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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US introduction 

 회사개요 

회사 Company  주식회사 엔토스 / ENTHUS INC  

대표이사 CEO  이 동 옥 

본사 Main Office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90(신라테크노빌, 나동 706,707,506
호 

자본 Equity  400백만원 (2014년 기준) 

매출액 Sales  7,900 백만원 (2014년 기준) 

전화 Phone  +82-31-477-8082 

팩스 Fax  +82-31-477-8081 

홈페이지 Home Page  http://www.etslight.co.kr 

이메일 E-mail  sales@etslight.co.kr 

- ㈜엔토스는 LED 조명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엔토스는 2005년에 설립되어 10여년간 쌓은 노하우를 LED조명등 과  

조명제어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 조명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여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쓰이는 실내용과 종장 및 공원, 도로에 설치되는 실외용 LED등외 LED경관조명 

등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조명 전문기업 입니다.  

또한 2009년 벤처등록업체로 거듭나며 기업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발돋움 하며 

2012년에는 경기도 유망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고자 연구개발,디자인,설계,생산,시공등의 주요 조직을 갖추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수준높은 조명 제안 및 설계를 제공하고자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 (ONE-STOP 

SOLUTION SYSTEM)을 갖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회사에 대한 인/허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및  KS인증,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특허, 디자인등록 취득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엔토스는 ‘고객 만족 최고!’의 기업으로 기억되고 최상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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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2005   03월 주식회사 엔토스 설립 

11월 광 채널 서비스 장치 (광 CSU) Megamux 5000 개발 완료 

12월 PCM 및 광 전송 복합장치(GM600) 개발 

 

02월 LED 응용 제품 분야 사업 확장 

06월 프로그램심의위원회 프로그램 보호 등록 완료 

       다채널 멀티 컨트롤러 특허 출원 

10월 경관 조명 용 3072채널 컨트롤러 개발 

 

01월 DMX-512 기반 조명 컨트롤러 개발 

03월 동영상 조명 컨트롤러 개발 

12월 LED 조명의 제어방법 특허 특허제: 10-0789549호 

 

01월 TCS - 300A 제품개발 

       DX-300 리모콘 제어 가능 컨트롤러 개발 

02월 TCS - 1024A 제품개발 

09월 (주) 엔토스 법인등록 등록번호: 123-86-15339 

 

05월 LED조명기구 설계, 개발, 제조, 수출 및 부가서비스  

       ISO 9001:2008 / KS Q ISO 9001:2009 

       ISO 14001:2004 / KS A ISO 14001:2004 

06월 조명조합 직접생산등록 

       공장등록 

07월 KIBO 기술보증 벤처 등록 완료 

12월 LED조명기구에 대한 조달입찰 참가 자격 취득 

 

01월 (ETS-EFACE-POWER BAR)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09월 (특허 제 10-0995455호) CE인증 획득 

11월 조명연출 제어방법 특허등록 

 

01월 TCS-2000A 개발완료 

04월 한국조명협동조합 가입 

       한국협동조합 가입 

05월 미디어 파사드(TCS-DVI)제품 개발 

06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경관조명, 수중등, 정원 및 공원등 

07월 LED 실내조명(평판, 다운라이트) 제품 개발 

08월 LED보안등, 가로등 제품개발 

09월 LED보안등 KS인증(KSC 7658) 획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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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월 미디어파사드(OPTIC TO DVI)제품 개발 

04월 디자인전문회사(환경 디자인) 등록 

05월 INNO-BIZ 인증 획득 

07월 LED가로등 KS인증(KS C 7658, 제 11-0538호) 획득 

       LED실내조명 KS인증(KS C 7653, 제 12-1377호) 

11월 CE 인증 취득 (MC-DMX512) 

12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획득 

       가로등,보안등 디자인 출품(동상,특선) 당선 

 

02월 설계업 등록 

03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05월 정부조달 등록 (MAS) 

07월 KS제품인증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12월 환경표시인증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LED보안등기구) 

 

01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LED가로등기구) 

03월 위험성 평가 인정서 획득 (안전보건 공단) 

04월 표준협회가입 

06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07월 알토조명 협력업체 등록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LED보안등기구) 

08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LED투광등기구) 

12월 KT 협력업체 등록 

 

1월 QKLC(중동) 제품개발 참여 

2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3월 삼우건축 협력 등록 

8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록(LED 터널등기구) 

9월 전기공사업 등록 

9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조성(전기시설, 루미나리에)사업 제안공모 당선 

 

2월 KS인증(제16-0102호) - LED 터널등기구 150W 이하 KS인증 획득 

2월 KS인증(제16-0101호) - LED 경관등 독립형 KS인증 획득 

2월 KS인증(제16-0100호) - LED 투광등기구 이하50W ~150W 초과 KS인증 획

득 

4월 산학협동 협약서 체결 – 동서울대학 

6월 특허등록 - 탈착형 LED 조명기구 

7월 포스코 A&C 건축사무소 협력업체 등록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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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2017   02월 간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협력업체 등록 

       심곡천 복개천 복원사업 관급자재 납품 

       순창군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당선 

05월 한라건설 협력업체 등록 

06월 합천댐 LED경관조명자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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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US introduction 

 주요 생산품 



ENTHUS introduction 

 주요생산품 



ENTHUS introduction 

 주요 생산품 

제품 구성도 

DMX512 조명 제어 컨트롤러 

제품명 DVI-SYSTEM MC-DMX512 SC-300W SC-16CH 

제 

품 

사 

진 

지원채널/
용량 

2048채널, R,G,B 512채널 개별제어 3채널 300W 48채널 4800W 

제품크기 19inch – 1U 180x100x35 80x45x10 350x176x61 

입력전원 AC 80V~260V DC 9V~24V DC 9V~24V AC 80V~260V 

프로토콜 DMX-512/RS-485, STAND ALONE(내장 연출 프로그램), Master-Alaver Group연출 

재질 Metal FR4 PCB And PV Case Metal SMPS 일체형 

• 조명제어 범용 컨트롤러 

• DMX512 국제 표준 프로토콜 제작 

• DMX512 프로토콜 호환 최대 4072 채널 및 풀컬러 230만 채널 

• 서브 컨트롤러에 자체 신호 필터 기능과 증폭 기능 첨가로 오 동작 방지-특허출원 

• PC프로그램(GUI)없이 150개 연출 씬 선택 기능 

• 자체 테스트 프로그램 내장 

• 사용자 편의적인 GUI 지원 및 많은 동작 모드 지원으로 손쉬운 연출 작성 가능 

• 다양한 용량의 서브 컨트롤러 및 등기구 일체형 제작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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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생산품 

제품 구성도 

DMX512 조명 제어 컨트롤러 

제품명 E-SIGN-3CH MC-DMX512 TSC-2000A CLUSTER 

제 

품 

사 

진 

지원채널/
용량 

3채널 / 10A 45채널 / 75A TCS-1000A TCS-CLR6 

제품크기 60x65x17 70x55x33 150x100x25 43x43x11 

입력전원 DC 9V ~24V DC 9V ~ 24V DC 9V ~24V DC 24V 

프로토콜 STAND ALONE, 연출 프로그램 
Master~SlaveGroup연

출 DMX-512/RS-485 

재질 Metal FR4 PCB And PV Case PV case 

• LED간판 및 실내 조명 제어용 45채널 소형 조명 컨트롤러-(3채널/45채널 컨트롤러) 

• 45채널의 경우 15개 RGB 그룹을 자유롭게 제어 

• 드라이버 확장이 용이한 구조 설계하여 비용 절감 효과 – 채널 별 3600W 확장 지원 

• 운용 프로그램에 또는 버튼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연출 및 표현 

• 클러스터의 종류에 따라 싸인 조명부터 경관 조명, TV 무대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용 가능 

• 운용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및 이미지, 플래쉬 등 멀티미디어 파일 로딩으로 자유로운 연출 가능 





 사업자 등록증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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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ISO 9001:2008 인증 

ISO 14001:2004 인증 

CE인증 (ETS-EF IDEA1000) 

CE인증 (MC-DMX512) 

KS제품인증 –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7658) 

KS제품인증 –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3) 

KS제품인증 – LED경관등 (KS C 7713) 

KS제품인증 – LED터널등기구 (KS C 7716) 

KS제품인증 – LED투광등기구 (KS C 7712)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LED투광등 8종)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고정형 LED 등기구 )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LED다운라이트)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직관형 LED램프)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LED평판조명) 

고효율에너지 기자제 인증서 (LED가로등기구 2종) 

고효율에너지 기자제 인증서 (LED보안등기구 4종) 

고효율에너지 기자제 인증서 (LED투광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제 인증서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5종) 

고효율에너지 기자제 인증서 (터널등기구 2종) 

환경표지인증서 (LED보안등기구 외 3종)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표준표시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설계업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산업디자인회사 신고필증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위험성평가인정서 

인,허가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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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IBS KOREA 2012 국제조명디자인 공모전 동상 (가로등) 

IBS KOREA 2012 국제조명디자인 공모전 특선 (보안등)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2010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표창장 2015년 

 

특허증 (엘이디 제어방법) 

특허증 (컴퓨터에 의한 조명연출 제어방법) 

특허증 (LED조명 이미지의 영상 구현을 위한 제어방법) 

특허증 (LED 조명 장치) 

특허증 (진동방지 조명장치) 

특허증 (방열을 위한 수냉식 히트싱크 및 이를 구비한 조명장치) 

특허증 (LED 조명기구) 

디자인등록증 (가로등 두부) 

디자인등록증 (엘이디 램프 2종) 

디자인등록증 (엘이디 천장직착등) 

 

특허,디자인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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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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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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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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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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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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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현황 





 납 품 및 시 공 실 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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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품 및 시 공 실 적 현 황 

2006 

 

 

 

 

 

 

 

 

 

 

 

 

2007 

신세계 백화점 본점 경관조명 

통영 수변 산책로 경관조명 

월명공원 경관조명 

남산 벚꽃길 경관조명 

덕진공원 경관조명 

칠암동 음악분수 경관조명 

제천 청풍호 고사분수 경관조명 

강동구 명일동 근린공원 

한강 염창동 터널보행 LED 등기구 

구월동 보도육교 경관조명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경관조명 

신정호 관광지 조각공원 경관조명 

 

군산 선유도 경관조명 

정읍시 축구경기장 조명타워 

군산시 은파물빛다리 경관조명 

군산시 평화로거리 경관조명 

한강 수중 어도 경관조명 

사당동 파스텔 경관조명  

안성시 보도육교 경관조명 

신세계 명품관 옥외경관조명 

신세계 죽전점 경관조명 

경주 신라 밀레니엄 파크 수중등 

천안 박물관 경관조명 

전주시 오목대 경관조명 

군산시 시민광장 경관조명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 경관조명 

제천 의림지 경관조명 

누리꿈 스퀘어 경관조명 

 

2008 

 

 

 

 

 

 

 

 

 

 

 

 

 

 

 

 

2009 

부천오정근린공원 전기공사 경관조명기구 구매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경관공원등주 구매 

진포해양테마파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시흥시 정왕동 완충녹지 태양광 공원등 관급자재 구입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군산 선유도 야간경관조명 보수자재 

용인 기흥 빛과 꽃으로 어우러진 거리조성 

거창구청 구읍청사부지 문화휴식공관 경관조명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등기구 납품건 

군산 송경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일산서구청 자연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하동 대도수목원 경관조명공사 관급 경관조명 

인천 송현근린공원 계류 및 친수공간 조성 

노원구청 지중매입등 외 2종 

부안군청 해의길 관공명소화 사업 관급자재 

부남면 체육공원 조명 및 전기고사 관급자재 

 

강남구청 가로등 

거제도 조선박물관 경관조명 

상암동 우리기술빌딩 경관조명 

인천 지하철 송도역사 출입구 경관조명 

서울시청 아트펜스 경관조명 

김제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김제 벽골제 경관조명 

판교 신도시 육교 경관조명 

검산체육공원 경관조명 

성북구청 경관조명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 경관조명 

대구 서문시장 경관조명 

포항 여객선 터미널 경관조명 

한강대교 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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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김포축협 풀칼라 양면형  전광판 제작 설치 

YTN 스튜디오 풀칼라 라운드형 2대  제작 설치 

목포해양경찰청  제작 설치 

남양주 교육청 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 

3군사령부 용인선봉대 골프장 안내전광판 제작 설치 

포천신문사 전광판 제작 설치 

 

임실치즈밸리 경관조명 

연안부두 경관조명 

화성경기장 옥외 경관조명 

한화 63빌딩 별관 리뉴얼 경관 / 실내조명 

한화 서울플라자 호텔 리뉴얼 경관조명 

한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경관조명 

일산식사지구 식사5교 

화정명품거리 경관조명 자재납품 

포항제철소 신산소벽면 미디어파사드 설치공사 

평택소방서 민원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 

미국 애틀란타 전광판 수출 10만불어치 납품 

이천시청 전자현수막 20대 제작 설치 

고양시청 불법주정차 전광판 18대 납품 

여주EXPO D-day용 전광판 50대 납품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차량용전광판 6대 납품 

대림산업 충주건설현장 안전전광판  제작 설치 

부산 부경대학교 민원실 전광판 제작 설치 

부산 부전시장 입구 풀칼라 전광판 제작 설치 

단국대학교 스코어보드 전광판 제작 설치 

양산시장 입구 전광판 제작 설치 

포천시장 입구 풀칼라 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 

예탁결제원 박물관 경관조명 시공 

문학축구경기장 안내전광판 제작 설치  

산업안전관리공단 안전문구전광판 60대 납품 

알티솔루션 통신제품 개발 납품 

롯데마트 창원지점 홍보전광판 제작 설치 

 

 

 

 

2011 

 

 

 

 

 

 

 

 

 

 

부산 위브더제니스 경관조명 

부산 낙동강 2차지구 차량유도등 경관조명 

안동 유교문화체험관 경관조명 

안양스퀘어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여의도 IFC 경관조명 및 실내조명 / 시스템 

대구 소프트벤처타워 경관조명 

대구과학관 경관조명 

아산 탕정 보안등 경관조명 

상암동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 경관조명 

포항제철소 연주기벽면 미디어파사드  

형산강변 미디어파사드 및 POS 설치공사 

파고다어학원 미디어파사드 설치공사 

현대건설 인천지하철공사 안전표지판 및  

전광판 제작 설치 

고려대 화정체육관 풀칼라 스코어보드 납품 

KBS 진품명품 가격표시 전광판 제작 설치 

함박중학교 홍보용전광판 제작 설치 

롯데마트 전주지점 홍보전광판 제작 설치 

엑스퍼텍 통신모듈 개발 납품 

전북도청 취업알선센터 전광판 제작 설치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 

대전 중앙시장 입구 안내전광판 4대 제작 설치 

오구피자 홍보용 전광판 150대 납품 

대한핸드볼협회 풀칼라 스코어보드 납품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300인치 

스코어보드 2대 제작 설치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광고용 베너보드  

전광판 납품 

SK올림픽핸드볼 보조경기장 150인치  

전광판 2대 제작 설치 

비스트림라이더  통신모듈 개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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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창원시 오동동 통술거리 

강서구 까치산시장 주차타워 

구월 1녹지 환경정비 전기공사 

인천국제 빙상경기장 옥외조명기구 

제일기획 본사 (천개의 창) 경관조명 사업 

여수엑스포 GS칼텍스 기업관 

여의도 IFC호텔 

화성 사강시장 옥외광고판 조명  

광교 생태교량 경관조명 

장항 생태문화원 경관조명 

역삼동 업무시설 경관조명 

안양스퀘어 경관조명 

평창 V-VIP룸 실내조명 

합천 황매산 국민여가 캠핑장 경관조명 

한화건설 인천영종도 경관조명 

여종도 선착장 경관조명 

상암동 중소기업 센터 경관조명 

대전 선병원 경관조명 

대구스타디움 경관조명 

가평아난티 클럽 경관조명 

거창5교, 삼귀해안도로 경관조명 

구로골프랜드 경관조명 

삼성모바일 동성로, 구미점, 경관조명 

낙동강 23공구 경관조명 

나주와 곡권역 현장 

국립해양박물관 경관조명 

한라건설 영종도 현장 

캐나다 대사관 현장 

제주 롯데호텔 

수원광교 IC신도시 

SBS미디어센터 

영등포구청 간판 가로정비 60대 제작설치 

문학경기장 지하주차장 안내전광판 20대 제작 설치 

2013 인천 중구청 월미도 케노피 경관조명 

효성 싱가폴 Insula 경관조명 

신라 면세점 실내조명 

일산 디지털 콘텐츠 연출  

고양시 삼송 상록 아파트 경관조명 

예미지 아파트 경관조명 

화성 국민 체육센터 실내조명 

싱가폴 톨브릿지 경관조명 

오이도 전망대 경관조명 

화성시청 실내조명 

경주 금장대 앞 소공원 경관조명 

용인 시민 체육센터 실내조명 

화성 국민 체육센터 실내조명 

연수구 동춘터널 경관조명 

화성시청 실내조명물 경관조명 

제주 목관아 경관조명 

중구청 영종도 운서지구 거리조성 사업  

부산 서구청 열주등 디자인 

일산 디지털 센터 경관조명 연출 

대한 지적공사 테니스장 운동시설 조명 

아산 레일 바이크 경관조명 

말레이시아 지하철 연결통로 실내조명 제안 

카타르 라구나 쇼핑몰 경관조명 제안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전광판 – 15대 제작 설치  

키스트 – 태양광발전 전광판  1대 제작 시공 

다중스포츠 스코어보드 프로그램 개발 

필리핀 GGGI사와 MOU  

(마닐라에 풀칼라전광판 40대 수출) 

NKDC 생산현황전광판 20대 납품 

제주도 화력 남부발전소 무재해 전광판 1대 제작 시공 

인천환경공단청라사업소 현황판 2대 제작 시공 

핸드볼스코어영상 전광판 인터넷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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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산 해수욕장 상징조형물 경관조명 

청라 국제도시 호수공원 경관조명 

울산 선바위 도서관 건립공사 경관조명 

경주 컨벤션 센터 경관조명 

화성시 횡단보도 LED투광조명 

한국 기술 대학교 교내 조형물 경관조명 

한국 동서 발전 울산 신사옥  경관조명 

힌국 콘텐츠 진흥원 신사옥 경관조명 

일월도서관 경관조명 

남양동 정부청사 실내조명 

송산면 보안등 설치공사 

장안면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금정 제일 어린이 공원 경관조명 

송파 석촌동고분군 진입부 경관조명 

창원시 어류 생태 학습관 경관조명 

정남면 보안등 설치공사 

국악의 거리 제 1교 경관조명 교치공사 

한울 1호 공원 공원등 교체공사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학무대 정비공사 

동굴곤충 체험관 전기공사 경관조명 

판암근린공원 경관조명 

쉐라톤 워커힐 호텔 실내조명 

제주 아트센터 보안등 교체공사 

해우재 문화센터 경관조명 

주암농공단지 및 서면산단 가로등공사 

조례 현대 5차 아파트 가로등 설치공사 

강진소방서 경관조명 

문성중학교 앞 육고 경관조명 

검단 우회도로 우류지구간 가로등 공사 

2014 

 

 

 

 

마곡지구 가로등 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로등 공사 

서울특별시 한강 사업본부 경관조명 

인천 광역시 중구 경관조명 

한국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보안등공사 

울산 광역시 향남읍 보안등 공사 

울산 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경관조명 

민락동 친수공원 경관조명 

부산 광역시 해양 산책로 경관조명 

영주댐 동호교 경관조명 

남항대교 리모델링 경관조명 

다대포 해수욕장 LED경관조명 

영흥도 철탑 경관조명 현상 공모 당선  

부산 광역시 사하구 보안등 교체공사 

남원국토 관리소 가로등 교체공사 

경상남도 의령 교육청 경관조명 

한국자산 관리공사 경관조명 

렉스 아파트 경관조명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보안등공사 

창원대학교 경관조명 

경북관광 개발공사 경관조명 

완도군 보안등 교체공사 

통영세병관 경관조명 

연천군청 / 안성시청 관내 풀칼라 전광판 유지보수 계약 

OO대리운전 차량전광판 40대 제작 시공 

필리핀 GGGI사와 MOU 

(마닐라에 풀칼라 전광판 90대 계약-제작중) 

안성시 종합운동장 정문 안내전광판 2대 제작 시공 

인제군 / 서산시 게이트볼 스코어전광판 30대 제작 시공 

(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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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품 및 시 공 실 적 현 황 

2014 

 

 

 

 

 

 

 

 

2015 

 

 

 

 

월출산 국립공원 풀칼라 전광판 제작 시공 

한국통신과 프로그램 개발- 

세대별 전기 사용량 절감 표출 

6.4지방선거 홍보차량전광판 15대 제작 시공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풀칼라영상전광판 임대 

평택 LG 자이 아파트 - 정,후문 안내용  

풀칼라 전광판 제작 시공 

 

김포한강마리나베이 호텔 경관조명 경관심의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 경관조명 

무창포 해수욕장 전망대 경관조명 디자인 및 시공 

삼성물산 마포현석 래미안 시공 

수원 원천리천 보행개선사업 시공 

광주 금남로 명품거리 조성 제안 

부안 진서면 소재지 정비사업 경관조명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건립사업 경관조명 

대구은행 리모델링 경관조명 

순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경관조명 용역 

연천군청 / 안성시청 관내 풀칼라 전광판 유지보수 계약 

순천 농업 기술 센터 풀칼라 전광판 제작 시공 

백아도 환경연구소 발전현황판 제작 시공 

소하고등학교 홍보 안내 전광판 제작 시공 

고성군 야갼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 

부안군 야한구경 기본계획 용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조성(전기시설, 루미나리에)사업  

     제안공모 당선 

고성군 남포항일대 경관조명 

경주 금장대 경관조명 

부산 남항대교 경관조명 

2016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삼각지 고가차도 보도육교 전기공사_LED조명기구 

천장호 전망대 산책로 조성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신축공사 LED조명등 구매요청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및 도로다이어트 사업  

    _LED경관조명기구 납품 

차이나타운및동화마을 미디어관광시설물설치공사 

3-2생활권조경공사_경관조명_세종단지사업4부 

정원이야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급자재(조명기구) 

순천원도심 달빛야행 경관조명 설치공사-조명기구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옥외 LED조명기구 납품 

가학산근린공원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급자재 

여수해상 케이블카 경관조명 설치 공사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경관조명 심의 및 설치공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_ 

LED조명등 제작 및 설치(4권역 서울청 전남청 제주청) 

부천역 빛(조명)의 거리 조성사업 관급자재 

   (조명기구 제작 구매) 

김포도시철도 터널조명제어장치 구매 설치 

원주~강릉 철도건설 서원주~강릉 옥외외등 

  (건물,터널) 제조구매 



 주 요 프 로 젝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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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본사건물 
실내 인테리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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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젝트 

Bridge Part 

-금산 신촌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배알미대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죽전5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구온육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당동육교 LED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은데미산 육교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구월동 보도육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군산 선유도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군산시은파물빛다리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남도대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진해 남산 브리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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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젝트 

Bridge Part 

-시흥 벛꽃 십리길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진하 명선도 고공 투사등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신정호 거북선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진주시 남가람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방학 사거리 친수공간 수경시설 경관조명 시스템 
-안산7호 별빛광장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청계천 3공구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동해시 묵호항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제천 청풍호 수상공연장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통영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군산 월명공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남산 벚꽃길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전주 덕진공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진주 칠암동 음악분수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제천 청풍호 고사분수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강동구 명일동 근린공원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강진 마량항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한강 염창동 터널보행 LED등기구 시스템 구축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아산 신정호 관광지 조각공원 경관조명 시스템 
-인천 탑동 가로등 시스템 구축 
-군산시 평화로거리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정읍시 축구경기장 조명타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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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주산성 
아름다운 거리 

간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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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월            일 

㈜ 엔    토    스 
대 표 이 사     이 동 옥 

상기 인감은 귀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 

등록, 입찰 및 수금에 사용하고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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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201     년           월            일 

㈜ 엔    토    스 
대 표 이 사     이 동 옥 

㈜엔토스에서는 귀사의 지명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지명원을  

제출 하고니 심사 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사 약 도 

주식회사 엔토스 오시는 길  

1. 지하철 1호선 군포역 2번 출구로 나와서 cu 편의점을 좌측으로  끼고 50m 

오시면 처음 나오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80m 오시면 좌측으로 보입니

다. 

2. 네비게이션에서 신라테크노빌을 검색하십시요. 

[ 약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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