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신 후 지명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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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Greeting

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스앤디인터내셔널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조명디자인 및 설계, 조명기구 제조회사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창성으로

빛을 선도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조명 솔루션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항상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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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07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설 립 일

본 사 (청주공장)

서 울 사 무 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요 거 래 처

㈜에스앤디인터내셔널

한 승 희

2002. 03 .01

(2818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이외천길 13-8

TEL. 043 260 2710/2720  Fax. 043 260 2730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E동 711호 (당산 SK V1 center)

TEL. 02 3775 2720  Fax. 02 3775 2730

301-81-79850

조명디자인 설계, 조명기구 제조, 경관조명,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실내조명,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공공환경시설물

공공기관, 건설회사, 전기설계회사, 조명디자인회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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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HIDINI (ITALY) AGENT 계약체결

2005

06. ㈜에스앤디인터내셔널 본사사옥 준공, 
조명기구 SHOW ROOM 오픈

12. 광주광역시 오월루 및 광주역 광장
야간경관조명 현상공모 당선, 표창수상

2006

06.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07. 서울사무소 OPEN, 

코엑스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2007년. 2010년)

2008

02.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한국디자인진흥원)
07. 공공디자인설계사업개설

2009

11. ㈜에스앤디 ”루미아”, ”빔스토리” 상표 등록

2010
01. 각도조절과 모듈의 교체가 용이한 반사판 장착된

조명등 특허 출원
04. 건국대학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산학프로젝트” MOU체결
08. 제조공장신축 (공장 등록필)
10.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 신고완료

(경관조명, 가로등기구)
11. CLEAN 사업장 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Q ISO9001:2009,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2011
01.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가로등기구 등록
02. “경향하우징페어, 하우징브랜드페어”

전시회 참가 (실내등, 일산 킨텍스) 
07. 벤처기업확인 인증 (기술보증기금)
10.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인증“
10. 조명등기구 “BeamStory” 및 “Lumia”

서비스표 등록

2012
02. 건국대학교 디자인 연구개발

산학협력(MOU)체결
08. 광교호수공원 수주 및 전구간 납품 완료

Company Overview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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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회사 카탈로그 최신화 발간
07. 충주대 공공환경 디자인연구소 연구협력

양해각서(MOU)체결

2014
02. 건국대학교디자인분야산학협력(가족회사) 체결
06. IBS KOREA 주관경관조명디자인공모당선, 

표창수상(은상) 

2015
03.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수상(우수상)
08. “KS, 고효율인증”(LED가로등, 보안등기구)

2016
02. 전기공사업 등록필, 입찰 참여
03. 기업부설연구소 등록필
06. 건국대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
07. 축사用 조명등기구 특허, 디자인 출원

2017
03. “KS 고효율 인증” (LED 터널등기구)
11. “KS 인증” (LED 경관등기구)

2018
03. ”복합광 조명장치를 이용한 가축 사육방법”

특허등록 (특허청)
04. 대림산업 업체등록, 입찰참여
05. “표준모듈 고효율 인증” (LED 가로등, 보안등기구)
08. 화성산업 업체등록, 입찰참여

2019
04. LED 등기구 전자파인증 (가로등, 보안등, 경관등)
09. 조달청 MAS 물품 등록(60여 품목)
09. 한라건설 업체등록, 입찰참여
10. “KC 인증” (SLAMP 실내등기구)
11. 롯데건설 업체등록, 입찰참여

2020

01.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판로개척지원사업 기업홍보
02. 한국도로공사 적격업체 재선정(LED 터널등기구)
09. 조달청 MAS 물품 추가등록(20여 품목)

2021

0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중소벤처기업부)
03. 직접생산 증명 (조명용제어장치 : 중소기업 중앙회)
08. 조달청 MAS 물품 추가등록(30여 품목)
12. 제일기획 협력회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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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디자인

Lighting design

조명 컨설팅

Lighting consulting

조명기구제조

The manufacture of 
lighting fixtures

경관 디자인

Landscape design 

공공 디자인

Public design 

공공환경

Public Environment 
Facility

시설물

+ +

+ +

Field of Business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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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조명 공항 / 역사 조명

도로 조명 공원 조명

교량 조명 스포츠 조명

터널 조명 주차시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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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Results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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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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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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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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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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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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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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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Registration

인증서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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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 서울특별시 마포대교

• 제천철도 역사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단양 상진리 남한강 수변거리 개선사업

• SK 도곡동 리더스 뷰

• 내장산 관광호텔

• 신촌, 강남 르메이에르 스포츠센터

• 코오롱 판교빌라

• 프리마호텔

• 구의 현대홈시티

• 장안동 현대2차 홈타운

• 롯데 부산 센텀시티

• 롯데 부산 갤러리움

• 서울특별시 강변북로

• 로드랜드 클럽하우스

• 제주 컨트리클럽하우스

• 수유리 오피스텔

• 양재동 하이브랜드

• 아산 온천 현대 홈타운

• 공주 신관동 현대 홈타운

• ANGOLA CONVENTION 

• 충주시 산림녹지 (계명대로, 쌈지 숲, 신립로)

• 괴산군 청안면 벚꽃길

• 충주 호암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 파스텔건설 방배동 주상복합

• 서울성곽 성북지구

• 성남시 탄천 (불정교, 야탑교) 

• 청계천 복원3공구

• 광희문 (사적10호) 

• 현대건설 광장12차 홈타운

• 광명 철도역사

• 금호건설 한남동 리첸시아

• KTX 대표 정차역사

• 부산SK 오륙도

• 신세계백화점 본점

• 양재동 하이브렌드

• 남악 썬시티

• 제일은행

• 경기 영어마을

• 금호아시아나

•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 한탄강 유원지

• 한강 자전거도로

• 한남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 한라건설 SK 명동빌딩

26

Project List

납품목록



• 청주 오창 구룡공원

• 청주 옥화자연 휴양림

• 청주시 명암저수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 청주시 첨단 산업단지

•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 금호사옥

• 광주광역시 호반건설

• 광주광역시 오월루 및 광주역 광장

•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 신행주대교

• 대관령 알펜시아

•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톨게이트

• 코오롱 철산아파트

• 임실군청 신청사

• 일산 식사지구

• 화성 메타폴리스

• 인천 학익 엘슬루타워

• 송도 포스코R&D 

•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 대전 유한킴벌리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한강사업본부 한경변 보행네트워크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공사

• 태안 드르니항

• 태안 황도교

• 잠실 제2롯데월드

• 이천 롯데아울렛

• 청주시 사직2공원

• 청주시 성안길 읍성복원사업

• 춘천시 공지천

• 대명 소노펠리체 리조트

• 세종시 마치종합쇼핑몰

• 진천군 진천대교

• 수자원공사 성덕댐

• 판교 NC소프트 사옥

• 담양군 죽녹원

• 교보생명 사옥

• 평택용이2차

• 대명 설악 델피노 리조트

• 대전 엑스포공원

• YTN사옥

• 청주대학교 다목적 체육관

• 서울 마곡제이스텍

• 경주 동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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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 홍천강 경관조명

• 국립항공박물관

• 세종시 송원 교량

• 코레일유통(주) 본사 사옥

• 삼성물산 엠코코리아 K5공장 신축공사

• 삼성 디지털시티 센트럴파크

• 단월서부우회도로

• 연세대 백양로

• 서부발전 본사 사옥

•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 기회송림 경관개선사업

• 백곡초평호권

• 송도아트센터

• 아름다운 수양개길 휴게공간

• 신세계 여주 아울렛

• 제주 색달동 연수원

• 삼성물산 서초 연수원

• 한국타이어

• 광주시 금남로

• 화성산업 외 사급현장

•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휴게쉼터

• 제천 삼한의 초록길,

•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 천안마치 에비뉴 쇼핑몰

• 세종시 환승 주차장

• 아트몰링 부산점 (형지그룹)  

• 제주신화월드 테마파크

• 화성동탄2 워터 프론트 가로등기구

• 화성동탄2 워터 프론트 경관조명

• 쿠웨이트 대사관

• 영종도 네스트 호텔

• 제주 신화역사 A 존

• 제주 신화역사 YG 타운

• 삼성화재 아산 사옥

•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 제주시 협제 호텔

• 코엑스 K-POP 광장

• 포천군 산정호수

• 여수 해양경찰청 사옥

• 청계천 복원3공구

• 옥천 문화재 야행

(육영수여사 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전통문화체험관)

• 옥천 성당

Project List

납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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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화월드 테마파크

• 제천 에코브릿지 인도교

• 서울로주변 빛의축(세종대로,통일로)

• 세종 레이캐슬 클럽하우스

• 스타필드 위례

• 스타필드 명지

• 서소문공원

• 제천 의림지 볼레길

• 한남 나인원

• 월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 서울 W호텔

•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 충주 마리나센터

• 송파 책 박물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진천 백곡천 고향의강 출렁다리

• 청주 옥산교

•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 제천 문화의거리 3D Media LED

• 대전 유성온천공원 3D Media LED

• 여주 금은모래캠핑장 3D Media LED

외 다수

• 삼성 VD Lab (수원)

• 부산 롯데 센텀씨티

• 한남빌라

• 예술의전당

• 판교 타나가와

• 서울대학교

• 해태제과 본사

• 커핀그루나루

• 롯데백화점 (청량리, 영등포) 

• 라이스앤라이스

• 과천 셀에수크레

• 상암동 MBC 신사옥

• 판교 NC소프트 사옥

• 빈센트힐

• SK 분당 벤쳐타운

• 삼성 R&D센터

• 제일기획 본사

• 포스틸 사옥

• 성수동 자그마치

외 다수

실내

29



광주시 광주천 일원논산시 논산대교 일원

영동군 용두교 일원단양군 일원

보령시 동대교 일원영동군 영동교 일원

Design Proposal

다자인 제안

30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본사사옥나주시 한전사옥

청주시 밀레니엄 타운충주시 마리나센터

청주시 예술의전당청주시 세종대왕 행궁

31



괴산군 청안면 벚꽃길청주시 명암저수지

충북천년대종논산시 계백교

청주시 직지교괴산 연하협구름다리

Design Proposal

다자인 제안

32

괴산댐



평창 올림픽 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평창 올림픽 경기장 (강릉 하키 센터)

광주광역시 종합체육관제주신화월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형지 아트몰링

거제시 리조트대구광역시 로봇산업클러스터 대구광역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주시 HS타워

부산공동어시장 남양주시 현대아울렛

충주시 호암지경주시 힐튼호텔 충주시 단월 서부우회도로

포천시 조각공원

33



Design Proposal

다자인 제안

34

대전 둔산공원삼성 디지털시티 공원

진천군 진천대교서울성곽

이천시 롯데아울렛

송파구 잠실호수교흥인지문 청주시 무심천

충주시 목행대교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초정행궁

괴산군 괴산댐청주시 대청댐 서울시 마포대교

제천시 에코브릿지 인도교



삼척시 덕봉대교괴산군 연하엽구름다리

괴산군 목도시장충주시 어울림센터

괴산군 청안면벚꽃길

옥천향교옥천성당 옥천 육영수여사생가

대청댐 물문화관

청주시 청암교 청주시 오송호수공원

충주시 옻갓길 녹쌕쌈지숲충주시 남한강자전거도로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청주시 서문대교

35



평창 올림픽 경기장 (강릉 하키 센터)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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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경기장(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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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월드 (메리어트 호텔 & 테마파크)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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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책박물관

39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본사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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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울 양재동 하이 브랜드

41

서울 제기동 법화정사



경기도 성남시 삼성 R&D 센터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42



43

국립항공박물관



충남 천안시 천안마치 에비뉴 2차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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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형지 아트몰링

경기도 이천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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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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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삼성 창조캠퍼스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K-pop 광장

47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48

서울 마곡 제이스텍



한라건설 SK명동빌딩

서울 한남동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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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에코브릿지 인도교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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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옥화자연휴양림



경기도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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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여의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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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강변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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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저수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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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안면 벚꽃길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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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볼레길

57



충주시 호암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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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59

증평군 좌구산 구름다리 산책로 오창 구룡공원

세종시 환승주차장청주시 퉁수어린이공원



전남 담양군 죽녹원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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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걷고싶은 거리

경주 동궁원

충주시 고구려비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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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엑스포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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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자전거도로

서울 광진구 건대 스타시티

서울 종로구 금호 아시아나

서울로주변 빛의축(통일로,세종로)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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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꽃게다리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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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진천대교

서울 광진구 지하철 교각 광주 남구 광주교

65



서울 마포대교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66



충북 청주 청암교

충북 진천 백곡천 출렁다리

67



충남 태안군 황도교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68



서울 강서구 신행주대교

충남 서천군 장항 선셋 워터프런트

69



충북 옥천 육영수여사 생가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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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옥주사마소

71

충북 옥천향교



서울 중구 광희문

광주 서구 오월루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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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주읍성

서울성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서울 중구 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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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오월루

송정리역

광명역

부산역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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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광주역

서대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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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 센트레빌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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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륙도 SK VIEW 서울 용산구 금호리첸시아

서울 동작구 파스텔시티 서울 광진구 현대홈타운 12차

77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78

제천 문화의거리 3D Media LED 열주



대전 유성온천공원 3D Media LED CUBE

79



베니니

리토 조명 루카스 조명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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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셀로티

81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82

예술의 전당 - 바우하우스



RICE & RICE

SK 분당 벤처타운

롯데 기공 부산센텀시티

83



자그마치

Project Reference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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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POP 콘서트

KBS2 예능 - 김승우의 승승장구 / “가수 아이유 편”, “배우 이대근 편”

85



Interior Lighting 

실내 조명

SLAMP - ITALY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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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경관조명기구

조달청 나라장터 (MAS)



BSLU-05-LED-70W

90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70W AC 220V 3000K~5700K IP 65 70 이상 Φ42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2795459 1,295,000 원

MAS 

나라장터 등록 제품

전 방향 확산형 공원등, 넓은 광장, 공원 등의 안전 조도 확보에 용이한 조명

BSLU-06-LED-60W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AC 220V 3000K~5700K IP 67 70 이상 Φ44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2793713 1,21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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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프리즘 디퓨져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BSLU-08-LED-50W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50W AC 220V 3000K~6500K IP 65 / IK 08 70 이상 Φ68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69394 1,216,000 원

눈부심방지 조명,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BSLU-07-LED-50W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50W AC 220V 3000K~6500K IP 65 / IK 08 70 이상 Φ60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69395 1,18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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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나라장터 등록 제품

BSLU-10-LED-60W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AC 220V 3000K ~ 6500K IP 66 / IK 10 70 이상 Φ53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69397 1,311,000 원

BSLU-09-LED-60W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AC 220V 3000K~6500K IP 66 / IK 10 70 이상 Φ53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69396 1,311,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80W AC 220V 3000K ~ 5700K IP 67 70 이상 Φ44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450835 1,550,000 원

BSLU-15-LED-80W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AC 220V 3000K ~ 6500K IP 65 / IK 08 70 이상 425 x 425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69398 1,282,000 원

BSLU-11-LED-60W 클래식 조명으로 어디에나 어울림.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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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나라장터 등록 제품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50W AC 220V 3000K ~ 5700K IP 66 70 이상 1070 x 35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673305 1,150,000 원

BSLU-16-LED-60W 트랜디하고 모던한 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AC 220V 3000K ~ 5700K IP 65 / IK 08 70 이상 535 x 105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459997 1,450,000 원

BSLU-17-LED-50W 트랜디하고 모던한 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90W DC 24V 3000K ~ 5700K IP 66 70 이상 733 x 101.5 x 399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10854 2,900,000 원

BSMP-01-LED-60W 트랜디하고 모던한 멀티폴 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DC 24V 3000K ~ 5700K IP 65 70 이상 355 x 355 x 399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6055 3,190,000 원

BSMP-02-LED-90W 트랜디하고 모던한 멀티폴 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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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45W DC 24V 3000K ~ 5700K IP 54 70 이상 Φ165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77 1,870,000 원

BSMP-03-LED-108W 트랜디하고 모던한 멀티폴 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8W DC 24V 3000K ~ 5700K IP 66 70 이상 733 x 101.5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10855 3,100,000 원

BSLC-06-LED-45W 트랜디하고 모던한 열주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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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35W DC 24V 3000K ~ 5700K IP 54 70 이상 220 x 220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STEEL 24302479 2,200,000 원

BSLC-07-LED-35W 트랜디하고 모던한 열주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35W DC 24V 3000K ~ 5700K IP 54 70 이상 Φ165 x 39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78 1,980,000 원

BSLC-08-LED-35W 트랜디하고 모던한 열주조명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에 적합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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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5000K IP 65 / IK 08 70 이상 Φ158 x 100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2776349 418,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W AC 220V 3000K / 5000K IP 65 / IK 08 70 이상 180 x 130 x 95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2776350 434,000 원

BSLB-01-LED-10W 모던한 형태로 다양한 높이의 설계

BSLB-02-LED-12W
단방향, 양방향 및 다양한 높이의 설계 가능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화거리 및 공원, 인도, 건물벽면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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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5000K IP 65 / IK 08 70 이상 Φ158 x 100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우든패턴도장 22776353 40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W AC 220V 3000K / 4000K IP 54 70 이상 Φ160 x 75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068940 384,000 원

BSLB-05-LED-10W 모던한 형태로 다양한 높이의 설계 / 자연친화적 느낌의 목재패턴 도장
강력한 내염성으로 해안가 설치 용이

BSLB-26-LED-12W 모던한 형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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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3W AC 220V 3000K ~ 6500K IP 54 70 이상 Φ180 x 304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068943 345,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7W AC 220V 3000K, 4000K, 5000K IP 54 70 이상 Φ169 x 739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068945 487,000 원

BSLB-27-LED-13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특이한 전면 배광 / 낮은 문주등 크기

BSLB-29-LED-7W 모던한 형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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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4000K, 5000K IP 54 70 이상 Φ156 x 76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068948 45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W AC 220V 3000K ~ 6500K IP 65 / IK 08 70 이상 190 x 172 x 65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070782 456,000 원

BSLB-32-LED-10W 모던한 형태로 설계

BSLB-37-LED-12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특이한 전면 배광 / 심플함으로 주변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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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W AC 220V 3000K ~ 4000K IP 65 / IK 08 70 이상 120 x 120 x 80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782 38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4000K IP 65 / IK 08 70 이상 Φ118x 50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783 380,000 원

BSLB-38-LED-12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반사체 통해 밝힘으로 눈부심 덜함.
심플함으로 주변 어울림

BSLB-39-LED-10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반사체 통해 밝힘으로 눈부심 덜함
심플함으로 주변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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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4000K IP 65 / IK 08 70 이상 Φ118 x 80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784 34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4000K IP 54 70 이상 250 x 250 x 75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STEEL 분체도장 23450785 680,000 원

BSLB-40-LED-10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반사체 통해 밝힘으로 눈부심 덜함.
심플함으로 주변 어울림

BSLB-41-LED-10W 클래식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무늬살 변경가능
확산커버 없으면 무늬살 그림자 연출 / 협의하에 사이즈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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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4000K IP 54 70 이상 200 x 200 x 80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STEEL 분체도장 23450786 65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4000K IP 54 70 이상 250 x 250 x 55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STEEL 분체도장 23450787 620,000 원

BSLB-42-LED-10W 클래식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무늬살 변경가능
확산커버 없으면 무늬살 그림자 연출 / 협의하에 사이즈 변경 가능

BSLB-43-LED-10W 클래식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무늬살 변경가능
확산커버 없으면 무늬살 그림자 연출 / 협의하에 사이즈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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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3W AC 220V 3000K ~ 6500K IP 54 / IK 08 70 이상 Φ150 x 95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803 46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5000K IP 65 / IK 08 70 이상 Φ158 x 45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788 360,000 원

BSLB-45-LED-10W 모던한 형태로 다양한 높이의 설계

BSLB-44-LED-13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특이한 전면 배광 / 윗면의 광원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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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5000K IP 65 / IK 08 70 이상 Φ138 x 350 (H)

커 버 재 질 마 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789 38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5000K IP 65 70 이상 Φ138 x  920 (H)

커 버 재 질 마 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0790 430,000 원

BSLB-46-LED-10W 모던한 형태로 다양한 높이의 설계

BSLB-47-LED-10W 모던한 형태로 다양한 높이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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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8W AC 220V 3000K / 5000K IP 54 / IK 08 70 이상 Φ158 x 520 (H)

커 버 재 질 마 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4010174 42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5W DC 24V 3000K / 5000K IP 65 70 이상 224 x 224 x 510 (H)

커 버 재 질 마 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ACRYLIC STS 분체도장 24306067 420,000 원

BSLB-48-LED-8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특이한 전면 배광 / 윗면의 광원 추가배치

BSLB-49-LED-15W 확산형 미니 볼라드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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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DC 24V 3000K / 5000K IP 65 70 이상 100 x 100 x 700 (H)

커 버 재 질 마 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4306056 495,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5W DC 24V 3000K / 5000K IP 65 70 이상 Φ160 x 700 (H)

커 버 재 질 마 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4306068 550,000 원

BSLB-50-LED-10W 모던한 디자인 / 컷오프 타입의 눈부심 없는 배광

BSLB-51-LED-15W 모던한 디자인 / 컷오프 타입의 눈부심 없는 배광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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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DC 24V 3000K / 5000K IP 65 70 이상 Φ100 x 410 (H)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CURV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4306057 594,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20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150 x 224 x 193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4m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3069984 266,000 원

BSLB-52-LED-10W 모던한 형태로 설계 / 전방향 배광 / 반사체 통해 밝힘으로 눈부심 덜함.

BSLF-03-LED-20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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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30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180 x 229 x 223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4m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3069985 332,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45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210 x 243 x 253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4m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3069986 408,000 원

BSLF-04-LED-30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BSLF-05-LED-45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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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75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260 x 275 x 303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4m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3069987 551,000 원

BSLF-06-LED-75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BSLF-07-LED-120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0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328 x 222 x 355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010169 6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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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30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125 x 125 x 176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67 473,000 원

BSLF-12-LED-30W 사각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BSLF-13-LED-6W 사각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70 x 70 x 110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68 231,000 원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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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20W AC 220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Φ140 x 159 x 434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4m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2776220 342,000 원

BSLP-02-LED-20W 수목투사용 팩등 / 6~8m의 대형수종에 적합한 수목투사등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95 x 106 x 140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69 242,000 원

BSLF-14-LED-12W 사각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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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W AC 220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Φ100 x 124 x 394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4m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2776221 258,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35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238 x 240 (H)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010167 650,000 원

BSLP-03-LED-10W 수목투사용 팩등 / 가로수, 소나무군락지 등의 조경에 적합

BSLP-04-LED-35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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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0W AC 220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Φ286 x 272 (H)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010168 84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5W DC 24V 3000K / 4000K IP 67 70 이상 Φ230 x 315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6054 572,000 원

BSLP-05-LED-60W 원형 투광등 / 수목,조경, 외부간접등에 적합

BSLP-06-LED-15W 팩타입 투광등 / 경관 및 조경에 적합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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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Φ60 x 205 (H)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9858 352,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2W DC 12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Φ78.5 x 79.8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70 220,000 원

BSLP-06-LED-1W 매입 원형 포인트등 / 높은 IP로 외부 연출가능

BSLW-05-LED-2W 원형 매입 벽부등 / 외부 간접조명, 스텝조명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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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5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210 x 65 x 55 (H)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71 22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24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90 x 155.5 x 255 (H)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72 297,000 원

BSLW-06-LED-5W 사각 매입 벽부등 / 외부 간접조명, 스텝조명등에 적용

BSLW-07-LED-24W 2-WAY 원형 벽부등 /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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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90 x 155 x 155 (H)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2473 242,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6W DC 24V 3000K / 4000K IP 66 70 이상 121 x 100 x 69

커버 재 질 절연등급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CLASS 1 24309342 396,000 원

BSLW-08-LED-12W 1-WAY 원형 벽부등 /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BSLS-01-LED-6W 직부형 스텝등 / 계단,데크,보행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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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2W DC 24V 3000K / 4000K IP 65 70 이상 Φ130 x 38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10172 240,000 원

BSLI-08-LED-2W 직부형 1-WAY 스텝등 / 계단,데크,보행로 등에 활용

BSLI-12-LED-3W 직부형 1-WAY 스텝등 / 계단,데크,보행로 등에 활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3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Φ120 x 95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65 25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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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I-12-LED-3W 직부형 4-WAY 스텝등 / 계단,데크,보행로 등에 활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8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Φ150 x 45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82 28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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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I-07-LED-15W LED 슬림바, 지중매입 가능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5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7 57 x 71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70780 646,000 원



BSLI-08-LED-15W LED 슬림바, 지중매입 가능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BSLI-09-LED-15W LED 슬림바, 지중매입 가능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5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84 x 108 x 95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21167 65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5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72 x 80 x 95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21166 6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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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I-10-LED-18W LED 원형 지중등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BSLI-11-LED-36W LED 원형 지중등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36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Φ270 x 159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21169 68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8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Φ216 x 16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21168 48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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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I-14-LED-24W LED 원형 지중등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BSLI-15-LED-36W LED 사각 지중등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36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7 280 x 280 x 110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6060 1,155,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24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7 Φ260 x 125 (H)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66 49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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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2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7 47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070781 266,000 원

BSLL-10-LED-12W LED 슬림바로 다양한 배광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최대길이 규 격

LED 12W/m DC 24V RGB IP 68 10 m 11.5 x 21 
(방수 전원 컨넥터 미포함)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VC PVC 22549152 239,000 원

BSLL-05-LED-RGB-12W 방수형 FLEXIBLE 타입으로 자연스러운 곡면 조명 가능 / R.G.B 타입으로 다양한 조명연출
연출에 필요한 서브 컨트롤러 및 메인 컨트롤러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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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최대길이 규 격

LED 12W/m DC 24V RGB IP 67 10 m 15.5 x 6 
(방수 전원 컨넥터 미포함)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VC PVC 23459992 160,000 원

BSLL-11-LED-12W 방수형 FLEXIBLE 타입으로 / 자연스러운 곡면 조명 가능 / R.G.B 타입으로 다양한 조명연출

BSLL-12-LED-12W 방수형 FLEXIBLE 타입으로 / 자연스러운 곡면 조명 가능 / R.G.B 타입으로 다양한 조명연출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최대길이 규 격

LED 12W/m DC 24V RGB IP 68 10 m 11.5 x 29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VC PVC 23459989 2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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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4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 RGBW IP 65 13 x 13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21165 180,000 원

BSLL-13-LED-12W 방수형 FLEXIBLE 타입으로 / 자연스러운 곡면 조명 가능 / R.G.B 타입으로 다양한 조명연출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최대길이 규 격

LED 12W/m DC 24V RGB IP 68 10 m 16 x 17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VC PVC 23459990 220,000 원

BSLL-14-LED-14W LED 슬림바로 다양한 배광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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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L-15-LED-15W LED 슬림바로 다양한 배광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5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 RGBW IP 65 25 x 26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010175 200,000 원

BSLL-16-LED-15W LED 슬림바로 다양한 배광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5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6 28.2 x 48.5 x 1004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74 286,000 원

127

NEW



BSLL-17-LED-36W LED 슬림바로 다양한 배광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36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54 x 70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75 462,000 원

BSLL-18-LED-60W LED 슬림바로 다양한 배광 / 높은 IP, 외부 간접조명, Wall-washing  조명등에 적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60W DC 24V 2700K / 3000K / 4000K / 5700K IP 65 70 x 75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4302476 68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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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F-01-LED-6.5W 3D 입체 미디어 연출이 가능한 ball-type LED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6.5W DC 12V RGBW IP 65 7.7 x 14.2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POLY CARBONATE 24302480 286,000 원

BSMF-02-LED-13.7W 3D 입체 미디어 연출이 가능한 ball-type LED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3.7W DC 12V RGBW IP 65 46 x 46 x 10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OLYCARBONATE POLY CARBONATE 24302481 35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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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4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Φ400 x 580 (H)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010164 480,000 원

BSBB-01-LED-4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BSBB-02-LED-4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4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Φ300 x 480 (H)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010163 38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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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 제품



BSBB-03-LED-10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BSBB-04-LED-10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0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Φ600 x 690 (H)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010166 98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0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Φ500 x 590 (H)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010165 58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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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BB-05-LED-10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BSRB-01-LED-5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5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258 x 450 x 530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010170 54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0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Φ800 x 890 (H)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308284 1,070,000 원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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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 제품



BSRB-02-LED-10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BSEV-01-LED-10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0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500 x 470 x 250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303450 66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10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380 x 668 x 780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010171 880,000 원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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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V-02-LED-5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BSEV-03-LED-5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5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300 x 300 x 180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303452 44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5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380 x 400 x 200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303451 5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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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 제품

NEW

NEW



BSEV-04-LED-5W LED 전구 교체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오브제 조명

BSLG-01-LED-40W 다양한 풀컬러 필터 연출이 가능한 LED 고보조명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필 터 규 격

LED 40W DC 15V MONO IP 65 4  GOBOS ROTATE 248 x 152 x 160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4010173 1,40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소켓 색온도 보호등급 규 격

LED 5W AC 220V E26 3000K / 4000K IP 65 300 x 560 x 280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E 24302483 682,000 원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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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G-02-LED-80W 다양한 풀컬러 필터 연출이 가능한 LED 고보조명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필 터 규 격

LED 80W DC 15V MONO IP 65 4  GOBOS ROTATE 258 x 152 x 160

커버 재 질 마감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TEMPERED GLASS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23459994 1,8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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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D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조달청 나라장터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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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0W AC 220V 3000K ~ 6500K IP 66 80 이상 872 x 340 x 141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403249 430,000 원

MAS 

나라장터 등록 제품

SDLS-03-LED-100W

SDLS-04-LED-125W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큰 거리 및 자동차 도로에 적합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큰 거리 및 자동차 도로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25W AC 220V 3000K~6500K IP 66 80 이상 872 x 340 x 141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403255 45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50W AC 220V 3000K ~ 6500K IP 66 80 이상 872 x 340 x 141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403251 520,000 원

SDLS-05-LED-150W

SDLU-03-LED-50W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다양항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큰 거리 및 자동차 도로에 적합

컷오프형 조명으로 빛공해 최소화, 보안등 배광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도 및 공원, 자전거 도로에 적합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50W AC 220V 3000K ~ 6500K IP 66 80 이상 571 x 258 x 116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404344 3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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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터널등기구

조달청 나라장터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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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00W AC 220V 3000K ~ 6500K IP 66 80 이상 526 x 384 x 1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202579 460,000 원

MAS 

나라장터 등록 제품

SDLT-01-LED100W

SDLT-02-LED200W

도로공사 표준 터널등기구

도로공사 표준 터널등기구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200W AC 220V 3000K~6500K IP 66 80 이상 690 x 384 x 1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202580 680,000 원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75W AC 220V 3000K ~ 6500K IP 66 80 이상 526 x 384 x 1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202021 400,000 원

SDLT-03-LED75W

SDLT-04-LED150W

도로공사 표준 터널등기구

도로공사 표준 터널등기구

광 원 입력전압 색온도 보호등급 연색성 규 격

LED 150W AC 220V 3000K~6500K IP 66 80 이상 690 x 384 x 100

커버 재 질 식별번호 단가(VAT포함)

PMMA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3202022 54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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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artners 

해외 파트너

www.sdlux.com

AEC – www.aecilluminazione.com

ALDABRA – www.aldabra.it

ARCLUCE – www.arcluce.it

CASTALDI – www.castaldilighting.it

CLEAR – www.clearlighting.com

ENTA – www.entalighting.hk

GHIDINI – www.ghidini.it

KLED – www.kled.com

LANDA – www.landalighting.com

LOMBARDO – www.lombardo.it

LUMBENCY – www.lumbency.cn

SALVI – www.salvi.es

SEEKWAY – www.seekway.com.cn

SHYLON – www.shylon.com

SLAMP – www.slamp.com

SLIDE – www.slidedesign.it

VAS – www.vaslighting.com

WEBBDECO – www.webbdecolighting.com

“당사는 해외의 선진 기술 도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설계를 하고자 PHOTOMETRIC DATA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Location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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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이외천길 13-8

TEL.  043 260 2710/2720  

Fax.  043 260 2730

㈜에스앤디인터내셔널 (본사/청주공장)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E동 711호 (당산 SK V1 center)

TEL.  02 3775 2720  

Fax.  02 3775 2730

㈜에스앤디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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