 불교유물관 방송장비 설비공사

종교시설

대구 범어성당 100주년 기념관 건립공사 방송영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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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컨텐츠 지원 센터 A/V 방송장비 설치공사DGB대구은행 IP-TV기반 영상방송국 구축 사업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HD스튜디오 설비공사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설비공사

영남방송 신사옥 스튜디오 구축 설비공사(주)현대에이치씨엔 새로넷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방송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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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화컨텐츠 지원센터 영상 제작시스템 설비공사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HD스튜디오 설비공사

대구시 교육과학연구원 NON-LINEAR 스튜디오 설비공사

영남방송 신사옥 스튜디오 설비공사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스튜디오 설비공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스튜디오 설비공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동중계차 방송장비 설비공사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설비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CATV방송장비 설비공사

(주)엠비씨미디어텍 스튜디오 방송 설비공사

(주)한국케이블티브이 서대구방송 부조정실 설비공사

(주)씨제이헬로비전 수성방송 스튜디오 설비공사

(주)씨제이헬로비전 경남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씨제이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씨제이헬로비전 신라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현대에이치씨엔 새로넷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현대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DMC첨단산업센터 방송장비 설비공사

TCN프로덕션 방송장비 설비공사

포항시청 방송국 스튜디오 방송장비 설비공사

안동시청 방송국 스튜디오 방송장비 설비공사

구미시청 방송국 스튜디오 방송장비 설비공사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CATV방송 및 스튜디오 설비공사

대경대학교 DIGITAL, B-CAM CATV방송 및 스튜디오공사

영진사이버대학 신축 스튜디오 방송장치 설비공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사업 스튜디오 설비 구매설치 

수성구청 라이브 중계방송 시스템 설비공사

DGB대구은행 IP-TV기반 영상방송국 구축 사업

충남방송 중앙송출시스템장치 설비공사

(주)대구문화방송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대구방송 음향방송장비 설비공사

외 다수

포항시청 방송국 스튜디오 방송장비 설비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DMC첨단산업센터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씨제이헬로비전 방송장비 설비공사

방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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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방송장비 설비공사

화성미디어센터 영상음향장비 설비공사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구미 라뷰컨벤션웨딩 오디오 설비

사업시설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구미 라뷰컨벤션웨딩 오디오 설비

화성미디어센터 영상음향장비 설비공사

대구미술관 방송장비 설비공사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화천수달연구센터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근로복지공단본부 재활병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주왕산국립공원 방송장비 설비공사

(주)대구은행 방송장비 설비공사

당진 정미 주민다목적회관 신축공사 구매 설치

대구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증축 통신공사

대구 달성군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 통신공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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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뉴-금오산관광호텔 음향장비 설비공사

㈜포스코 영상편집 장치 설비공사

대구 인터불고호텔 A/V장비 설비 공사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대구 신세계백화점 방송설비공사

대전보훈요양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사업시설

대구 신세계백화점 방송설비공사

구미 뉴-금오산관광호텔 음향장비 설비공사

대전보훈요양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대구 인터불고호텔 A/V장비 설비 공사

㈜포스코 영상편집 장치 설비공사

한국방송공사 방송장비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수목원영상장비 설비공사

(주)영남일보 방송장비 설비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방송장비 설비공사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경북 의성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 설치

경북 청도운문터널 전기공사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신축공사 관급자재(구내방송장비) 구매 설치

서천 영명각 증축공사 관급자재 설비 공사

외 다수

▶

▶

▶

▶

▶

▶

▶

▶

▶

▶

▶

▶

▶

▶



창원시 성산아트홀 음향시스템 구매설치공사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장비 설비공사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음향장비 설비공사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 음향설비 설비공사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재설비(리모델링) 통신공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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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보성 문화예술회관 음향설비 설치공사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장 음향시스템 구매



대구 오페라하우스 음향설비 설치공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대연회장 AV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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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의전당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공연장
▶

▶

▶

▶

▶

▶

▶

▶

▶

▶

▶

▶

▶

▶

▶

▶

▶

▶

▶

▶

▶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대연회장 A/V 설비공사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 음향설비 설비공사

청송군 종합복지회관 방송장비 설비공사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음향장비 설비공사

울진문화예술회관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대구엑스코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A/V 개체공사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 A/V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센터 공연장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대구문화예술회관 A/V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장 음향시스템 구매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A/V 설비공사

경기도 문화의전당 영상음향방송용장비 설비공사

보성 문화예술회관 음향설비 설치공사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재설비(리모델링) 통신공사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장비 설비공사

창원시 성산아트홀 (SUNGSAN ARTHALL) 음향시스템 구매설치

외 다수



G-PASS 기업 지정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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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 100지정서 
(2018)

우수제품지정증서

(구내방송장치)
K마크 인증서 (성능) 대구 수출기업인증서

ISO9001:2008

GS인증 (제이몬인큐리티)우수제품지정증서

(영상감시장치)

KISA인증 (JMON-AIVA)

[한국인터넷진흥원]

TTA인증서_JHDC-4120 TTA인증서_JHDC-4120A

성능인증서Q마크 인증 지정서

특허증 Patent

인증서 certificate

반응형 멀티핸들 기반의 

오디오 시스템

증강현실을 이용한 

레이어 믹서 기반의 비디오 시스템

UHD동영상의 스티칭 및 

컷-아웃용 텔레스트레이터

UHD 동영상 

스티칭 방법 및 그장치

UHD동영상에서 관심영역의 

실시간 자동추적을 통한 

컷-아웃 장치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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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Patent

방송사고 대처 용이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정보를 이용한 안내메시지 스피커용 혼 방송용 스위칭

DSP를 이용한 스마트 

다이나믹제어장치

영상수집 및 분배서버를

이용한 영상 다중전송시스템

멀티플 듀플렉스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

방송 제어용 카드 방송 서비스 삼중화 시스템 3D TV용 역 다중화 장치 및 방법

3D TV용 영상 데이터 

변환 방법 및 장치

연결구간 진단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믹서장치 및 방법
통합 방송 시스템

학교용 원격 제어 방송장치 디지털 네트워크 믹서 3차원 방송 시스템

3D 다중화 장치 3D용 영상 데이타

방송사고 대처 시스템
방송가이드기능 포함 

HD방송시스템

퍼지 규칙을 이용한 불꽃 감지
사후처리 통합 

트리플렉스 시스템

오디오 디텍트를 통한 

스마트 방송시스템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KEA 회원증

MAS 회원증

TOA 인증서 제이몬 상표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공장등록증이노비즈회원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지정증서

(스피커,오디오앰프)

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증서

(구내방송장치)

우수제품지정증서

벤처기업확인서 대구수출기업 인증서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벤처기업확인서

소니 A/S 인증서 프로그램등록증 (스위쳐) 프로그램등록증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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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

(상표서비스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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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국세청장 표창장 경북체신청장 표창장

2013 대통령 표창장 조달청장 표창장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광복 70년 특별기획

혁신리더 표창

모범납세자의날 표창장
공공구매 유공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혁신기업 표창장

표창장 Award certificate

평창동계올림픽 표창장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끝까지

처음부터                   이 책임 지겠습니다 !

JinMyung Information & Community
Challenge for Innovation
Passion for Challenge

Jinmyung I&C Will Make Your Project Perfect!

High 
performance

High 
quality

New 
technology



미래지향적 신뢰기업
인공지능 정보기술을 선도하는 (주)진명아이앤씨

Broadcast Systems & Equipment_제이몬



Business Card

본사 ·공장 · 연구소 ｜ 430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62

T. 053-381-2100  F. 053-383-6133

경산공장  ｜ 38642
경북 경산시 장산로20길 12-1

제2공장 ｜ 39269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61 (공단동)

서울 / 경기지사 ｜ 14314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527번길 7

T. 02-897-6228  F. 02-897-6229

부산 / 영남지사 ｜ 46586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63번길 85-3 평해빌딩

T. 051-866-8151  F. 051-866-8152

 본 제품의 외관 디자인 및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 및 사진, 도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S직통  080-210-2100 

e-mail : jmav@jmav.com

|

www.jma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