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jinElex Corporate Brochure

NEXT TOMORROW
심볼마크의 금적색 육각형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최고의 가치와 강한 기업성을 나타내고
중심의 흰색 삼각형의 세 축은 나에 대한 진심, 회사에 대한 진심, 고객에 대한 진심이라는
세 가지 진심(眞心)을 담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기업 이념을 상징화했습니다.
또한, Elex는 Electric + Expert + Service의 합성어로 세계적인 전기건설 전문기업을 의미합니다.

삼진일렉스는 지속적인 혁신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전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The mark symbolizes the corporate philosophy of SamjinElex.
The bronze red hexagon represents the highest value and strength like a diamond while the three axes
of white triangle at the center represent sincerity against ourselves, our company and our customers.
Elex is a combination of Electric + Expert + Service.
It represents our aspiration for becoming a global top electric work company.

SamjinElex is leading the future of the next-generation electric industry based
on continuous innovation and accumulated technology.

WE LEAD

NEXT TOMORROW
삼진일렉스는 지속적인 혁신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전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SamjinElex is leading the future of the next-generation electric industry based
on continuous innovation and accumulat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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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INELEX WE LEAD NEXT TOMORROW

SAMJIN’s utmost priorities will be
centered on aspiring for optimal
safety and quality,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maximizing
customer satisfaction.
안전과 품질,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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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Greeting

CEO’s
Greeting

안녕하십니까?

CEO 인사말

당사는 1984년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전문건설업체로 설립된 이래, 안전과 품질, 환경을

삼진일렉스가 꾸준히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만족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껏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재생 및 그린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넓히며 전기 업계의 professional company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삼진일렉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I sincerely thank all our customers who have been encouraging and supportive to us for our
steady growth and progress.
Since SamjinElex was established in 1984 as a construction company specializing in power, ICT,
and fire-fighting facilities, we have delivered customer satisfaction, pursuing safety, qualit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as our top priorities.
As our society enters the era of a great energy transition in the 21st century, we aim to establish
our status as a professional company in the electricity industry, expanding our business areas
to the field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green energy based on the technologies and
expertise we have accumulated to date.
We pledge our commitment to becoming a company that is trusted and loved by customers
and an organization where all employees are happy and proud to be part of it.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support throughout our journey toward further progress.
Thank you.

(주)삼진일렉스 대
 표이사 회장 김 성 관
대표이사 사장 조 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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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주요 연혁

09
9

History

SAMJINELEX WE LEAD NEXT TOMORROW

1984년 창사 이래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전기건설분야 No.1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Since our foundation in 1984, SamjinElex has established its status as a top
company in the electric construction field, with continuous innovations and
advancements.

1984-1995

1996-2005

2006-2008

2009-2012

2013-2016

1984. 12

1996. 05

2006. 07

2011. 06

2013. 01

2018. 04

“삼진종합전설” 설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취득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1종 면허 취득

태국 현지 법인 설립 (SAMJIN Elex Thailand)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취득 (기계설비공사업)

Established "SAMJIN ELECTRIC CONSTRUCTI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합의협정 체결

Acquired the registration of engineering

Acquired the license of special design activity

Established “SAMJIN Elex Thailand Co., LTD.”

Acquired the certificate of overseas construction

CO.,LTD."

Made an agreement for industry-academic

business activity

for electric power facility

(a subsidiary invested in Thailand)

business report completion (machinery and

2006. 12

2011. 09

2013. 10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필증 취득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서 획득 (지식경제부)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취득

2019. 02

Acquired the registration of specialized

Acquired the certificate of productive

Acquired the license for machinery &

compan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management system

equipment installation

김성관 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제13대 이사장 연임

1990. 07
“주식회사 삼진전설” 법인전환

cooperation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orporated to "SAMJIN ELECTRIC

1997. 01

CONSTRUCTION CO.,LTD."

KS A9001 / ISO 9002 인증 취득

1991. 04

Acquired KS A9001 / ISO 9002 certificate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1999. 05

Acquired the first-class license for
Electric Works

1992. 05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2016. 02

facility construction business)

CEO Kim Sung-kwan reappointed as the 13th
Chairman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Mutual

“주식회사 삼진일렉스”로 사명 변경

2011. 10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취득

Changed the name of the company to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선정

김성관 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제12대 이사장 취임

Acquired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SamjinElex Co., LTD.

Selected as a management innovation company

CEO Kim Sung-kwan inaugurated as the 12th

2019. 05

(MAIN-BIZ)

Chairman of the Electric Contractors’ Financial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Cooperative

Acquired the civil engineering business license

construction business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2001. 11

Acquired the specialized license for the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취득

installation Fire-fighting System

Acquire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1995. 11

2006. 12

2017-2020

system ISO 14001 certificate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2003. 01

Acquired the Information and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전환

Communication Business license

Enhanced to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2007. 06

Aid Association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2012. 06

Established the Research Institute of Technology

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전기) 면허 취득

2016. 05

2019. 10

Acquired the license of design activity for

브루나이 현지 법인 설립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Fire-fighting facilities (Machinery and electricity)

(SAMJIN Elex Beaver JV SDN BHD)

(PT SAMJIN Indonesia ENC)

Established “SAMJIN Elex Beaver JV SDN BHD”

Established “PT SAMJIN Indonesia ENC”

(a subsidiary invested in Brunei)

(a subsidiary invested in Indonesia)

Designated as a top productivity improvement

2016. 12

2019. 10

company by Ministry of Knowledge and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 설립

부산 지점 설립

Economy

(SAMJINELEX CO., LTD)

Established the Busan branch

2007. 08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SAMJIN Vina)
Established “SAMJIN Vina Co., LTD.”

2012. 09

(a subsidiary invested in Vietnam)

지식경제부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

9001 certificate

2007. 10

2003. 0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인증 획득

윤리 경영 선포

Acquired the Occupational Health & Safety

Established the Code of Business Ethics

management System OHSAS 18001 certificate

2008. 12

Established “SAMJINELEX CO., LTD”
(the Indonesian branch)

2020. 04
아산 지점 설립
Established the Asan branch

중장기 비전 선포

2020. 09

Announced the mid to long term vision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전환
Enhanced to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O 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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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INELEX WE LEAD NEXT TOMORROW

Business
Area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안전 관리를 통해 완벽한 시공을

사업 소개

Railway / Transportation

Transmission Line & Substation

철도 / 교통

송전선로 / 변전소

We are doing our best to deliver flawless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continuous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철도 및 교통 분야에 뛰어난

첨단공법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압 송변전 설비를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orough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in various fields.

시공능력을 자랑합니다.

건설합니다.

We boast excellent construction capabilities in the railroad
and transportation fields with our internationally recognized
technology.

We constructed T/L & S / S based on advanced construction
methods and abundant experiences.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uilding / Housing

Plant / High-tech

New and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건축 / 주택

플랜트 / 하이테크

신·재생 에너지

EMP 방호

건축물의 성능과 가치 향상을 위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플랜트의 핵심 장치 설치 및 종합적인

태양광,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등 다양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분야로

최고의 기술과 경험으로 EMP 방호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구축합니다.

설비 관리를 수행합니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We build intelligent building systems to improve the

We carry out comprehensive facility management and
installation of key equipment for plants that require precise
technology.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areas to various
next-generation energy industries such as solar power, and
offshore and onshore wind power generation.

Completely build EMP protection facilities with the best
technology and experience.

performance and value of various buildings.

Overseas Businesses
해외
현지화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도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합니다.
Based on localized technical skills and construction abilities,
we spread new customer value in the global market.

SAMJINELEX
WESectors
LEAD NEXT
12
사업분야
Business
of TOMORROW
SAMJINELEX

BUSINESS SECTORS
OF SAMJINELEX
ADVANCED TECHNOLOGY / ADVANCE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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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주택
Building / Housing

•플랜트 / 하이테크
Plant / High-tech

•철도 / 교통
Railway / Transportation

•송전선로 / 변전소
Transmission Line & Substation

각종 건축물, 주택부터 플랜트와 하이테크, 철도 및 교통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신기술·신공법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New & Renewable Energy

고객만족을 넘어선 고객감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amjinElex pursues customer peace of mind beyond customer satisfaction

•EMP 방호
EMP Protec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and the
management of thorough quality control in various fields including
building, housing, plant, high-tech, railway, and transportation.

•해외
Overseas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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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 Housing

Plant / High-tech

Rail / Transport

T/L & S/S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Overseas Businesses

BUILDING / HOUSING
건축 / 주택
아파트, 공항, 의료시설, 호텔, 레저·유통시설 등의 건축분야에서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성능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Building / Housing
SamjinElex improves the performance and value of buildings and delivers customer satisfaction by applying the
latest construction methods in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for apartments, airports, medical facilities, and hotels,
as well as for leisure and distribution facilities.

주요실적

해운대 포스코 LCT Haeundae Posco LCT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 창원병원

2014.06 ~ 2017.03

삼성물산(주)

레저

대명 쏠비치 진도

2018.04 ~ 2019.07

(주)대명건설

레저

대우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2014.12 ~ 2017.11

(주)대우건설

레저

대명 쏠비치 삼척

2014.08 ~ 2016.07

(주)대명건설

유통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 전기공사

2019.07 ~ 2020.10

신세계건설(주)

유통

이케아 기흥점 일반전기공사

2018.05 ~ 2019.11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유통

신세계 스타필드시티 명지

2018.04 ~ 2020.02

신세계건설(주)

유통

이케아 고양점 일반전기공사

2016.06 ~ 2017.06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유통

신세계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전기공사

2016.03 ~ 2017.03

신세계건설(주)

유통

신세계 동대구역복합센타 전기공사

2014.11 ~ 2017.02

신세계건설(주)

주택

현산 파주 운정신도시 I PARK 전기공사

2018.06 ~ 2020.07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주택

롯데 나인원 한남 공동주택 전기, 소방공사

2018.05 ~ 2020.01

롯데건설(주)

주택

대림 e편한세상 독산현장 일반전기공사

2016.12 ~ 2019.12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택

SK 신동탄 SK VIEW PARK 3차 전기공사

2016.12 ~ 2019.03

에스케이건설(주)

주택

포스코 부산해운대 LCT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2016.09 ~ 2020.03

(주)포스코건설

주택

삼성 래미안 길음

2016.06 ~ 2019.04

삼성물산(주)

주택

현대 송파 헬리오시티

2016.03 ~ 2019.01

현대건설(주)

주택

한라 시흥 비발디 캠퍼스 1차, 2차

2015.06 ~ 2018.04

(주)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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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 Housing

Plant / High-tech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Yongsan-gu Dragon City Hotel, Seoul

이케아 기흥점 IKEA Giheung Store

안성 스타필드 Anseong Starfield

용산 한남나인원 Yongsan-gu Hannam NINE ONE

Rail / Transport

T/L & S/S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Overseas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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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 Housing

Plant / High-tech

Rail / Transport

T/L & S/S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Overseas Businesses

PLANT / HIGH-TECH
플랜트 / 하이테크
플랜트,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전력장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Plant / High-tech
SamjinElex provides reliabl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core-power devices based on the technology and
expertise accumulated through successful large-scale projects in the plant and high-tech fields.

주요실적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Pyeongtaek Samsung Semiconductor Plant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HI-TECH

삼성 평택 FAB2기 하층서편 3-1공구

2020.03 ~ 2021.04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 평택 FAB2기 일반전기공사 2공구

2018.09 ~ 2020.05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 DS-Retrofit 일반전기 E (2차)

2018.06 ~ 2020.05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 화성 E-PJT A공구

2018.04 ~ 2020.04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ENG 154kv P2-PJT 일반전기 및 제어공사

2018.04 ~ 2020.05

삼성엔지니어링(주)

HI-TECH

삼성 평택 FAB동 상부 동측마감 일반전기A

2017.09 ~ 2018.12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 평택 1LINE 서편 마감공사 (상부FAB)

2017.05 ~ 2018.05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 평택 P-PJT FAB (1기) 일반전기C (PH2)

2017.01 ~ 2017.08

삼성물산(주)

HI-TECH

삼성 화성 17LINE 하부 FAB

2016.12 ~ 2017.10

삼성물산(주)

플랜트

GS MFC 프로젝트(전남) 전기(계장)공사

2019.06 ~ 2020.12

지에스건설(주)

발전

한진중공업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공사

2019.12 ~ 2022.09

(주)한진중공업

발전

당진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2013.10 ~ 2016.06

현대건설(주)/한국동서발전(주)

석유화학

삼성ENG STC A2 (S-42)

2013.04 ~ 2014.07

삼성엔지니어링(주)/삼성디스플레이(주)

정유

대림 S-OIL SUPER PKG2 전기계장공사

2015.07 ~ 2017.06

대림산업 주식회사

환경

서울 서남물 재생센터

2009.11 ~ 2021.05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환경

서울 중랑물 재생센터

2009.02 ~ 2017.08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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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Dangjin Thermal Power Plant 9,10

대산 삼성토탈 석유화학 공장 Daesan Samsung Total Petrochemical Plant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Seonam Water Recycling Center, Seoul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Overseas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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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 TRANSPORTATION
철도 / 교통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철도ㆍ교통 분야에서 고속철도, 광역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 다양한 영역의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경전철, 브루나이의 최대 해상 대교 등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철도ㆍ교통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Railway / Transportation
SamjinElex has an extensive portfolio in various fields such as high-speed railway, wide-area railway, subway, light
rail, etc. that require advanced technology. In fact, we have been recognized as a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fields of railway and transportation, successfully carrying out overseas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light
rail transit system in Jakarta, the capital of Indonesia, and the largest maritime bridge in Brunei.

주요실적

원주~제천 복선전철 Wonju-Jecheon Double Track Railway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공항

인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항공등화 시설공사

2020.04 ~ 2023.12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

한철 분당선 모란변전소 - 분당차량기지간 전차선로 개량공사

2020.05 ~ 2022.11

국가철도공단

철도

한철 도담 - 영천 복선전철 영주 - 안동간 전철전원설비

2019.01 ~ 2022.12

국가철도공단

철도

한철 경부선 서울-용산 3개소 자동폐색 궤도회로 개량공사

2019.05 ~ 2019.10

한국철도공사

철도

한라 장항선 개량2단계 제 3공구 토목관련 전기설비공사

2019.02 ~ 2020.05

(주)한라

철도

SK 진접선 (당고개 - 진접) 복선전철 제1공구 전기공사

2018.12 ~ 2021.06

에스케이건설(주)

철도

포스코 진접선 (당고개 - 진접) 복선전철 제 4공구 전기공사

2018.11 ~ 2021.12

(주)포스코건설

철도

현대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전차선공사

2017.03 ~ 2021.06

현대건설(주)

철도

한철 원주 - 제천 복선전철 봉양 - 제천간 전차선

2016.12 ~ 2020.12

국가철도공단

철도

한철 둔내 - 대관령간 전철전원설비

2015.06 ~ 2017.12

국가철도공단

유지보수

공항철도 전차선, 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 (2차)

2018.07 ~ 2021.06

공항철도 주식회사

유지보수

네오 신분당선 유지보수 용역 (3차)

2018.01 ~ 2020.12

네오트랜스 주식회사

지하철

서울 지하철 9호선 송변전공사

2015.09 ~ 2018.1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

소조령 터널 전기공사

2002.08 ~ 2004.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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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차량기지 이동식 전차선 Movable Catenary at KTX Depot

원주_제천 복선전철 봉양_제천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New Construction of Wonju-Jecheon Double Track Railway and Bongyang-Jecheon Catenary Line

신분당선 유지보수 Shinbundang Line Maintenance

소조령터널 Sojoryomg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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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LINE / SUBSTATION
송전선로 / 지중선로 / 변전소
초고압 송변전 설비의 성공적인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전력설비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첨단 공법 연구와 기술개발로 최고의 품질 시공을 약속 드립니다.
Transmission & Underground Line / Substation
SamjinElex is committed to the stable supply of power facilities based on our long and successful experience of
constructing ultra-high voltag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best
quality construction services through our continuous high-tech construction method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주요실적

송전선로 Transmission Line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송전

영등포전력지사 가공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2020.01 ~ 2020.12

한국전력공사

송전

345kV 울주 - 신경산 등 5개 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2019.06 ~ 2021.02

한국전력공사

송전

동서울전력지사 가공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2016.01 ~ 2017.12

한국전력공사

송전

345kV 안동복합분기 T/L 건설공사

2012.02 ~ 2014.07

한국전력공사

송전

154kV 여천#2 - 율촌 T/L 건설공사

2011.08 ~ 2014.10

한국전력공사

송전

345kV 신영일분기 T/L 건설공사

2002.09 ~ 2003.08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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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Substation

345kV 송전선로 The 345kV Transmission Line

개착식 전력구내 지중케이블 Underground Electric Power Premises Cable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Overseas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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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사업 등 신재생사업 진출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도전하며
친환경적인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ew and Renewable Energy
SamjinElex is preparing for the future of humanity by continuing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low-carbon, eco-friendly energy through entering new and renewable businesses such as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주요추진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해상풍력

안마도 해상풍력

2018 ~ 2024

504MW

해상풍력

거문도 해상풍력

2019 ~ 2025

400MW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신재생

이케아고양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2019-05 ~ 2019.12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신재생

서브원 P9, M2 태양광 전기공사

2014.05 ~ 2014.06

(주)서브원

신재생

김천 태양광발전소 CD Block 전기공사

2008.08 ~ 2008.12

(주)포스코아이씨티/ 삼성에버랜드(주)

주요실적

안마도 해상풍력 조감도 Anmado Offshore Wind Birdseye View

김천 태양광발전소 Gimcheon Sol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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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PROTECTION FACILITIES
EMP 방호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EMP시공을 약속합니다.

EMP Protection Facilities
SamjinElex promise to construct a perfect EMP protection facility based on the best technology and experience.

주요실적

춘천시청 Chuncheon Cityhall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시공

806사업 1지역

2014.08 ~ 2016.12

국방부

시공

806사업 2지역

2014.10 ~ 2016.06

국방부

시공

806사업 3지역

2014.04 ~ 2015.03

국방부

시공

춘천 시청

2017.06 ~ 2017.12

춘천시청

시공

KT 국가 통신망 1차

2016.04 ~ 2016.12

KT

시공

KT 국가 통신망 2차

2016.12 ~ 2018.10

KT

용역

전력시설 EMP위협분석 및 방호대책

2017.08 ~ 2017.12

한국전력

EMP 방호작업 EMP Prote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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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BUSINESSES
해외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에게 닿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계 속에 우리의 기술을 빛나게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Overseas Businesses
We can reach anywhere in the world with our undaunted spirit and passion.
SamjinElex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lobal projects and is becoming a global company that shines our
technology in the world.

주요실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Indonesia Jakarta Light Rail Transit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교량 (브루나이)

브루나이 템브롱 교량 전기공사

2016.04 ~ 2019.11

대림산업 주식회사

철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프로젝트 1단계

2016.11 ~ 2019.11

PT. WIJAYA KARYA

경관조명 (베트남)

대우 THT 내 호수 경관 분수, 조명 공사

2017.06 ~ 2017.12

(주)대우건설

공장 (베트남)

SEVT법인 메탈 / 3D Glass 공장 전기 공사

2015.03 ~ 2016.01

삼성물산(주)

공장 (베트남)

호치민 CE Complex 신축공사_PKG3_전기공사

2015.06 ~ 2016.12

삼성엔지니어링(주)

플랜트 (베트남)

SI Flex 제 2공장 전기공사

2018.03 ~ 2021.02

SI FLEX VIEANAM Co., Ltd

호텔 (베트남)

유니온 스퀘어 프로젝트 - 만다린 호텔 약전 공사

2020.08 ~ 2021.03

Nora IDD Corp.

호텔 (베트남)

유니온 스퀘어 프로젝트 - 만다린 호텔 약전 공사

2019.08 ~ 2019.11

Nora IDD Corp.

빌딩 (베트남)

금호 아시아나 프라자 전기공사

2007.12 ~ 2009.10

금호산업(주)

빌딩 (베트남)

타임스퀘어 빌딩 전기공사

2010.10 ~ 2012.02

금호산업(주)

빌딩 (베트남)

골든 플라자 전기공사

2018.03 ~ 2018.11

Nora IDD Corp.

빌딩 (베트남)

응우옌후에 Office Tower 리모델링 공사

2018.06 ~ 2019.03

Nora IDD Corp.

쇼핑몰 (베트남)

유니온 스퀘어 프로젝트 - 쇼핑몰 전기공사

2018.01 ~ 2018.06

Nora IDD Corp.

주택 (베트남)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2009.04 ~ 2010.12

경남기업(주)

주택 (베트남)

썬라이즈 씨티 개발사업 Plot V 전기공사

2010.04 ~ 2012.03

금호산업(주)

통신 (태국)

북부 3G 이동통신 네트워크 광케이블 공사

2013.05 ~ 2013.11

P.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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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SI FLEX 공장 Vietnam SI FLEX

선라이즈 시티 Vietnam Sunrise City

베트남 유니온 스퀘어 Vietnam Union Square

브루나이 템브롱 대교 Brunei Darussalam Temburong Bridge

Rail / Transport

T/L & S/S

Renewable Energy

EMP Protection

Overseas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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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치
핵심
Core Values
ofNEXT
SamjinElex

CORE VALUES OF
SAMJINE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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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 company cultivating people of talent and
building stellar credibility.
A company amassing technological prowess and
contributing to society.
MISSION 1.
안전제일주의 Safety first
MISSION 2.

BUILD UP TOMORROW / EVOLVE TOGETHER

품질최우선주의 Quality first
MISSION 3.
환경윤리주의 Environmental ethics

삼진일렉스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중심 경영, 투명한 경영활동을 향한 윤리경영,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품질경영,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SamjinElex pursues human-centered management to foster talent, ethical
management for transparent management activities, quality management for
building trust with customers, and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hat practices
sharing as the core value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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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S 1

CULTIVATING PEOPLE OF TALENT

안전·기술 교육 시스템 운영

산학연 연계시스템 전개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Safety and Technology
Education System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 of Technology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연구 / 교육
기업을 이끄는 힘은 사람에 있습니다.
삼진일렉스는 임직원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삼진일렉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합니다.
R&D / Education
The driving force for company growth comes from employees who strive
for it. SamjinElex provides a variety of training, including job training,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leadership training so that all employees
can become exper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Based on a systematic training system, we foster talented people who can
lead the company’s growth and contribute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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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S 2

BUILDING STELLAR CREDIBILITY
신용을 키우는 기업

청렴 / 윤리
신용은 모든 경영활동의 중심이자 뿌리입니다.
삼진일렉스의 임직원 일동은 국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 시장에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
윤리강령을 제정,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Integrity / Ethics
Credibility is the core and root of all business activities. All of SamjinElex’s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carry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economy, society, and future generations, enacted the Code of
Ethics in 2003 to establish a sound corporate culture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and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fforts to create
a fairer and more transparent society.

윤리강령 및 관련규정 제정

윤리준법프로그램 실시

감시감사체계 운영

Establishment of Code of
Ethics and Related Rules

Ethics and Low Compliance
Programs

Operation of Surveillance
and Audi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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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S 3

AMASSING TECHNOLOGICAL PROWES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ISO 9001

ISO 14001

기술을 축적하는 기업

안전 / 품질 / 기술
끊임없는 품질 향상은 기업의 사명입니다.
삼진일렉스는 40여년간 지속해 온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전기건설분야에서
신뢰받는 리딩기업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01을 전 사업장에 적용,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에 힘쓰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무재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afety / Quality / Technology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s one of the company’s main missions.
SamjinElex is pioneering the way as a trusted leading company in the
electric construction field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has been
continued for over 40 years. We are striving to provide the best quality and
services by applying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140001 to all workplaces. Also,
based o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O 45001,
we uphold safety as our top priority and are committed to delivering
construction projects that are free from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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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S 4

CONTRIBUTING TO SOCIETY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사회 공헌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기쁨. 삼진일렉스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 구성원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재능기부 봉사 조직인 ‘나눔의 빛 ’봉사단을
창단하여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정기적인 후원과 인재육성 장학금,
해외 구호품 지원 등을 실천하며 국내외에 걸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Social Contribution
The more we share with our neighbors, the greater our satisfaction.
SamjinElex returns corporate profits to society and engages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for mutual growth with community
membe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ompany volunteer and talent
donation group “Sharing the Light” in 2009, the employees of SamjinElex
have been devoted to creating a society where all can lead a happy and
fulfilling life, repairing underdeveloped facilities, providing regular
sponsorships and scholarship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delivering aid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나눔의 빛 봉사활동

인재육성 장학금

지역 사회 공헌

Sharing the Light

Scholarship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mmunity Contribution

SAMJINELEX
WE LEADInformation
NEXT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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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Management
of SAMJINELEX

MANAGEMENT INFO.
OF SAMJINELEX
TRUTHFUL LEADER / FAITHFU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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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 법인 및 지사 현황
Organization / Corporations and Subsidiaries

•업·면허 보유현황
Status of Business Licenses

•인증서 현황
Status of Certificates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Staus of Intellectual Property

삼진일렉스는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쌓아가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amjinElex has been established as a trusted company by building competitiveness to
active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market demands.

•수상 실적
Awards and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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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 법인 및 지사 현황

업·면허 보유현황

Organization / Corporations and Subsidiaries

Status of Business Licenses

회장
Chairman

부회장
Vice Chairman

사장

감사

CEO

Executive Auditor

업·면허 종류

면허번호

최초면허일

전기공사업

서울특별시 제 00420호

1984.12.05

정보통신공사업

서울체신청 제 110732호

1995.11.07

소방시설공사업

강남 제 92-7호

1992.05.15

기계설비공사업

강남 13-10-06호

2013.10.18

전력시설물전문설계업1종

서울 E-2-413호

2011.06.30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제 170호

1999.05.14

엔지니어링사업자

제 E-5-2421호

2006.07.18

신·재생에너지

산업자원부 제 2006-672호

2006.12.26

토목공사업

제 01-0597

2019.05.31

소프트웨어사업자

B10-288895-004

2010.04.20

인증서 종류

인증 표준

발행일자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2013.10.1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2013.10.1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2019.09.02

인증서 현황
영업본부

하이테크본부

기술연구소

경영지원본부

Sales Division

High-tech Division

R&D Center

Management Assistant
Division

철도본부

해외본부

안전품질본부

송변전본부

Railway Division

Overseas Division

Safety & Quality
Control Division

Transmission & Substation
Line Division

Status of Certificates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Staus of Intellectual Property
삼진일렉스 본사

해외 4개 법인, 1개 지사

국내 2개 지점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등록일자

Head Office

4 Overseas Corporations, 1 Branch Office

2 Domestic Branches

전동차의 케이블 고정장치

특허 제 10-0892265호

2009.04.01

전차선 자동 장력 조정장치

특허 제 10-1078022호

2011.10.24

볼트 조임식 접지걸이

특허 제 10-1299126호

2013.08.16

•브루나이 법인 Samjinelex-Beaver JV SDN BHD

가전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력사용량 이력관리 측정 시스템

특허 제 10-1144150호

2014.04.21

•인도네시아 법인 PT Samjin Indonesia ENC

콘크리트 사설시 앵커를 형성하기 위한 앵커 형성 장치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 제 10-1977762호

2019.05.07

•인도네시아 지사 Samjin Indonesia

시설내부로 침투하는 전자파 펄스의 전계강도 측정방법

특허 제 10-2203945호

2021.01.14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차폐효과 상시 감시시스템

특허 제 10-2205603호

2021.01.15

•베트남 법인 Samjin Vina

•부산 지점 Busan Branch

•태국 법인 Samjinelex Thailand

•아산 지점 Asan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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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실적
Awards and Achievements
수상일

포상종류

수여자

공적내용

2020.12.31

표창장

국가철도공단

2020년도 시스템분야 시공평가 결과 우수업체 선정

2020.11.27

표창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하도급 업체간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에 기여

2020.02.27

표창장

(주)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2019.06.01

표창장

서울시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 3단계 2구간 송변전 공사

2019.02.01

우수협력사

(주)대우건설

안전관리 정기평가에서 우수협력사로 선정

2017.07.01

최우수협력사

신세계건설(주)

2017년 최우수 파트너

2017.02.01

표창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

2016.06.01

최우수협력회사

(주)대명건설

2016년도 최우수협력회사

2016.05.01

우수협력업체

대림산업(주)

우수협력업체

2015.01.01

감사패

한국동서발전(주)

1,000MW급 화력발전소 건설 기여

2015.01.01

우수상

삼성 건설4사

시공부문 우수 협력사

나에 대한 진심, 회사에 대한 진심, 고객에 대한 진심,

2013.06.01

표창창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철도 시공 우수업체

세 가지 진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건설문화 구축에 앞장서온 기업

2011.12.01

표창장

에쓰 - 오일(주)

우수안전관리

2010.03.01

공로패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 시공에 대한 감사

2009.11.01

백만수출의탑

대통령

제 46회 무역의날 우수업체

2008.05.01

산업포장

대통령

중소기업진흥 및 국가산업발전기여

2007.07.01

표창장

노동부장관

산업재해 예방 안전 기여

2007.02.01

표창장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 기술분야 발전기여

2006.03.01

표창장

대전광역시장

대전지하철 전차선 우수시공

2005.12.01

단체표창

국무총리

중앙선 복선건설 기여

2004.06.01

표창장

법무부장관

법무시설 조성에 기여

2004.06.01

표창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우수시공업체외

2003.03.01

감사장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기여

2002.12.01

표창장

철도청장

철도안전관리 기여

2001.10.01

표창장

국무총리

국가산업발전기여

2000.01.01

표창장

서울특별시장

전기공사업계의 건전육성발전

SAMJINELEX’s Tomorrow is...

삼진일렉스가 모두와 함께하는 더 큰 미래를 꿈꿉니다.
Sincerity to ourselves, sincerity to the company, sincerity to customers
SamjinElex is a company that has taken the lead in establishing a new
electric construction culture based on the three spirits of sincerity.
We will continue to dream of a greater future for all.

SAMJIN Elex Head Office
Samjin Bldg., 33, Hakdongro30-gil,
Gangnam-gu, Seoul, Korea
Tel. 02-2007-0114

SAMJIN Vina Co., LTD.
Floor 2, Kim Xuan Gia Building, 43-45 Ho Tung Mau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CMC, Vietnam

열과 성을 다하는 기업

Tel. + 84-8-3821-0501

IP Phone: 070-7459-0001

차세대 전기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GLOBAL LEADING COMPANY

삼진일렉스가 꿈꾸는 내일은 창의와 열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과
임직원, 투자자와 인류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삼진일렉스는 기업과 사회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나갈

PT SAMJIN Indonesia ENC
Rukan Kirana Boutique Office Blok D3 No. 11, Jl.
Boulevard Raya No. 1, Kelapa Gading Timur,
Kecamatan Kelapa Gading, Kota Adm. Jakarta Utara,
Provinsi DKI Jakarta 14240
Tel. + 62-21-2928-9915

IP Phone: 070-7459-0010

것이며,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The future that SamjinElex dreams of is to become a global partner company
trusted by customers, employees, investors and human society by creating

SAMJIN Elex Thailand Co., LTD.

To this end, SamjinElex will create sustainable values for both business and

898 / 31. 19F / L SV CITY Office Tower-2
RAMA 3 Bangpongpang, Yannawa, Bangkok 10120,
Thailand

society, and listen to the voices of customers to build a brighter future.

Tel. + 66-2-682-6663

new values through creativity and passion.

발행 (주)삼진일렉스
제작 (주)디자인와트

SAMJIN Elex Beaver JV SDN BHD
Unit No.36, Simpang 128-35, Kamoung Sungai
Durian Serasa, Pekan Muara, Negara Brunei
Darussalam
Tel. + 673-277-2295

본 인쇄물은 FSC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www.samjinele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