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PROFILE



CONTENTS

1.

2.

3.

4.

5.

6.

7.

8.

회 사 개 요

회 사 연 혁

프 로 젝 트 현 황

사 업 자 등 록 증

지 식 산 업 센 터 등 록 대 장

신 용 평 가 등 급

인 증 서 & 확 인 서

특 허 보 유 현 황

Company Summary

Company History

Project Support

Bussiness License

Knowledge Industrial Center Permit     

Credit Rating

Certificates

Patent Status

 ..... 01

..... 02

..... 04

..... 21

..... 22

..... 23

..... 24

..... 33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회사설립 년월일

업태

업종

주소 및 연락처

인증 및 승인서

Homepage

E-Mail

Sales Agency

1 2 1 - 8 1 - 5 4 8 7 4

(주)에스제이엘 (SJL Corp.)

안  소  현

2000년 8월 20일

(2002년 8월 9일 법인전환)

제조, 도매, 서비스

조명기구, 무역, 조명설계 및 컨설턴트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38 (관양동)

인덕원성지스타위드 1102~1103호

TEL.031-345-0345   FAX.031-345-0354

(공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38 (관양동)

인덕원성지스타위드 B117, B120호

TEL.031-345-0349   FAX.031-345-0354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OS 9001)

벤처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획득 

http://www.sjllighting.com

sjl@sjllighting.com

SELUX (독일), WIBRE (독일), ANSORG (독일)

1. 회 사 개 요   Company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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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사 연 혁   Company History

에스제이엘 설립 (회사설립)

(주)에스제이엘로 법인 전환 (법인전환)

서울사무소 개소 (서울사무소)

납입자본금 1억원으로 증자(자본증자)

삼성테스코(주) 년단가계약업체지정 (영업)

ISO 9001 인증서 획득 (ISO)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획득 (벤처기업)

태양광조명기구 기술평가등급인증서 획득 (기술평가)

안양시 성지스타위드 아파트형공장 (본사 및 공장 이전)

가로등기구 직접생산확인서 획득 (직접생산확인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 (인증)

기업부설조명연구소 개소 (기술)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홈플러스(주) 년단가계약업체지정(영업)

디자인등록증 획득 (가로등용 헤드)

실용신안등록 획득 (가로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획득(평판 LED 50W, 75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획득(RACEWAY 45W)

실내등기구 직접생산확인서 획득 (직접생산확인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획득 (가로등 및 보안등)

2015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보안등)

디자인등록증 획득 (보안등용 헤드)

실용신안등록 획득(보안등)

LED 가로등(104W), 보안등(44W) 조달등록

LED  가로등(120W, 140W) 조달등록

LED BAR(40W) 조달등록

2000년      8월

2002년      8월

2005년      1월

11월

2006년     2월

2009년   11월

12월

2010년      3월

10월

2011년      1월

9월

11월

2012년      2월

4월

2013년      7월

11월

11월

2014년      1월

2015년      3월

4월

7월

2016년      3월

9월

11월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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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현황   Projec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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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제2 롯데월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제2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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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장성군 황룡강

장성군 황룡강 장성군 황룡강

장성군 황룡강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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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본점 식품관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식품관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ESCADA

SK M-city SK M-city

ESCADA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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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화대교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화대교

한강 르네상스

금강 살리기 사업

북서울 꿈의 숲 북서울 꿈의 숲

금강 살리기 사업

한강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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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Star City

Sea LaLa

콘래드호텔 콘래드호텔

Sea LaLa

Sta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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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lus Home Plus

롯데백화점

E-Mart E-Mart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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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꿈 스퀘어 누리꿈 스퀘어

KT&G 상상마당

인피니티 쇼룸

SK 네트웍스 멀티쇼룸 SK 네트웍스 멀티쇼룸

인피니티 쇼룸

KT&G 상상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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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롯데워터파크 김해 롯데워터파크

연대원주캠퍼스

무의도 TESCO 연수원

홈플러스 안성 ADC 홈플러스 안성 ADC

제주 신라면세점

잠실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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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현황   Project Support

2002년

의정부금오 삼성래미안

타워팰리스 I

타워팰리스 II

마포용강동 삼성래미안

수원율전동 삼성래미안

2003년

구성2차 삼성래미안

삼성서초유니빌

상도6구역 삼성래미안

화성기산리 삼성래미안

전주화산지구APT

2004년

분당APUS APT

도봉1구역 삼성래미안

방배무지개 삼성래미안

2005년

홈플러스 가야점 외 다수

Super Express 방화점 외 7개점

홈플러스 아람마트 개보수

삼성테스코 함안CDC신축

부산 탑마트

신세계백화점 본점재개발

롯데백화점 Tenant매장

INFINITI Showroom 강남점 외 2개점

대한극장 상영관증축

서울상공회의소 개보수

삼성생명 주안동 사옥 개보수

원주, 의정부, 익산, 포항 

삼성어린이집신축

수원 장안구청 수중등 설치공사

한진중공업 중앙동 사옥신축

부천체육문화센터 골프동

2006년

홈플러스 거제점 외 다수

Super Express 남성점 외 4개점

롯데호텔 소공점, 일산점 Renewal

부경 까르띠에 신축

현대백화점 목동점, 무역점 Renewal

DMC B6/2 Office Building

쉥커코리아 인천물류창고신축

SK 분당 INFINITI & PAG SHOP신축

SK 대치동 PAG SHOP신축

강릉, 부천 삼성어린이집신축

교원 경주연수신축

GS 용인연수원신축

대한극장 상영관증축

서울대의대 Skill Lab공사

삼성생명 불광동사옥증축

사간갤러리신축

JUNO HAIR 청담동매장신축

분당타워팰리스신축

제주나인브릿지증축

춘천카펠라헬스클럽신축

논현동 ACE침대사옥신축

2007년

홈플러스 계룡점 외 다수

ESCADA 신세계본점 외 2개점

VITRA SHOWROOM 논현점

일산 M-CITY DRAMA PARK신축공사

삼성생명 부천심곡사옥 개보수

SK 분당INFINITI & PAG SHOP신축

La Salle Tower I 신축공사

AIG IFC Seoul Show Suite

KT&G 상상마당

르노삼성자동차 서초점 외 3개점

SK 대치동 PAG SHOP신축

그라이슬러 대치동매장

영등포 SK 리더스뷰 WATER PARK

제주 엠코해비치리조트 수중등

KGIT상암신축 경관조명

누리꿈 스퀘어 경관조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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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현황   Project Support

CJ문배동 나인파크신축

La Salle Tower I 신축공사

영등포 SK 리더스뷰 

WATERPARK(수중등외)

논현동 ACE침대사옥신축 경관조명

2008년

홈플러스 계룡점 외 다수

홈플러스 순천점 외 다수(홈에버)

현대백화점

르노삼성자동차 상주점 외 2개점

ECSCADA 롯데부산점

과천국립과학관 첨단기술관

미래컴퍼니사옥신축

AIG IFCS SHOW SUITE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경관조명

누리꿈 스퀘어 경관조명공사

STAR CITY 수영장신축

센텀시티 웰빙센터신축(수중등)

금천구청사신축 경관조명

송도 산업컴플렉스 경관조명

2009년

홈플러스 강릉옥천점 외 다수

홈플러스 동촌점 외 다수(홈에버)

현대백화점 & 수원애경백화점 외

CJ홈쇼핑증축

동서울대학교 체육관및 기숙사증축공사

동서울대학교 LED 전광게시판설치공사

진주 비성대 성당신축공사

평택애경백화점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신축공사

북서울 꿈의숲조성공사

철도기관공동사옥신축

송도EXPO기념관신축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경관조명설치공사

오산 대림APT신축공사(TRIPOS)

GFC경관조명설치공사

STAR CITY 신축공사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경관조명설치공사

국립중앙박물관 청자기와정자 

2010년

홈플러스 춘천점 외 다수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현대백화점본점 개보수외

동서울대학교 체육관및 기숙사증축공사

동서울대학교 LED 전광게시판설치공사

동부인재개발원개보수공사

서현동 갤러리 개보수공사

양평갤러리신축공사

안중근기념관신축공사

서울숲 경관조명공사

동서울대학교 LED 전광게시판설치공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량조명공사(가로등)

신세계 백현동 수중등공사

대구 수성유원지 수중등교체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환경개선공사(외등)

서울의료원신축공사(지중등)

2011년

홈플러스 대구월드컵점 외 다수

TESCO ASIA ACADEMY신축

이마트 대전복합터미날점신축

이마트 동구미점신축

파주 아울렛 외

롯데백화점분당점 식품관

동서울대학교 체육관및 기숙사증축공사

영등포교정시설신축공사

남산 STATE TOWER(M-Series)

소공동 롯데호텔 이미용실

금강살리기 세종2공구(가로등)

금강살리기 3공구(가로등외)

금강살리기 1공구(가로등)

금강살리기 8-2공구(가로등외)

대구 EXCO증축공사 경관조명

한강시민공원(태양광 가로등)

낙동강살리기23공구(지중등)

서귀포 빌라(수중등)

제주나인브릿지 파빌리온(수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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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현황   Project Support

2012년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외 다수

이마트 천안서북점

이마트 월계점, 죽전점 Renewal

롯데 영플라자

파주 첼시아웃렛

이마트 펜타포트점 외 6개점

명동 영플라자

롯데마트 부산 서면

롯데월드 무인양품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공사

IFC SEOUL 호텔 수영장

제2서해안고속도로 LED 라인조명

여수 EXPO 주제관

2013년

홈플러스 오산세교점 외 다수

롯데마트 판교점

이마트 죽전점 외 다수

롯대백화점 창원점

신라호텔 리모델링

한국전파진흥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파란재단

IFC SEOUL HOTEL 

김해워터파크

원마운트

2014년

홈플러스 천안점 외 다수

제2롯데월드 경관조명

제주 신라면세점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식품관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동

독일 대사관

김해워터파크

제2롯데월드 ELIDEN

크리스탈 원 오피스

뱅커스클럽 (명동)

2015년

롯데마트 송도점, 제주점 외 4개점

울산대교 경관조명

신라면세점 제주점

큰믿음교회 오금동 성전

신세계 백화점 센텀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인천공항점

해양경찰선

김해 하나로 마트

제2롯데월드 경관조명

크리스탄 디올

이마트 광교점, 킨텍스점

SM면세점 (인천공항점)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2016년

롯데마트 부평점, 광교점 외 14개점

롯데백화점 대구점 식품관

신라호텔 제주

다독다독펫샵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이전

COS 스토어 5호점, 6호점, 센텀점

이마트 과천점,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경관조명, 아쿠아랜드

인천공항 SM 면세점

SM면세점 (서울점)

한국타이어 R&D 센터 경관조명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 공용부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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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현황   Project Support

2017년

메디데이타

안양시 가로등 사업 

(연현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제2롯데월드 공연장

이상봉 가구갤러리

장성군 황룡강 경관조명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확장공사

강화도 석모대교 라인조명

광명동굴 루스코 전시관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리뉴얼

강릉스카이베이호텔 수영장

양양 골든비치 리조트

녹십자셀센터 경관조명

롯데리조트 속초 수영장

더 라이프 매장(스타필트삼송점)

르메르디앙 서울호텔 수영장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연회장

아모레퍼시픽 CEO AREA

아모레퍼시픽 경관조명

위례 아이온스퀘어 경관조명

유탑아울렛 야탑점

현대백화점 천호점 경관조명

롯데마트 송도점 외 다수

이마트 김포풍무 트레이더스

이마트 군포당동트레이더스

이마트 월계점

2018년

아모레퍼시픽 VIP AREA

허심청스파

롯데마트 울산점 외 다수

SKMS 연구소

샤넬플러그십 스토어

안양시 가로등 사업

(안양로, 박달로, 흥안대로, 석수로)

김포 마리나베이호텔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리뉴얼

신라면세점 서울점 MD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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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젝트 현황 

문래동LOOX스포츠센터 조명설계

MARRIOTT HOTEL 지하BAR 개보수 조명설계

일산 M-CITY 조명설계

동서울대학교 조명설계

TESCO ASIA ACADEMY 경관조명설계

소공동 롯데호텔 미용실

ONE MOUNT 실내조명설계

부산파이낸스센터 실내조명설계

대전국악전용공연장

대구대우빌딩

가톨릭대학교 인천제2성모병원

미얀마 양곤호텔

동서발전 신사옥

기쁨의교회

큰믿음교회

크리스탈 원 오피스

ELIDEN

인천공항 SM면세점

인천청라지구 엘림존

가음정교회

다독다독펫샵

공평동 SM면세점

가평 호명리 여가문화마을 기본설계

이상봉 가구 갤러리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B-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8공구 M1-1,2 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구국가산업단지 (주)서한 이다음 스테이

장성군 황룡강 옐로우시티

해운대 빛 축제

고양삼송 M4블록 주상복합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B1(세종시)

세운재정비촉지지구 3-4,5구역 주상복합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1블럭

3. 프로젝트현황   Project Support

세종시립도서관 현상설계

세운제정비촉진지구 3-1구역 주상복합

MBC 부지 공모전

한국국제전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E2-2 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주시 서구 농성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신축설계

경서3구역 25블록 1롯트 오피스텔 신축공사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M2-1)

송도 8공구 M1-1,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한남동 나인원 신축공사 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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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증   Bussiness License

21



5.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   Knowledge Industrial Center Permit

22



6. 신용평가등급   Credit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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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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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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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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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별지 제3호서식]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ㅇ산  업   군 : 전기

ㅇ제  품   명 :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ㅇ생 산 업 체 명 : (주) 에스제이엘

ㅇ사 업 자 번 호 : 121-81-54874

ㅇ대 표 자 성 명 : 안소현

ㅇ소재지(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성지스타위드 비120,1102,1103

호 (관양동) 38(관양동), 성지스타위드 B117, B120, 1102, 1103호

제 2018-0191-00338 호

(공장1)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B 117호, B120호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18년 0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2/1 2/1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18 -06-25

 16:40)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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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별지 제3호서식]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ㅇ산  업   군 : 전기

ㅇ제  품   명 : 경관조명기구

ㅇ생 산 업 체 명 : (주) 에스제이엘

ㅇ사 업 자 번 호 : 121-81-54874

ㅇ대 표 자 성 명 : 안소현

ㅇ소재지(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성지스타위드 비120,1102,1103

호 (관양동) 38(관양동), 성지스타위드 B117, B120, 1102, 1103호

제 2018-0192-00323 호

(공장1)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B 117호, B120호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18년 0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2/1 2/1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18 -06-25

 16:41)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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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별지 제3호서식]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ㅇ산  업   군 : 전기

ㅇ제  품   명 :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 포함)

ㅇ생 산 업 체 명 : (주) 에스제이엘

ㅇ사 업 자 번 호 : 121-81-54874

ㅇ대 표 자 성 명 : 안소현

ㅇ소재지(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성지스타위드 비120,1102,1103

호 (관양동) 38(관양동), 성지스타위드 B117, B120, 1102, 1103호

제 2018-0189-00182 호

(공장1)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B 117호, B120호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18년 0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2/1 2/1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18 -06-25

 16:37)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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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0118-2015-00799 호

여성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주)에스제이엘

2. 사업자등록번호 121-81-5487

3. 주   업      종: 제조업

4. 대   표      자: 안소현

5. 주    소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성지스타
위드 비117,비120,1102,1103호(관양동

유효기간: 2015. 08. 05 ~ 2018. 08. 0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이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

(2018-03-12 11:07, (주) 에스제이엘)한 확인서입니
* 이 문서를 위·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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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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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 확인서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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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및 디자인 보유현황   Pat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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