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검침 디지털계량기함
세대 통합월패드함 
세대 통합단자함
접지단자함
PVC 배수펌프조작반  

Building
success together

주식회사  기림

www.kirim55.com  

ISO 9001 & 벤처기업인증

주식회사  기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상동로 52 (완장리 308-1)
전화번호  031-334-6368~9    팩스번호 031-334-6370
E-mail  k2926369@naver.com



  

  

  

  

주식회사

인사말

LH공사 송파 위례 5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하남미사 15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신동탄 40 B/L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의정부 민락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수원 호매실 15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김포한강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 메이저시티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엔지니어링 천안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화성동탄 23블럭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화성동탄 41블럭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화성향남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양산 월영동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일신건영 양평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김천혁신 1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양평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경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세종시 L2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안동현장1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안동현장2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안동현장5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수영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림건설 진주현식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삼구건설 포항 장량동 3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삼구건설 포항 장량동 5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울산 3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울산 6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산업 대전노은 2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산업 부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산업 포항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서산 동문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아산 배방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대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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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 계량기함        

원격검침 계량기함 설치방식         
 
원격검침 계량기함 상세도       

배수펌프 조작반                                                        

통합 월패드 함 제작 사양서 및 규격               

경량 통합 월패드 함 제작 사양서 및 규격                       

한국토지주택공사  월패드 함 제작 사양서 및 규격                       

세대 단자함 제작 사양서 및 규격      

TV 분배기함 제작 사양서 및 규격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사용인감계

벤처기업 확인서 

수상내역

특허증

시험 성적서

납품실적

연� 혁

● 국내 건설사 협력업체 다수등록

● 홈네트워크 협력업체 다수등록

● 관련 특허 다수등록

    (코맥스 , 코콤, 씨브이네트 , 경동원 )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05년기림전기통신 설립

 ㈜ 기림 사명변경
       

       용인시 처인구 완장리 회사 이전
 (용인공장 신축)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수상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ABS난연 배수펌프 조작반 개발

통합 월패드 함 개발

ABS난연 원격검침 노출계량기 함 
국내 최초출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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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및 노출형 원격검침 계량기 함 개발

배수펌프 조작반 스마트보호계전기 적용 제품 개발

 ABS난연 제품

조적보강대 특허출원

통합 월패드 함  개발 (국내 홈네트워크, 배선기구 호환 )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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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형 원격검침계량기함 1세대,2세대,3세대 ( 380*500*130)  도어  (착탈식,외닫이 출고가능)

노출형 원격검침계량기함 3세대전용 ( 450*600*120)    원격검침계량기함 4세대전용 ( 450*600*120) 

매입형 계량기함  1,2세대용 (350*500*135)       매입형 계량기함 3,4세대 (450*680*135)
086*054 :버커005*053:버커

531*646*024 :항내531*674*033 :항내

단 4세대용일경우 450트레이 가능 

외함구조에 따른 속판 분류

단자대 및 취부방식에 따른 박스의 다양성

세대원격검침 계량기함 (ABS 난연 외함, STEEL ) 

고정 취부 클램프 연결  400 mm 트레이 이내사용 (1~3세대 계량기함) 380*500*130 용 케이블트레이

취부용 크램프를 사용하시거나 ,  직결피스로  케이블 트레이 고정 선택사양

�1�.� �B�O�X� �:� 합성수지�(�A�B�S�)난연성

�2�.� 옹벽� 및� 조적시공이� 간편하고� 안전함

�3�.� 수명이� 반� 영구적

�4�.� 내전압과� 내연성� 및� 강도가� 뛰어남

�5�.� 디자인이� 미려하고� 다량� 생산되어� 원가� 절감� 향상

�6�.� �B�O�X�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며�,� 원격�S�Y�S�T�E�M일� 경우
� � � 구조물설치에� 적합한� 공간확보

노출형� 계량기함� � � � � � � � � � �1세대�,�2세대�,�3세대� � � � � � � � � � � � � � �(�3�8�0�*�5�0�0�*�1�3�0�)� � 도어� � �(착탈식�,외닫이� 출고가능�)

노출형� 계량기함� �3세대전용� �(�4�5�0�*�6�0�0�*�1�2�0�) � � � 노출형� 계량기함� �4세대전용� �(� �5�0�0�*�6�0�0�*�1�3�0�)� 

매입형� 계량기함� � �1�,�2세대용� �(�3�5�0�*�5�0�0�*�1�3�5�)� � � � � � � 매입형� 계량기함� �3�,�4세대� �(�4�5�0�*�6�8�0�*�1�3�5�)

세대� 원격검침� 계량기함� �(�A�B�S� 난연�,�S�T�E�E�L� �1�.�6�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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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용(십자형)

단 4세대용일경우 450트레이 가능 

c형슬리브 단자대 높이에 따른 외함 속판의 구조의 다양성 (선택가능)

외함구조에 따른 속판 분류

단자대 및 취부방식에 따른 박스의 다양성

)픈오자단(용대자단스박 용부벽

고정 취부 클램프 연결  400 mm 트레이 이내사용 (1~3세대 계량기함) 380*500*130 용 케이블트레이 400mm 이상 확장지지대

취부용 크램프를 사용하시거나 ,  직결피스로  케이블 트레이 고정 선택사양

원격� 검침� 계량기함� 단자대� 설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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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원격� 검침� 계량기함� �[노출형�]
�[� �W�3�8�0� �x� �H�5�0�0� �x� �D�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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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원격� 검침� 계량기함� �[노출형�]

�[� �W�4�5�0� �x� �H�6�0�0� �x� �D�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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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원격� 검침� 계량기함� �[노출형�]

�[� �W�5�0�0� �x� �H�6�0�0� �x� �D�1�3�0� �]

�0�8



�1�.�2세대� 원격� 검침� 계량기함� �[매입형�]
�[� �W�3�5�0� �x� �H�5�0�0� �x� �D�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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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원격� 검침� 계량기함� �[매입형�]

�[� �W�4�5�0� �x� �H�6�8�0� �x� �D�1�3�5� �]

�1�0



�1�,�2�,�3�,�4세대� 원격� 검침� 계량기함� �[매입형�]

�[� �W�3�5�0� �x� �H�5�0�0� �x� �D�1�3�5� �]

�[� �W�4�5�0� �x� �H�6�8�0� �x� �D�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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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 조작반,제연팬  (ABS난연재질의 PVC형) 

�S�M�P�C를� 내장� 한� �P�V�C� 외함�,� 배수펌프� 조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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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 조작반

배수펌프 조작반,제연팬  (ABS난연재질의 PV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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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 월패드� 박스� 제작사양서� 및� 규격표

�1�4



통합� 월패드� 박스� 제작도�]

�1�5



경량� 칸막이용� 통합월대드� 박스� 사양서

�1�6



경량� 칸막이용� 통합월패드� 박스� 제작도

�1�7



�L�H� 월패드� 박스� 제작사양서� 및� 규격표

�1�8



�L�H� 월패드� 박스� 제작도

�1�9



세대� 단자함� 제작�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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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대� 단자함� �[도면�]

�2�1



�T�V� 분배기함� 제작� 사양서

�2�2



�T�V� 분배기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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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 名� 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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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상동로 52

주식회사 기림

이   은   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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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시공사 현장명 납품품목

금성백조 김포한강신도시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새미래건설 나주함평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두산건설 부산동백지구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시흥은계1차아파트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두진건설 청주강내 하트리움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새미래건설 천안안서동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신성건설 경주외동 미소지움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대명루첸 하남 대명루첸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고양향동 리슈빌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  48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동문건설 울산KTX신도시 굿모닝힐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시흥은계2차아파트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삼구건설 포항초곡 삼구트리니엔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대곡 2 S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다우주택건설 대전갈마 휴리움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동문건설 서산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화성동탄 74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화성동탄 70BL 71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대구대명1,2차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영천2차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아상배방5차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건설 광주쌍암 주상복합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송정 A2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율하 3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청주 우미린 테크노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두진건설 청주복대2차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 24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주월성 2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동일토건 인천 동일 10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용마루  2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영종도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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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강릉회산동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강릉송정동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동일토건 인천 동일 8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인천간석동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울산 송대지구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평산곡 새사미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부산명지C2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건설 전주 예다움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세정건설 울산코아루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태영건설 마포 웨스트리버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동광종합토건 서충주 오드카운티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대구매천동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양양  우미린디오션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봉담한신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진해 남문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시티건설 김해 율하2지구 S3블럭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두산건설 송파 오금두산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정원건설 부산남천정원센터뷰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새힘종합건설 도화 올레오주상복합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춘천 우미린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두진건설 원주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롯데건설 수원 망포동 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장현B1 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 A89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코오롱글로벌 행복중심도시 2-1M3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옥포 S1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송정 S1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 A7 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 A24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김해진영2지구 B-5BL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두산건설 경상도 양산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대방건설 마곡지구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증흥건설 시흥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금성백조 김포한강신도신현장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시방제작반영 세대 계량기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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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동서건설 김포 한강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 민락 6,7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미사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 한강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 민락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 A40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관저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가정동 현장8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해 진영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 밀락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 갈매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 3-3생활권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테크노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신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호매실 14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가정동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 동탄A-69B/L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 호원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 민락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 A-50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호매실 15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 갈매6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가정9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SK 건설 전주 효자동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SK 건설 광주 상무지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SK 건설 대치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SK 건설 부산 대연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경동건설 부산 구서 베르빌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경동건설 부산 주례동 베르빌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영등포 당산동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신동탄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김포 한강신도시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계룡대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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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대전 노은2차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포항 초곡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부산 재송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 세종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광명주택 아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금성백조 세종시 메이져시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금성백조 김포 한강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금성백조 대전 관전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금성백조 공주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금호건설 이천관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금호건설 세종시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광로제비앙 순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광로제비앙 매곡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림건설 남양산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림산업 서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명건설 단양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명루첸 울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명루첸 진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방건설 남양산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방건설 양산 51B/L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방건설 양산 38B/L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방건설 송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창원 마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송도 에듀포레당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창원 마린 2차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창원 센텀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거창 프루지오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조선해양 대덕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두산건설 경주 현곡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두산중공업 진해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라인건설 아산 둔포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라인건설 시흥 배곳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남양주 도농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동탄 23,30B/L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신동탄 70,71,72  B/L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신동탄 73,74,75  B/L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향남 17B/L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주택 마산 월영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삼구건설 포항 3.4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4�6



새미래건설 대천 보령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새미래건설 목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서진엘리체 광주 서진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세영건설 광주 수완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세천년종합건설 코아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양산 3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양산 6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옥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전남 나주2차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건설 광주 서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건설 정읍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건설 대전 노은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나주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진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광주 중흥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충북 혁신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순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충주2단지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영무예다움 충주 1단지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요진건설 송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천안 불당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청주 호미곳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시흥 은계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평택 소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충북혁신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경북 안동 4 B/L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경북 안동 5 B/L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경북 안동 3 B/L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천안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일성건설 춘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일신건영 양평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제일건설 군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제일건설 군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코아루 거창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국종합건설 광주 주원동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국토지신탁 천안 안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림건설 김해 진영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서산 동문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아산 배방5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서산 동문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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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건설 아산 배방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세종시 L3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세종시 L2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양평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영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부천 옥길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경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시흥 은계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양수자인 세종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양수자인 인천 논현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화건설 제주 월평2 & 3  B/L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해강건설 군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건설 화성남양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션앤빌 대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 매이저시티 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흥안주택 사천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시공사 현장명 납품품목

SK건설 전주 효자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SK건설 광주 치평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SK건설 대치동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창원마린1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창원마린2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대우건설 송도 에듀포레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천안불당동1,2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경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경산 하양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구미 3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구미 5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청주 흐미곳 1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미건설 청주 흐미곳 2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대구 옥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부산 고촌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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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송파 위례 5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하남미사 15공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신동탄 40 B/L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의정부 민락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수원 호매실 15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LH공사 김포한강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 메이저시티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현대엔지니어링 천안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화성동탄 23블럭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화성동탄 41블럭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화성향남 9공구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부영건설 양산 월영동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일신건영 양평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김천혁신 1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양평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경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신공영 세종시 L2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안동현장1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안동현장2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안동현장5차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우방건설 수영리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림건설 진주현식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삼구건설 포항 장량동 3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삼구건설 포항 장량동 5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울산 3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양우건설 울산 6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산업 대전노은 2차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산업 부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계룡건설산업 포항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서산 동문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아산 배방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한성건설 대산현장 세대계량기함 외 다수



원격검침 디지털계량기함
세대 통합월패드함 
세대 통합단자함
접지단자함
PVC 배수펌프조작반  

Building
success together

주식회사  기림

www.kirim55.com  

ISO 9001 & 벤처기업인증

주식회사  기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상동로 52 (완장리 308-1)
전화번호  031-334-6368~9    팩스번호 031-334-6370
E-mail  k292636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