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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 
녹색소비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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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건강한 녹색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써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환경표지인증제도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마크)를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

● 대상품목 :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53개 분야, 13,345개 기본제품 인증취득(2015년 2월 기준/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우수재활용인증제도(GR : Good Recycled)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녹색기술 개발 및 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 대상품목 : 폐지, 폐유리 등 15개 분야, 224개 제품 인증취득(2015년 2월 기준/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www.gr.or.kr)

환경표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표시 친환경상품코너

녹색인증우수재활용(GR인증)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인증마크

탄소배출량인증저탄소제품인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환경성적표지고효율기자재

녹색제품의 필요성

●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사회적ㆍ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ㆍ물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 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의 환경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사회적 비용 
최소화

경제적 이익 
창출

환경경쟁력 
강화

건강보호 및 
안전 기여



NO

미구매 사유입력

ㆍ구매하려는 품목이 녹색제품인지 확인

ㆍ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실제 구매 가능한지 최종 확인

ㆍ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 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ㆍ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 적용 명시
ㆍ녹색 건설자재 세부정보(http://gmc.greenproduct.go.kr/)를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ㆍ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ㆍ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 건설자재 적용

ㆍ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ㆍ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발주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ㆍ공사수주 업체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사용 예정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ㆍ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ㆍ공사감독(책임감리)은 녹색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ㆍ공사감독(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ㆍ계약담당자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ㆍ용역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

ㆍ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공공기관에서 사용ㆍ제공될 목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일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 사용하도록 조치

ㆍ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직접적인 물품구매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절차

작은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 공공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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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전력 자급률과 전력수요 급증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0.9%,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 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전력 자급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제유가를 보더라도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전력 자급률을 8%, 2020년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 증대 

원자력은 값이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보듯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 원전에 대한 수요와 의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 

지구를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의 90%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뜨거워지는 지구열을 낮추고,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TOE를 생산 및 절감하였습니다.

4. 밀양 송전탑 사태, 삼척 원전유치 반대 등 국내 사회적 분위기

핵폐기물 및 송전탑 자계 노출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후원전 재가동(고리 1호기 등)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필요한가요?

전력대란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능력 필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저감 필요

원전 위험우려 확산

에너지 수요 감축과
생산확대를 통해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만큼의 
절약 및 생산

<원전 하나 줄이기> 10대 핵심사업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수요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천만 시민이 연간 전기 사용량의 10%만 줄여도 
원전 1기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 4만호 등 시민이
생산하는 햇빛발전 도시

ㆍ태양광 시민펀드 1000억원(연4%)

ㆍ햇빛발전지원제도(서울형FIT)등 지속

시민이 능동적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ㆍ지역단위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ㆍ지역의제 형성 및 실행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전환ㆍ효율와 사업 추진

ㆍ에너지 복지 플랫폼(기금) 구축

ㆍ복지시설, 경로당 BRP 150개소 

ㆍ빈곤계층 LED 12만 가구 지원

건물에너지 소비실태 투명 공개 및
맞춤형 저감모델

ㆍ에너지 사용량, 효율등급 포털 공개

ㆍ에너지 효율화시 초저리 융자(1.75%)

ㆍ건물에너지 진단 시스템 제공

마을단위 재활용정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ㆍ재활용 정거장 9,100개소 운영

ㆍ재활용틀, 프라이브르크 수준(66%) 달성

에너지 신산업

ㆍBEM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생활기술 등

ㆍ권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승용차 마일리지 도입
(2018년가지 118만대)

▶

에너지허브센터 25개소
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ㆍ에너지 컨설팅, 정보제공 등

종합 에너지 서비스 제공

신재생 에너지, 분산형 생산의무 도입
건물별 소비량의 12%~20% 생산 

ㆍ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기준 등

제도 개선

골목길 보안등, 가로등까지
공공부문 LED로 100% 전환

「원전 하나줄이기」 10대 핵심사업

환경 살리는 에너지 절약, 

서울시 천만시민이 행복해집니다.

낮은 전력자급률 (2.8%)
전력수요 급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 불안감 증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심화

밀양 송전탑 사태,
삼척 원전유치 반대

(기존)
요일제기반

2016년

보안등

2017년

공공청사

2018년

가로등

(개선)
운행거리기반

▶ ▶



2014년 상반기
『200만 TOE』
달성!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분야별 세부내역 (2014년 6월기준)

에너지 생산분야
에너지 자립

+ +

총에너지 생산·절감

2020년 까지

온실가스 감축
400만 TOE

전력자립률 20% 달성

1천만톤 CO2/equiv.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

에너지 효율화분야

에너지 절약분야

원전하나 줄이기 추진성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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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달성성과

단위 : 천TOE

목표

에너지 효율화

신축건물 신재생 에너지 생산

태양열 / 수소연료전지 등 발전

에너지 생산

생산분야 계

효율화분야 계

에너지소비총량제

BRP

LED

수송분야

259

868

352

192

201

123

57

119

83

발전(태양광, 연료전지 등)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일반가정에서 
약 3년 5개월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

CO2/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량) :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폐열(하수열, 소각열 등),

지열, 회생전력 등

수송

LED

BRP

제도개선
-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폐기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시민참여

에코마일리지

냉난방온도제한 등

절약분야 계

시민참여

(에코마일리지, 건물 온도제한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909

777

55

77

다시, 시민이 에너지 입니다

2013년

2018년

2020년

4.2%

15%

20%

● 천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 되어 시민 삶속에 체화

● 에너지 산업 육성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초록특별시 서울! 녹색산업 적극 육성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서울의 에너지, 서울이 해결합니다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에너지 잘 쓰기도 생산합니다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시민의 에너지, 시민과 나눕니다

제도화
시민

거버넌스
사회구조

변화와 혁신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가정, 학교, 기업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ㆍ가정 : 기준 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전기, 

            수도, 가스 (지역난방 포함)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 

            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가정

ㆍ단체 :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실적이 우수한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연간 70개소

ㆍ온실가스 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kWh = 424 gCO2, 수도 1㎥ = 332 gCO2, 가스 1㎥ 

                           = 2,240 gCO2)

에코마일리지 카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거나 녹색제품을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코마일리지와 제휴된 카드가맹점에서 이용 시 

에코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색소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내 손으로 실천하는 녹색소비,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센티브 지급방식 

ㆍ에너지 절감 기준 달성 시 6개월마다 최대 5만 포인트 지급. 

ㆍ지급된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제휴카드(신용, 체크, 멤버십)를 통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ㆍ지급된 포인트는 카드발행 제휴사 포인트(비씨 TOP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http://ecomileage.seoul.go.kr  문의처 : 120

에너지절약
재투자

친환경
쌓기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를 아껴쓴 만큼 돌려받는
에코마일리지의 혜택

이미 160만 서울시민이 가입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10만 7천명이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6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여의도 면적의 93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한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혜택을 챙기는 에코마일리지에 지금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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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녹색인증

(주)디포원

복사용지

친환경인증 재생 복사용지

•일반분류 : 지류

•모델명 : 한결 재생복사용지 

•규격 : 75G A4용지, 75g B4용지, 75g B5용지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70-8282-7474    Fax. 02-868-6962    mjy8112@naver.com

www.depotone.co.kr

※ 한결 75g A4용지, 한결 80g A4용지, 한결 중질지 60g, 70g A4와 B4용지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친환경복사용지

잼과 휨 현상이 없고 복사시 걸리지 않으며 복사가 선명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일반분류 : 복사용지

•모델명 : GD-4, GD-14

•규격 : GD-4(A4/75g) / GD-14(A4/80g)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546750 / 22722437

Tel. 02-857-6744~5    Fax. 02-857-9789    rhaenfl1189@hanmail.net

www.komduri.or.kr

※ 최고급 하모니 복사용지(A4/80g,GD-1),(A4/75g,GD-2),(B4/75g,GD-3)

    중질지(A4/70g,GD-8),(B4/70g,GD-9)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사
무 / 

교
육 / 

영
상 / 

가
전

사
무 / 

교
육 / 

영
상 / 

가
전

그린팬시

전산라벨용지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점착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독일식품의약국(BGVV)으로부터 사용상 안전성을 인증받은

우수한 제품. 제품회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열지, 감압지, 합성수지 라미네이트지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며 100% 재활용 가능. 우편발송, 물류관리, 서류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일반분류 : 라벨지

•모델명 : 그린 전산라벨용지 (GC-3010)

•규격 : 210mm x 297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0642869

Tel. 02-907-0894    Fax. 02-994-4376    greenpark@chol.com

www.greenfancy.co.kr

※  주소분류용, 소포ㆍ물류관리용, 바코드분류용, 파일 인덱스분류용, 칼라라벨

환경표지제품

자원 절약 또는 유효 자원 재활용품 

잉크를 내장하여 별도의 스탬프 패드 필요없이 투표용지에 직접 찍을 수 있는 인주내장형기표용구 

2006년 전국동시지방자치제 투표에서 사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표용구

그린피앤에스

선거용 스탬프

•일반분류 : 도장펜

•모델명 :  인주내장형 기표용구

•규격 : 120mm x 1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700561

Tel. 02-499-1212    Fax. 02-497-8260    green8260@hanmail.net

www.greenpns.co.kr

※  만년 스탬프, 도장, 고무인, 잉크, 패드 판매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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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연디자인

사무용가구

기본적인 직선 스타일로 절제미와 모던한 분위기 연출하며, 어느 환경에서도 최적의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듈 시스템 사무가구

•일반분류 : 일반 OA

•모델명 : DLD2516

•규격 : 1600mm x 800mm x 7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699401

Tel. 02-3462-2884    Fax. 02-3462-6476    dyf34@naver.com

www.dongyeondesign.com

※ 회의테이블, 식탁, 책장, 이동형파일서랍, 의자 캐비닛, 파티션, 옷장 등

사회적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리드릭

복사용지

오염물질 저감, 자원 절약 또는 유효 자원 재활용 사무용지

•일반분류 : 복사용지

•모델명 : 리드플러스복사용지

•규격 : 용지별(75g/m2, 80g/m2, 75g/m2)

            사이즈별(A4, A3, B4, B5)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14111507

Tel. 02-3667-4945    Fax. 02-3667-4942   ridplus@hanmail.net

www.ridplus.com

※ 일반용지, 복사용지

사회적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사
무 / 

교
육 / 

영
상 / 

가
전

사
무 / 

교
육 / 

영
상 / 

가
전

대명아이티에스(주)

친환경 무창봉투

종이 및 유해물질규정을 준수한 잉크 및 접착제 사용

폐재를 폐재 사용률 기준만큼 사용한 제품으로 재활용이 용이하고 폐기물 감소효과가 있는 제품

•일반분류 : 봉투

•모델명 : 친환경 DM 무창봉투 95g

•규격 : 고객주문에 따름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4121506

Tel. 02-818-7777    Fax. 02-865-0156    ojh100479@nate.com

www.dmits.co.kr

※  택배물품 주소표기용 스티커라벨운송장, 택배물품 주소표기용 점착운송장, 우편창봉투, 친환경DM전산용지

환경표지제품

(주)동성NAIKI

금속제 이동식 서랍

한정된 공간에서 문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 정리, 보관할 수 있는 가구

공간절약, 환경개선은 물론 사무실 유지비용의 절감 및 사무능률 향상

•일반분류 : 가구

•모델명 : 모빌랙

•규격 : 고객주문에 따름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56121015

Tel. 02-734-2125    Fax. 02-734-2135    hankh8002@naver.com

http://ds-naiki.co.kr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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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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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림교구

학생용 책상

고강도 세라믹 상판 사용, 실내공기 오염 저감, 유해물질 저감, 유효자원 재활용

•일반분류 : 학생용 책상

•모델명 : SLD-071-M

•규격 : 650mm x 450mm x 580~76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974118

Tel. 02-766-1496     Fax. 02-765-4602     77661496@naver.com

www.sunglim.co.kr

환경표지제품

베스띠아 주식회사

가정용 주방설비, 싱크대, 수납가구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Vocs,포름알데히드 등)을 포함하지 않아 무해하며, 폐기 후에도 재활용성이 뛰어나 재사용 가능

한 친환경적인 자재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빈공간없는 맞춤 

SYSTEM가구로 다양한 내부 수납설계 

•일반분류 : 가정용 주방설비, 가정용싱크대, 수납가구

•모델명 : 모델별 상이, 업체 문의 

•규격 : 모델별 상이, 업체 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Tel. 02-792-7393    Fax. 02-790-0391    ejooga@naver.com

www.besttia.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주)아이꿈터

원목 아동 테이블

섬세하고 부드러운 라운드마감처리는 아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며, 고급스러운 원목패턴으로 

제작되어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일반분류 : 테이블

•모델명 : 책상/유치/10인용

•규격 : 200x100x53 (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22222231

Tel. 02-2207-2000    Fax. 02-432-5003    cdlmall7788@hanmail.net  

www.cdlmall.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주)오피스안건사

사무용 책상

사무공간에 대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 

사무공간의 인테리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품 

•일반분류 : 사무용 책상

•모델명 : AFCN-101

•규격 : 1800mm x 1200mm x 7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0837930

Tel. 02-2633-7764     Fax. 02-2633-7735     angunsa@chol.com

www.angunsa.co.kr

환경표지제품

※ 의자, 파티션, 사물함, 책장, 실험대, 시야대, 씽크대

※  교구장, 사물함, 서랍장, 책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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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펠로우즈코리아

뱅커스박스 BASIC 파일박스

문서나 파일, 소품 등을 보관하기에 좋은 종이 박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4 문서파일에 맞는 사이즈로 문서 보관이 용이

•일반분류 : 문서보관함

•모델명 : 뱅커스박스 BASIC 파일박스 

•규격 : 267mm x 343mm x 413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420197

Tel. 02-3462-2884    Fax. 02-3462-6476    webmaster@fellowes.co.kr

www.fellowes.co.kr

환경표지제품

※ 뱅커스박스 PRESTO 파일박스(그린, 레드, 블루)

죠이프린라이프

친환경 문서 파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펄프를 원료로 한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효 자원의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일반분류 : 사무용 종이 파일

•모델명 : 칼라문서화일

•규격 : 245mm x 30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851-2566    Fax. 02-830-0105    joyprint@naver.com

www.joyprinlife.com

※ 문서보관상자, 칼라화일박스, 선물 포장용 박스 등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주)코아스

시스템 사무용가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방산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시스템 사무가구 시리즈. 현대 사무환경의 모든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사무가구, 다양한 유닛의 조합으로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과 재배치가 가능.

•일반분류 : 사무용 가구

•모델명 : V6시리즈(시스템 사무가구)

•규격 : 800~1800mm x 800mm x 740mm
        (시리즈 중 일자형 데스크 기준)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324961~2232496

Tel. 02-2163-6000    Fax. 02-2163-6161    kjs1488@ikoas.com

www.ikoas.com

※시스템 사무가구 시리즈, 임원용의자, 사무용의자, 다용도의자

환경표지제품

(주)태흥아이에스

디지털 복합기

절전, 저소음, 친환경적인 설계, 혁신적인 기술, 뛰어난 문서 처리 

강력한 보안 기능, 강화된 활용성 

•일반분류 : 사무교육영상가전

•모델명 : bizhub 423 

•규격 : 623mm x 799mm x 816mm(42매/min/A4)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972337

Tel. 02-463-3300    Fax. 02-445-2799    khyu@tids.co.kr

www.tids.co.kr

※ 컬러 복합기, 흑백 복합기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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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이스

친환경 파일

상장케이스, 졸업장, 임명장 등 최초로 친환경 마크 획득

친환경, 무독성 지레자 원단을 사용한 케이스로 만족도가 뛰어남

•일반분류 : 사무용 종이 파일

•모델명 : 상장파일HD-01(진곤색)

•규격 : 225mm x 310mm(A4형)

•소비자가 : 업체 문의

Tel. 02-555-9311, 010-8309-4238    Fax. 02-553-4238   hdsheet@naver.com

※ 파일 자주색(HD-02), 검정색(HD-03), 회색(HD-04)이 있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행복한나무

※ 인쇄물(책자, 각종 봉투, 화일, 각종 판촉물 등)

디자인^인쇄

‘행복한 나무’는  장애인노동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및 생산 시설로 원하는 인쇄물, 책자, 봉투, 사무용품, 

판촉류 등의 편집 및 디자인 가능 

•일반분류 : 인쇄

•모델명 : 인쇄 제작물 

•규격 : 제품별 상이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324-7335    Fax. 02-324-7339    happywood12@hanmail.net

www.happywood.or.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주)한창제지 서울사무소

※ 흑백 모빌, 딸랑이 등의 신생아용품부터 퍼즐, 조립형 완구 등의 지능 개발 어린이 친환경장난감

종이컵 및 용기

PLA를 코팅한 친환경 생분해 종이컵 및 용기로 재활용이 용이 하고 생분해성 우수

•일반분류 : 종이컵 및 용기

•모델명 : 종류별 상이

•규격 : 6oz ~ 20oz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3774-5475   Fax. 02-3774-5488   jinbuman333@gmail.com

www.greenus-eco.com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주식회사 하라테크

※ HR01-Si2, HR02-DP2, HR02-DH2, HR05-SN2시리즈

의자(회전식)

친환경 소재를 사용, 체중 분산과 혈액순환 효과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인체공학적 골반 보호용 기능성 의자

•일반분류 : 사무용의자

•모델명 : HR03-NT2 

•규격 : 500mm x 460mm x 1060~121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270359

Tel. 02-3452-8410   Fax. 02-3452-8568   hara@harachair.co.kr

www.harachair.co.kr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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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내

화장지

친환경의 고급 원지를 사용한 고품질의 위생용지로 부드럽고 질기며, 먼지가 나지 않고 물에 잘 녹는 제품

※ 그린내 :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춘 미래형직업재활시설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

•일반분류 : 섬유고무위생여가

•모델명 : 점보롤 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페이퍼타월, 냅킨 

•규격 : 모델별 상이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14111704

Tel. 02-303-4520    Fax. 02-306-4522     greennae10@hanmail.net 

www.그린내.kr

환경표지제품

※ 미용티슈, 페이퍼타월(갈색지, 일반지, 고급지), 두루마리화장지, 냅킨

장애인생산품

네이처엔지니어링(주)

에코마을 무형광 엠보싱 3겹 30m 24롤

옹벽,사면,제방축조 및 사면보호, 녹화복원시 전면벽재가능

옹벽및사면등 구축물 전체면의 녹화가 가능하여 자연환경과의 일체화가 가능하고,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소음저감 등을 가져옴

•일반분류 : 건설환경

•모델명 : 식생토낭(플라스틱포대)

•규격 : W:420*820mm, M:500*100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4111503-22686990 / 24111503-22686991

Tel. 02-6931-6697    Fax. 02-6928-6698   nature74684@hanmail.net

www.식생토낭.net

환경표지제품

※ 식생격자매트,투수콘크리트 포장재,도막 포장재

(사)늘푸름/늘푸름보호작업장

화장지(점보롤)

자원절약, 수질 오염물질 저감 제품. 대용량으로 한번 교체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관리비 절감 

고품질의 위생용지로 부드럽고 질기며, 먼지가 나지 않고 물에 잘 녹는 제품

•일반분류 : 섬유고무위생여가

•모델명 : 늘푸른 점보롤 화장지

•규격 : 점보롤 300M(2겹) x 16롤/  BOX

            점보롤 500M(1겹) x 16롤/  BOX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14111704

Tel. 02-374-6091    Fax. 02-2632-7394      홈페이지 참조

http://ever-green.or.kr

환경표지제품

※ 핸드타월, 두루마리화장지, 미용티슈, 점보롤케이스, 핸드타월 케이스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대성C&S(주)

세탁용 친환경 세제

오염의 재부착을 방지하고, 의류의 회색화를 방지, 거품이 적고, 헹굼이 용이하여 세탁시간과 물 절약

세탁, 표백, 살균을 동시에 해결, 섬유 및 세탁기 내부의 스케일 생성 및 누적 방지

섬유 손상 최소화할 구 있는 약알칼리성 세제, 세탁물의 백도 및 색깔 옷 선명도 상승, 은은한 향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수질오염을 저감, 환경 포장재 사용

•일반분류 : EL302. 분말세탁용세제

•모델명 : 프라임 이펙트 라벤더 친환경세제

•규격 : 7kg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2290-5550    Fax. 02-2290-5502    yskim@dsh21.co.kr

www.dsh21.co.kr

환경표지제품

※ 분말세탁용세제, 주방용세제,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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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지를위한바느질

영유아 오가닉 티셔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흙에서 자란 유기농 면에 자연의 색을 담은 친환경 유아용품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연약한 아기피부에 무자국, 아기가 입으로 가져가도 안심이 되는 오가닉티셔츠

•일반분류 : 티셔츠

•모델명 : 영·유아 오가닉 티셔츠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70-8840-8826    Fax. 02-743-8840       tnr2736@naver.com 

www.ecodress.net

※  친환경 티셔츠, 친환경 병원복, 친환경 기념품, 유기농 유아용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재생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유효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일반분류 : 쓰레기 봉투

•모델명 : KAOVA-쓰레기분리수거용 종량제 봉투

•규격 : KPS M 1000, KPS M 1005, KPS M 1013, 

            KPS M 1014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086388

Tel. 041-642-9101    Fax. 041-642-9103    kao9103@hanmail.net

www.kaova.or.kr

(주)동우씨엠

화장지

자원절약, 수질 오염물질 저감 제품으로 대용량으로 한번 교체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관리비 절감 

고품질의 위생용지로 부드럽고 질기며, 먼지가 나지 않고 물에 잘 녹는 제품 

•일반분류 : 화장지

•모델명 : 인코점보롤 화장지

•규격 : 300M x 16롤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163397

Tel. 02-2244-6697    Fax. 02-2242-1779       leejusk@naver.com

www.dongwoo-cm.co.kr

※  인코방향제 라벤다, 띠에라 방향제 후리지아, 페이퍼타월

환경표지제품

(주)로엔그린

※ 컵 뚜껑, 컵 홀더, 캐리어 

친환경컵

천연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로 컵 내부를 코팅하여 제조하며, 환경산업기술원 독성검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정도 줄여주며, 자연에서 150일 이내에 생분해되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

•일반분류 : 종이컵 및 용기

•모델명 : 친환경 귀요미 (L13 OZ - 1)

•규격 : 115mm x 85mm x 60mm / 390ml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748861

Tel. 1599-7417, 010-2640-3977    Fax. 070-7469-2030    lohengrin7@naver.com

www.login1.co.kr

환경표지제품

섬
유 / 

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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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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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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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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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 

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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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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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품

(주)로얄라이프

친환경 이불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함량을 낮추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을 예방하고 고밀도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 및 촉감이 부드러운 제품

•일반분류 : 친환경 이불

•모델명 : 이불

•규격 : 1500mm x 210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52121502

Tel. 02-2672-2003    Fax. 02-2672-2007       royal8284@yahoo.co.kr

www.royal-co.co.kr

※  베개, 패드, 롤업쉐이드

환경표지제품

(주)바이오미스트 테크놀로지

방향제

인체 및 생태계 독성 저감, 자원 절약 제품으로 상품이나 업종에 맞게 개발된 100여종의 ‘마케팅향기’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소취성분으로 악취를 완벽하게 제거  

손으로 일일이 뿌리지 않는 컴퓨터 자동 분사 시스템

•일반분류 : 방향제

•모델명 : EL322 방향제

•규격 : 모델별 상이 (가정용, 산업용)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933103

Tel. 02-2601-9600    Fax. 02-2601-5525       biomist@biomist.co.kr

www.biomist.co.kr

※  기록물 및 문화재 소독장비, 천연살충제, 천연항균제

환경표지제품

주식회사 삶본

세척기용 세제

천연 야자유로 만들어졌으면서도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중성세제

피부 자극성이 적고 고급 알콜과 천연야자유지방산이 주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최고급 중성세제

•일반분류 : 세척기용 세제

•모델명 : 썬폴 내츄럴크리너

•규격 : 500ml x 20(box)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7131810

Tel. 02-3471-1117    Fax. 02-6209-7626     2p2k2t@coseal.kr

www.sunborn21.co.kr

※  고농축 세척용기 린스

환경표지제품

(주)일경실업 

힐클립 구두

뒷굽 교체를 수월하게 하여 수명을 늘린 친환경 구두, 뒷굽 탈부착이 가능하여 굽 마모시 직장이나 집에서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게 설계된 제품으로 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 환경 분야 금상 수상

•일반분류 : 구두

•모델명 : 힐클립구두(Heel Clip Shoes)

•규격 : 240mm~30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313344

Tel. 02-933-0234    Fax. 02-6280-3858     ik@ilkyung.co.kr

www.ilkyung.co.kr

※ 흡수성순간마대(Water911), 인명구조용 부력가방, 충격완충장치(조달청우수제품)

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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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활건강(주)

에코마을 무형광 엠보싱 3겹 30m 24롤

무형광 원료를 3겹 데코엠보싱처리가 된 제품으로 미국USDA인증 유기농 녹차수 함유한 제품으로 

자원 절약, 수질오염 저감

•일반분류 : 휴지

•모델명 : 에코마을 무형광 엠보싱 3겹 30m 24롤

•규격 : 3겹 x 30m x 24롤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14111704

Tel. 0505-508-7789    Fax. 02-3473-7794    mgm@vm21.co.kr

www.cottonloveme.com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주)우보에이치엔씨

※ 포인트-100(Point-100), 클로이A, 레드카드

탈취제

동^식물에 무해한 친환경 천연제품 

•일반분류 : 탈취제

•모델명 : 키톤치드G

•규격 : 20L/통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457904

Tel. 070-7734-7701    Fax. 02-6008-6060    woobo@woobohnc.com

www.woobohnc.com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환경표지제품

여성기업환경표지제품

오토원

친환경 고체 탈취제

바다 속 해초 추출 성분을 이용한 유동성 겔 타입의 친환경 고체 탈취제

공기 중으로 자연 발산되어 악취를 분해·제거하는 제품으로 냄새가 나는 모든 밀폐 공간 및 장소에 적합

•일반분류 : 탈취제

 •모델명 : 친환경 고체 탈취제 고소탈60

•규격 : ONE 01-1020, 60g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20850128

Tel. 02-472-3881    Fax. 02-472-3882       webmaster@autoone.co.kr

www.autoone.co.kr

※  액체형·고체형 친환경 탈취제, 친환경 공기청향제 & 방향제, 애완동물 & 반려동물용 탈취제, 친환경 곰팡이제거 섬유탈취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생산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환경표지제품

(주)제이앤케이사이언스

친환경 공기 탈취제

최첨단 나노기술 탈취, 강력항균, 공기정화, 친환경 원료

100% 천연추출물, 냄새 제거, 인체/생태계 독성저감

•일반분류 : 탈취제

•모델명 : 에코후레쉬 공기탈취제

•규격 : 500ml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880 934052 0269

Tel. 02-3445-3578    Fax. 02-2178-9593       moonjky@naver.com

www.jnkscience.co.kr
www.eco-fresh.co.kr

※  섬유탈취제, 새집증후군제거제, 깔끔이 세정제, 습기/냄새 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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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

친환경 탈취제

암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담배냄새, 화재 후 탄 냄새 등 강한 악취 5분내 완전제거. 

적은량을 살포하여 넓은 면적을 커버 할수 있는 제품으로 천연원료 사용으로

 2차 공해가 생성되지 않고 지속성이 길며 살균력이 강함 

•일반분류 : 탈취제

•모델명 : 키토나이스 탈취제

•규격 : 20L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94-3342

Tel. 02-906-9636    Fax. 02-907-9636    koreabio9636@gmail.com

www.biocons.co.kr

암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담배냄새, 화재 후 탄 냄새 등 강한 악취 5분내 완전제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 바이오그린 (KT-BC), 바이오콘-S (KN-1)

해피페이퍼 주식회사

종이접기 완구

인쇄 품질의 친환경 고급 재생용지, 해피페이퍼의 모든 제품은 칼선 및 

접는선 작업이 되어있어 칼, 가위 등의 도구가 필요없어 안전함

•일반분류 : 완구

•모델명 : 해피페이퍼 / 종이 완구 (종이 접기)

•규격 : (상품 패키지 규격) 

            가로 220 * 세로 320 * 높이 3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3481-7856    Fax. 02-3481-7857    happypapercs@naver.com

www.happypaper.co.kr

환경표지제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생산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환경표지제품

한국이콜랩(유)

세척기용 고체 세제

고농축 친환경 고체 세제로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에 효과

•일반분류 : 세제

•모델명 : 솔리드 슈퍼 임팩트

•규격 : 4.1kg x 4 / 박스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1588-7595    Fax. 02-562-1967       홈페이지 참고

www.ecolab.com

환경표지제품

(주)휴먼텍 

식기세척기용 세제(업소용)

강력하고 경제적인 세척제, 1종 세제, 무수산화나트륨의 친환경 세제로 수질오염 감소

•일반분류 : 세제

•모델명 : 마일드 102

•규격 : 20L x 1EA/Pail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7131810

Tel. 02-2022-3500    Fax. 02-2022-3510     yhjhsh@cwht.co.kr

www.humt.co.kr

※ 주방용세제, 식기세척기용 헹굼 보조제, 산업유지·보수용품, 자동차 유지보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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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나와컴퓨터

※ 개인용컴퓨터(타워형, 슬림형), 액정모니터(22“형 LED, 24”형 LED), 개인용미니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환경표지 제품으로 차세대 저장장치 SSD를 기본탑재한 고성능 개인용컴퓨터

•일반분류 : 개인용컴퓨터, 액정모니터

•모델명 : TAG-P16MBA

•규격 : CPU-i5 4590, RAM-4G , SSD-120G,         

          HDD-1TB, Win 7 (기본 악세서리 포함)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720191

Tel. 070-4667-6359    Fax. 02-2633-0188    sbchong@danawacomputer.com

www.danawacomputer.com

환경표지제품

환경표지 제품으로 차세대 저장장치 SSD를 기본탑재한 고성능 개인용컴퓨터

(주)레드스톤시스템

※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PC, NET WORK, 휴대용하드디스크 

데스크탑 컴퓨터

절전, 저소음, 친환경설계, 자사개발 모니터링 프로그랩 탑재

•일반분류 : 컴퓨터

•일모델명 : VITO RSI-726

•일규격 : Intel Core i7-2600(3.40GHz) 

•일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G2B식별번호 : 22156312

Tel. 02-713-0863    Fax. 02-713-0199     pcy@rstone.co.kr

www.rstone.co.kr

환경표지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회적기업

(주)모뉴엘

※  데스크탑, 모니터, TV 외 생활 가전, HTPC (홈씨어터PC) 외 

데스크탑 컴퓨터

Green 버튼 하나로 빠르고 손쉽게 대기 모드 진입하고 설정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대기모드로 진입하는 

특허받은 제로스위치 한번으로 본체 및 주변기기 대기전력 제로 달성(대기전력 0 모듈 특허 획득) 

Microsoft Innovation Award, Fashion PC 수상

•일반분류 : 컴퓨터

•모델명 : G100-S250P

•규격 : Intel Core i5 2500(3.3GHz)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211101

Tel. 1588-8178    Fax. 02-858-8178     soo@moneual.com

http://sonamupc.co.kr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주)서광양행

※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팩스 토너 카트리지, 복합기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정품에 버금가는 품질로 저렴한 장당 인쇄비용, 폐기물 감소로 CO2 발생저감에 기여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기업 신뢰도와 품질을 보증하는 다양한 인증, Before서비스와 해피콜 서비스

•일반분류 :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모델명 : SK HP-5500(K)

•사용기종 : HP-5500, 5550/C-3500, 3500MF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166286

Tel. 02-3273-6181    Fax. 02-826-0936     webmaster@skrecycle.com

www.skrecycle.com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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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파스캔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깜빡임이 없는 플리커프리 제품, IPS 패널 적용으로 선명하고, 뚜렷한 화질 제공

MHL 기능 지원으로 스마트폰 연결 시 충전 및 화면 복제 가능

유용한 3종 소프트웨어 제공 (화면분할기능 / 절전기능 / 마우스로 OSD 메뉴 제어)

•일반분류 : 디스플레이

•모델명 : 알파스캔 I2470SWQ

•규격 : 24형(60.45c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753010

Tel. 02-2668-1815    Fax. 02-784-9776 myban@alphascan.co.kr

www.alphascan.co.kr

※ I2269VWM, 5812 IPS, I2757Fm, Q2963PM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주)심원테크

※  전산소모품, 정품 토너 및 잉크, 복사용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카트리지의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부품들을 전량 최고급 신품으로 교체한 재제조(Remanufacturing) 제품 

다 쓴 카트리지를 이용한 폐기물 감소 및 원가절감 제품,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환경 발전에 기여

•일반분류 :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모델명 : Q6511AG

•사용기종 : LBP-7330K, 6330K/CRG-310, 310II

                 HP-2400, 2420, 2430

•규격 : 48,000매 이상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0935439

Tel. 02-2627-5650~3    Fax. 02-3463-0069     simwontc@naver.com

www.심원테크.com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  프린터토너, 프린터토너칩

(주)싸이퍼일렉트로닉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부품을 전량 교체하여 정품의 품질에 버금가는 최고의 인쇄 매수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친환경 제품, 타사제품대비 가격경쟁, 폐기물감소, 77.78%의 에너지, 원자재 감소 등 전과정 비용 감소 

•일반분류 :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모델명 : CE LP-5000 

•사용기종 : LP-5000, 5005/T-650, 652, 654/MF-4550

•규격 : 20,000매 이상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133079

Tel. 02-839-4335    Fax. 02-839-4350     downsy@nate.com

www.cipher.co.kr

환경표지제품

(주)주연테크

데스크톱컴퓨터

PC의 전원을 직접 차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PC로 에너지절감 효과와 비용절감의 효과

몸이 불편하거나 지적능력이 다소 저하되는 장애인들에게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품

•일반분류 : 데스크톱컴퓨터

•모델명 : JY-네이션스AA47H

•규격 : 420mm x 175mm x 36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754163

Tel. 070-7600-3222    Fax. 02-6939-8363    yongbog@jooyon.co.kr

www.jooyon.co.kr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환경표지제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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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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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오키시스템즈

레이저 프린터

LED프린터, 저렴한 유지비용, 빠른 첫장 인쇄속도

•일반분류 : 레이저프린터

•모델명 : B431DN

•규격 : A4흑백레이저,38ppm,64MB,네트웍,

            양면 인쇄 기본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985033

Tel. 02-562-5211    Fax. 02-562-1161 choi664@oki.com

www.okiprinting.co.kr

※ B411DN,B431DN Plus,C330DN,C530DN,610DN,B840DN,C830DN,ES8441DN,C911DN

환경표지제품

(주)컴트리

※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용 모니터

개인용 컴퓨터

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

•일반분류 : 컴퓨터

•모델명 : CT11-LI53A1

•규격 : Intel Core i5 760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074961

Tel. 02-858-4582    Fax. 02-858-4583     comtree@comtree.co.kr

www.comtree.co.kr

환경표지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여성기업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교통 솔루션,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리필이 아닌 리메뉴팩쳐링 개념으로 핵심부품을 전량교체하여 정품대비 90%이상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

조달청 및 전국 관공서 납품, 철저한 A/S관리 

•일반분류 : 재재조 토너 카트리지

•모델명 : KADI LP - 3532 

•사용기종  : LP-3320/3360/3420/3460/3522/3528/3532

                  ML-8400/8800/8900, PLBP-8700

•규격 : 12,000매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044739

Tel. 1600-2561    Fax. 032-555-8512     greenk419@naver.com

www.kadi.or.kr

환경표지제품

필엔필(주)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필엔필은 전제품을 완전 분해하여 독자적인 특허 및 실용신안기술을 적용 생산하며

품질 또한 정품대비 90%이상을 보장하는 재제조토너 전문회사

•일반분류 :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모델명 : HP CE260A(검정)

•규격 : HP CP4025/CP4525/CP4020/ 

                 CP4520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3482-1301    Fax. 02-532-9566 metsia@fillnfeel.com

www.fillnfeel.com 

※  HP, 삼성, CANON, 신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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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시
험 / 

계
측

전
기 / 

시
험 / 

계
측 ※ 조명타워, 가로등주, 등기구

고효율기자재

(주)삼진이아이씨

LED 등기구

AL 성형 및 사출의 방식으로 몸체를 제작하기에 LED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열이 잘되며, 방열판의 구조는

방열이 우수한 형태로 설계되어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초기 광속효율이 지속적으로 유지

•일반분류 : LED 등기구

•모델명 : SJLED-FL-01

•규격 : 100W, 4500K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652847

Tel. 02-497-3300    Fax. 02-497-4548    samjinele@hanafos.com

www.samjineic.co.kr

환경표지제품

※ LED 직관등, LED 지하주차장등, LED 보안등

고효율기자재

(주)이노셈코리아

LED 평판조명

중량이 기존 제품에 비해 1/2정도 가벼우며, 코너 사출로 디자인이 뛰어남. 매입형과 노출형이 있으며

M-bar, T-bar 모두 부착 가능함.

•일반분류 : LED 평판조명

•모델명 : SRL3012-K50-CW

•규격 : 1256mm X 300mm X 4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013118

Tel. 070-7008-3137    Fax. 02-2029-8111    trade114@hanmail.net

www.innocem.co.kr

환경표지제품

※ 밀폐형 연축전지(CGS), 니켈수소 밀폐식 축전지(NI-MH),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GSL)

고효율기자재

세방전지

밀폐형 납축전지

3중 밀폐형 구조로 전해액 유출이 없으며,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구조를 갖추고 있음

자기 방전이 밀폐형 제품보다 극히 적으므로 재충전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

•일반분류 : 밀폐형 납축전지(산업용 배터리)

•모델명 : VGS

•규격 : KS8518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0908856(VGS 600)

Tel. 02-3451-6267    Fax. 02-566-4588    YENNYZENNY@gbattery.com

www.gbattery.com

환경표지제품

엘티스(주)

LED 조명

반도체 LED조명 기구로 에너지 절약 및 유해물질 저감,폐기물 감소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한

긴 수명을 자랑하는 에너지고효율 제품

•일반분류 : LED 실내조명 ( LED 평판 조명 )

•모델명 : LTSHF40BLED

•규격 : 300mm X 1200mm, 40 W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457792

www.e-ltis.co.kr

Tel. 02-518-1074    Fax. 02-514-4543    yss0725@empas.com

※LED 평판조명, LED 다운라이트,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레이스웨이(주차장등), 간접등(LED Bar)

환경표지제품 고효율기자재녹색인증

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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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

데스크탑PC

SSD/쿼드쿼어 채용으로 처리속도 60%향상(리커버리)

•일반분류 : 슬림형/타워형 데스크탑PC

•모델명 : JL-D783S, D784T, S583S, S584T, E383S, E384T

•규격 : i7-4790/ i5-4590, Quad, i3-4150 dual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785965,22785964,22785989,22785990,

                          22785991,22785992

Tel. 02-446-8536    Fax. 070-7469-8525    jl7764@naver.com

www.junglip.or.kr

환경표지제품 고효율기자재녹색인증

※LED 평판조명, LED 다운라이트,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레이스웨이(주차장등), 간접등(LED Bar)

전
기 / 

시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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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전
기 / 

시
험 / 

계
측

(주)제이피케이코리아

초절전 친환경 LED 시스템 조명

국내 유일의 일체형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인증 LED시스템 조명으로 LED조명에 ICT를 결합해 주차장 및 

건물 실내 환경에 적합하게 개별, 그룹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제품(기존 형광등 교체 대비 

전기료 75~85% 절감), 통합센서 하나에 감지센서ㅡ 조도센서, 특허 받은 IR무선통신센서가 일체형으로 장착

•일반분류 : LED 실내 조명등 / LED센서등

•모델명 : 주차장용, 실내용 LED시스템 조명

•규격 : 주차장용시스템조명 : 18~36W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761-8745    Fax. 02-761-8745    k9061@jpkkorea.com

www.jpkkorea.com

환경표지제품 고효율기자재 고효율기자재녹색인증 녹색인증

금호이앤지(주)

진영정보통신(주)

최대전력관리장치

LED 랜턴

최대전력관리장치 KHDC-30000는 전력사용현황 통합 모니터링 기능과 목표 절감량 설정에 따른 최대(Peak)수요

전력 제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실현시키는 에너지통합관리장치

평균 에너지사용량 20~30% 절감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CO2 배출량 35% 절감 가능

15개의 5050 chip을 탑재한 높은광량의 LED랜턴으로 자석 및 걸고리를 통하여 

고정시켜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한 헤드를 통해 어디든지 비출수 있으며 

PC재질의 몸체로 강한 충격에도 잘 파손되지 않는 제품

•일반분류 : 최대전력관리장치(최대수요전력제어기)

•모델명 : KHDC-30000

•규격 : 260mm X 230mm X 7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134795

•일반분류 : LED랜턴

•모델명 : JYGL-15

•규격 : 56mm X 250mm X 28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786-8056    Fax. 02-786-8058   hss1501@4kumho.com

Tel. 02-2109-6363    Fax. 02-2109-6366    jmega636@gmail.com

www.escokh.com

www.meganet.co.kr

환경표지제품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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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 

소
방 / 

안
전

화
학 / 

소
방 / 

안
전

(주)에스엔폴

※PBS(대게망용), PBST(조기사용), PBM(PBS모노필라멘트)

친환경 플라스틱

화학합성계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우로 비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필름성형, 사출성형, 시트성형 등 가능 

•일반분류 : 생분해성 플라스틱

•모델명 : PBAT, PBS

•규격 : 25KG BAGm 1MT Bag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31-8061-3283    Fax. 031-8061-3147 yumy.yeom@samsung.com

www.s-enpol.com

환경표지제품

미주엔비켐(주)

무기응집제

하수처리장용 인 처리에 특화된 저염기도 제품

•일반분류 : 무기응집제

•모델명 : polyca-2

•규격 : 산화알루미늄(Al2O3) : 10 ~ 12%,

            염기도 : 5 ~ 15%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899694

Tel. 02-821-7616   Fax. 02-821-4988 cheonmn@mijoocorp.com

mijoocorp.koreasme.com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혜정산업(주)

포소화약제

‘제6회 소방산업대상 산업기술부문’ 국내 최초 친환경 수성막포 포소화약제 및 내한용 친환경 합성계면활성제포 포소화약

제 기술개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 

국내 유일 영하10℃이하에서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포소화약제

•일반분류 : 포소화약제

•모델명 : 스노우폼-300(수성막포) / 스노우폼-1000(합성계면활성제포)

•규격 : 수성막포 3% / 합성계면활성제포 3%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549560(스노우폼-300))  

                          22731378(스노우폼-1000)

Tel. 02-565-5077~8    Fax. 02-565-5079 greenfoam@hejung.co.kr

www.hejung.co.kr

※그린폼-300, 그린폼-S, 그린폼-303(알콜포), 강화액 등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주)반도아이엔씨

작업복

유해물질 저감 제품으로 고객의 의견을 충실이 반영하여 현장에 적합한 유니폼을 

직접 기획, 디자인하여 생산, 공급 

•일반분류 : 화학소방안전용품

•모델명 : 청지 남방

•규격 : 고객 주문에 따라 상이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6181509

Tel. 02-541-3187    Fax. 02-515-3565 psj7211@paran.com

www.bandoinc.co.kr

※사계절 근무복, 작업복을 포함한 모든 유니폼(모든 의류 악세사리(모자, 넥타이 등) 제작 가능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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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기업(주)

대림통산주식회사

비오린주식회사

버블랜드

(주)베스트오토

셀파씨엔씨(주)

(주)케이에스피아이피

(주)티에스자바

주식회사 하우진

(주)하이홈코리아

한국수도관리(주)

(주)W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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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기업(주)

※ 자동제어시스템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지중열교환기와 히트펌프 내의 열교환기를 통해 냉·난방 열원을 생성하는 친환경적, 고효율 최첨단 냉·난방시스템

4계절 관계없이 지중열원을 이용해 1대의 장비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비용절감(약30~70%),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제품

•일반분류 : 펌프시스템

•모델명 : GEOHEAT240-L

•규격 : 1300mm x 950mm x 180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0101724

Tel. 02-2113-0220    Fax. 02-2113-0222 kajin99@chol.com

www.kajin99.co.kr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비오린주식회사

친환경 소변기 

세척을 위한 물사용이 전혀 필요없는 소변기, 급수배관 및 전기에너지^밧데리 연결자체가 필요 없는, 

기존 모든 수세식 소변기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코 건식소변기’

친환경 청소관리

•일반분류 : 소변기 및 PC    

•모델명 : 코스파 모델 1000, 5000, 8000

•규격 : 350mm x 390mm x 750mm / 21.5kg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6677-3211    Fax. 02-571-0211 biorin@biorin.kr

www.biorin.kr / www.소변기.kr

환경표지제품

※ 벽걸이형 소변기 칸막이, 친환경 미생물 세정액, 요석제거제, 배관막힘 해결 특수펌프

버블랜드

친환경 절수 샤워기

친환경, 절수50%, 마이크로버블기능수 샤워기

•일반분류 : 마이크로버블 샤워기 헤드   

•모델명 : mb-4300

•규격 : 12cm X 17c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70-4147-1303    Fax. 02-423-1302 winheill@naver.com

www.bubbleland.co.kr

환경표지제품

※ 마이크로버블주방용수도꼭지(자바라,코부라),무동력마이크로버블발생기

기
계 / 

설
비

기
계 / 

설
비

※ 음식물처리기(ZFS200B), 에코하이시스템(FB6500C)

 대림통상 주식회사

친환경 세면기 수도꼭지

절탕(온수절약)카트리지를 적용한 친환경 제품

온수조절을 통한 보일러 에너지 절약

•일반분류 : 친환경 세면기 수전금구(수도꼭지)

•모델명 : FL5913-1C-ES 

•규격 : KSB1534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730-9811    Fax. 02-730-9810 홈페이지 참고

www.dlt.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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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설
비

기
계 / 

설
비

(주)베스트오토

욕실생활위생용품

차별화된 항균노즐^항균시트를 사용하며 용변 후 대소변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물을 내려줌으로써 약 50%의 물을 절약해주는 비데

외부에너지(전기, 건전지)없이 자연의 공기와 인체 하중 기술만으로 

자동으로 물을 내려줌으로써 약 50%의 물을 절약해 주는 변좌시트.

•일반분류 : 욕실생활위생용품

•모델명 : 예스예스 시트 / 예스예스 

               비데(5000시리즈 / 7000시리즈)

•규격 :예스예스 시트 - 397mm x 490mm x 75mm 

           예스예스 비데 - 470mm x 530mm x 15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6243-3330    Fax. 02-6008-6804 bestauto77@naver.com

www.bestauto.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셀파씨엔씨(주)

열회수 환기장치

황사(미세먼지)는 차단하며 충분히 환기를 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열회수 환기장치

•일반분류 : 건축설비자재

•모델명 : AIRCLE-R0250DX

•규격 : 250CMH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4010160200

Tel. 1661-0904    Fax. 02-568-2676 kjm7084@naver.com

www.sherpacnc.com

※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개선, 저소음

환경표지제품

※ 베란다 수도꼭지(동파방지), 각종 샤워기 및 수도꼭지

(주)케이에스파아이피

절수형 수도꼭지

세팅된 시간만큼만 물이 나오다가 자동적으로 멈춤으로써 

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일반분류 : 절수형 수도꼭지

•모델명 : 한갈래 정량 자폐식 샤워기 PS 702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0608568

Tel. 02-332-7355    Fax. 02-332-6434 rkfrk3214@naver.com

www.preo.co.kr

환경표지제품

(주)티에스자바

주방용 전자기기

위생적, 경제적, 편리함, LED조명

•일반분류 : 주방용 전자기기

•모델명 : TF721A

•규격 : 260mm X 62mm X 16.6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943-7748~9    Fax. 02-943-7782 tsjava@naver.com

www.tsjava.com

환경표지제품

※ 핸드드라이어, 자동수전, 자폐밸브, 대소변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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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설
비

기
계 / 

설
비

(주)WA-S&B (에스앤비)

※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함, 물절약 

음이온 건강절수 샤워기

수압은 2배이상 세지고, 물은 30%이상 절약되며 음이온이 발생하는 음이온건강절수샤워기

•일반분류 : 음이온 샤워기

•모델명 : SB201

•규격 : 63mm x 53mm x 2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1599-1266    Fax. 02-6499-1269 lightsaltjs@hanmail.net

www.wabasnb.com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한국수도관리(주)

Tel. 02-844-1243    Fax. 02-849-0626 java5425@hanmail.net

www.kosdo.co.kr

※ 싱크대, 및 일반수도꼭지, 양변기용 절수장치(30181598)

절수 샤워기

•일반분류 : 절수샤워기

•모델명 : KSAJ-100, 110, 150, 160(입식샤워기)

             KSAJ-200, 300, 350, 400(좌식샤워기)

•규격 : 입식 샤워기 : Ø73 x 130 mm / 무게 : 178 gr/pc

             좌식 샤워기 : Ø73 x 165 mm / 무게 :174 gr/pc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30181598

(주)하이홈코리아

Tel. 02-574-3232    Fax. 02-574-3235 hihomekorea@naver.com

www.hihomekorea.com

※ 하이홈자화수샤워기, 하이홈매직폭풍샤워기(욕실용), 하이홈매직폭풍샤워기(주방-핸디형, 고정형), 

절수 샤워기

강력한 수압상승, 절수효과 및 연료비 절감, 

복합4중필터 장착, 특허보유(버블효과가 극대화된 다기능 샤워기)

•일반분류 : 절수샤워기헤드

•모델명 : 하이홈 매직폭풍 샤워기

•규격 : ㆍ욕실샤워기 240mm x 66mm x 210g

            ㆍ주방(핸디형): 170mm x 58mm(폭) x 160g 

            ㆍ주방(고정형): 70mm x 56mm x 80g

•소비자가 : 업체문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주식회사 하우진

※ 하우진 모든제품 친환경제품(방수p.b, 코아판넬, 강화유리) 

화장실칸막이

국내최초의 마감 몰딩 2중 구조로 내구성이 탁월한 제품으로 특허청 실용실안, 디자인,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고급스러운 제품

•일반분류 : 화장실칸막이

•모델명 : zin-n200

•규격 : 1600mm x 1900mm x t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477077

Tel. 02-421-4200     Fax. 02-897-3858 chatest@naver.com

www.hauzin.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일반샤워기 대비 30%~70% 절수가능, 절수 시에도 수압이 세게 토수되도록 

공기 흡입 방식으로 설계됨. 일반 샤워기보다 10배이상 강한 수압,

제트코어라는 절수 부속을 통하여, 절수율과 수압의 미세 조종이 가능함.

절수로 인하여,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도시가스 등)를 

연간 10% 이상 절감하여 줌.

환경표지제품



62

토목 / 건축자재
CONTENTS

07

64

65

66

67

68

69

70

71

주식회사 그랜드코단

(주)그린에어존

(주)다람코퍼레이션

(주)다원녹화건설

(주)대흥에프에스씨 복합창

(주)동아방수

(주)씨엔에스테크

씨엘엠테크(주)

(주)아도니스글로벌

(주)인코비피에스

(주)일강케이스판

(주)에프씨코리아랜드

(주)진승교역

창그리고문(주)

(주)하이퍼윈도우

주식회사 효성월드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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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랜드코단

※주차장용잔디블록, 자연석형잔디블록, 스톤잔디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공원, 주차공간, 아파트의 주차장 등에 설치하여 잔디 식재 시  빠른시일 내에 자연 녹화시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제품, 블럭의 색상배열 또는 라인용블럭을 이용하여

주차라인 및 주차용도 표시는 물론 포장 및 보수가 편리

•일반분류 : 콘크리트 블록

•모델명 : 주차장 잔디블록(KD309호)

•규격 : 198mm x 98mm x 8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2362356(칼라) / 22362358(회색)

Tel. 02-575-0450    Fax. 02-575-8321    kodan301@hanmail.net

www.kodan.co.kr

환경표지제품

(주)그린에어존

페인트

본 제품은 무기질 실리케이트 수지와 천연광물질인 맥반석, 견운모, 규조토 및 신소재 (HAP), 제올라이트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친환경 무기질 기능성 건축용 마감재(도료)로서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공사 및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요하는 건축물 내부에 적합한 제품

•일반분류 : 친환경 페인트

•모델명 : 바이오그린에어 (BG-A1)

•규격 : 18L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02-3443-0850    Fax. 02-3447-6060    gaz0088@daum.net

www.greenairzone.com

환경표지제품

(주)다람코퍼레이션

※ 목섬유흡음판, 코펜하겐리브, 메이플후로링

벽ㆍ천장용 흡음재

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유효자원 재활용 제품

단열 및 흡음

•일반분류 : 벽ㆍ천장용 흡음재

•모델명 : Felicoustic(목섬유흡음판)

•규격 : 600mm x 600mm(1200mm) x 15T(25T)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0940495, 22326576 

                         20940431, 22326577

Tel. 02-512-8031    Fax. 02-540-1384 balay@hanmail.net

www.daram.net

환경표지제품

(주)다원녹화건설

※ 코매트 생태복원공법, 그린네트 생태복원공법

하천ㆍ비탈면 녹화공법용 자재

비탈면 녹화공법에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여 

비탈면 결집력을 높인 생태계 독성 저감 제품

•일반분류 : 녹화공법용 자재

•모델명 : 코매트 장섬유(PLA수지)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30122105

Tel. 02-539-8344    Fax. 02-539-8341 dawon539@korea.com

www.dawonland.co.kr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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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앤에스테크

※ 강재용 중방식도료, 수처리용 방수ㆍ방식도료, 콘크리트 염해ㆍ탄산화방지용 도료, 목재용도료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적인 준불연 특수도료, 유해물질저감, 

대기오염물질저감

•일반분류 : 친환경 페인트

•모델명 : 나노큐브(Nano CUBE)

•규격 : 16L pail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388-9675    Fax. 02-388-9676 cnstec1015@hanmail.net

www.nanocube.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씨엘엠테크(주)

친환경 목재마루재

콘크리트구조물 의 중성화 방지 성능.내화학성,방청성,

방수성,미세균열보완기능, 유해가스저항성능이 뛰어남 

또한 내오염성이 좋아 유지관리가 우수함

•일반분류 : 목재마루재

•모델명 : CL-C103 중성화 보호 코팅제

•규격 : 20ℓ / PE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864703

Tel. 02-575-3171   Fax. 02-3463-3766    clmtech@hanmail.net

www.clmtech.co.kr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 스텐레스 와이어메쉬, 콘크리트 구조물 내하력 향상을 위한 보강재, 규산질계침투성폴리머모르타르

우수재활용제품

(주)대흥에프에스씨 복합창

※ Combination-window, System window, Curtain-wall, Door

단열복합 이중창

창호의 내부를 폐 폴리스틸렌(polystylene)으로 만든 우수재활용제품으로 뛰어난  단열, 방음 성능

UV전사코팅을 통한 품격있는 인테리어 효과를 연출, 내구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내풍압에 강한 복합창호

•일반분류 : 단열복합 이중창

•제품명 : 단열복합이중창

•규격 : 2000mm x 180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934681

Tel. 02-558-6271~3    Fax. 02-587-6277 khb9210@nate.com

www.dhfsc.com

환경표지제품 고효율기자재

(주)동아방수

방수재

시멘트 혼입폴리머계 방수재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

신장율이 우수하며 내균열에 강함, 습기투과 기능, 부착강도의 우수성 (타일, 석재, 페인트, 우레탄, 에폭시)

•일반분류 : 방수재

•모델명 : 탑플렉스1 (RS25) 

•규격 : 20kg/pail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12164906

Tel. 02-905-2222    Fax. 02-945-0210 ksjrp@yahoo.com

www.dongawp.co.kr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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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강케이스판

친환경 천정마감재 

K-SPAN Arch Panel Building System은 무기둥과 넓은 공간

을 필요로 하는 강당, 창고, 공장, 체육관 등의 건축물에 효과적으

로 이용되는 시스템으로 제작된 천정 마감재

•일반분류 : 천정마감재

•모델명 : S.P.A.Panel,G.S.A.Panel,P.S.A.Panel

               인증제품명:S.P.A. Pannel(연질우레탄 흡음패널)]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2-547-3311    Fax. 02-539-5920 www.kspan96@hanmail.net

www.kspan.co.kr

환경표지제품

(주)에프씨코리아랜드

친환경 흙콘크리트

무시멘트계 파우더를 이용한 친환경 흙포장재 

소성공정이없는 친환경 흙고화재를 사용한 흙포장재 

•일반분류 : 흙콘크리트

•모델명 : FC흙포장재(FC-EH10외 7종)

•규격 : T100,T120,T150,T200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30111595-22568560 외

Tel. 02-3141-1174    Fax. 02-3141-1175    fc4u@hanmail.net

www.fc4u.co.kr

※ FC크린로드, FC그라운드

환경표지제품 녹색인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주)아도니스글로벌

친환경 목재마루재

천연목재에 변형방지를 위한 하부 내수합판의 두께를

줄여 열전도율을 높여 난방비를 절감하며 

나노코팅으로 표면내구성을 높인 온돌용 마루

•일반분류 : 목재마루재

•모델명 : 아도니스 딘플로어(Thin-Floor 3811)

•규격 : 75mm x 600mm / 4t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30161702

Tel. 02-798-3811    Fax. 02-3446-3811   adonis@adonisglobal.co.kr 

www.adonisglobal.co.kr

녹색인증

(주)인코비피에스

친환경 천정마감재

Armstrong Dune은 탁월한 디자인과 강력한 내습성능, 경량성, 항균성을 갖춘 친환경 천정 마감재

유해물질저감, 실내공기오염저감, 유효자원재활용으로 환경표지 인증 획득

•일반분류 : 천정마감재

•모델명 : Armstrong Dune

•규격 : 600mm x 600mm x 16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30161602

Tel. 02-422-7004    Fax. 02-422-6522    01youngmin@gmail.com

incobps.co.kr

※ Armstrong Cortega, Forbo Flotex Carpet til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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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조경시설물)

천연잔디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원사를 사용하여 높은 탄성 회복력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

인체에 무해하고 투수성이 높아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없으며 폐기 후 재성형하여 사용이 가능

•일반분류 : 인조잔디

•모델명 : 인조잔디 WG-XM55/KM55/XMN35

•규격 : 폭 4M, 잔디파일높이 13mm~5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404122, 22404123, 

                         22404124, 22404125

Tel. 02-419-6376    Fax. 02-419-5070   eejy9023@hanmail.net

환경표지제품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

주식회사 효성월드그린 www.iworldgreen.co.kr

(주)진승교역

※ 포인트시트지, 데코스티커, DIY용품

포인트 스티커

데코마인드 친환경 포인트스티커, EL252.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일반분류 : 포인트 스티커

•모델명 : 데코마인드 친환경포인트스티커 JPS-091 그네

•규격 :  500mm x 700mm x 0.1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30161501

Tel. 02-441-6080    Fax. 02-441-6087 grandkkn@nate.com

환경표지제품

창그리고문(주)

알루미늄 창세트

유해물질 저감, 에너지 절약, 방음

•일반분류 : 알루미늄 창세트

•모델명 :  CNM-AW-CW060

               (단열커튼월/단열프로젝트)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230319

Tel. 02-902-9855    Fax. 02-6937-1617 and55606@hanmail.net

www.sba.seoul.kr/kr/strategy/green.do

환경표지제품

(주)하이퍼윈도우

※ 알루미늄 창세트(4종), PVC 창세트(2종)

알루미늄 창호

가스주입이 필요없는 고성능 창세트, 제조시 환경유해 성분 없음

•일반분류 : 알루미늄 창호

•모델명 : 고성능 삼중유리 창세트

•규격 : 1,000 x 1,000㎡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HIPER-CW180(22568680)

                              HIPER-TT79(22568679)

                              HIPER-LS165(22568678)

                              HIPER-ROLLSCREEN46(22683356)

Tel. 02-6411-3095    Fax. 02-2202-5530 shryu@hiperwindow.com

www.hiperwindow.com
환경표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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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품

(주)대한전광

※ 전광판, 미디어파사드,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친환경소재LED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Display 시스템으로 반영구적이며 효육적이며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제품 

•일반분류 : LED 전광판

•모델명 : DH-Full Color Display

•규격 : 실내용 96mm/128mm, 

            옥외용 160mm/192mm 외 다양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55121903

Tel. 02-593-1491   Fax. 02-539-5140   cmo@dhutr.com

www.daehanultravision.com 불스원

자동차 창유리 세정액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첨가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 차량의 외장 및 도장면 손

상 방지 예방 효과 

 - 국내 최초 TUV 인증 획득 워셔(TA385 14 0641)

 - 수입 차 및 고급 차량용, 상쾌한 숲 속 향

•일반분류 : 자동차 창유리 세정액(워셔)

•모델명 : RainOK 에탄올 안심워셔

•규격 : 3리터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Tel. 080-868-0001    Fax. 02-2106-7911 불스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참고

www.bullsone.com

※ 불스원샷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환경표지제품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 종합운동장 풀칼라전광판, 경기장 스코어보드, 도로전광표지(VMS), 홍보광고 풀칼라전광판 등

LED 전광판

다채로운 동영상 및 그래픽, 문자 편집 연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업 이미지 홍보 및 경기장 안내 영상 화면 등을 

표출하는데 최상의 매체, 절전, 유해물질 저감, 친환경 설계

•일반분류 : LED 전광판

•모델명 : 전광판(FANTAVISION)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2159504

Tel. 02-2108-7878   Fax. 02-2108-7070   sauvage@dbdt.co.kr

www.dbdt.co.kr

환경표지제품

성전정보기술(주)

※ 체육시설전광판, 도로용 행선안내 전광판, VR Life가상현실동작인식시스템

LED 전광판

컴퓨터제어를 통한 각종 디스플레이 전광판의 유지보수 관리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한

첨단 기술 및 A/S시스템의 LED전광판

•일반분류 : LED 전광판

•모델명 : SJSJ300C2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6161582

Tel. 02-2671-4414   Fax. 02-2671-3965   newdskim@hanmail.net

www.sungj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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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품

(주)오라시스템

※ 취급상품(상품명) 전기시계, 빌딩안내시스템, 병원안내설비무표백)

LED 전광판

레티넥스기술기반 LED 전광판

친환경설계,절전,유해물질저감

•일반분류 : 발광다이오드 전광판

•모델명 : OHD-128

•규격 : 수요기관규격

•소비자가 : 업체 문의

•G2B 식별번호 : 55121903

Tel. 02-837-4500    Fax. 02-837-4502    orasys@chol.com

www.orasystem.co.kr

환경표지제품

신광씨앤티(주)

※ 도로표지 전광판

LED 전광판

에너지 절약(전력 소비 효율화) 제품, 자동 휘도 제어로 시각 환경을 개선, 친환경표지 인증제품

재활용이 가능한 케이스, 방수제품으로 옥외형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일반분류 :  LED 전광판

•모델명 : VMS-300SKA(300mm x 300mm)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분류번호 : 46161525

Tel. 02-474-7573   Fax. 02-483-7771   skad@skad.co.kr

www.shinkwang.com

환경표지제품

(주)스마트옵텍

※ 교통정보 전광판, 스코어보드, 운동장 전광판, 경관조명

LED 전광판

독립형 모듈 설계를 통하여 표출부의 내구성을 높인 제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여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고품질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

•일반분류 : LED 전광판

•제품명 : Smart Vision LED 320

•규격 : Free Size (고객 맞춤형)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 식별번호 : 21928528

Tel. 02-495-3337    Fax. 02-494-2619    ksmfly@smot.co.kr

www.smot.co.kr

환경표지제품

(주)이안씨앤에스

※ 태양광을 이용한 보행인 안내표지판

차광유도판

국내최초 델리네이터(시선유도표지) 분야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제품 

충격시, 제설작업시, 세척작업시 접이되어 파손율 0%, 반사체만 별도 교체가 가능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제품

•일반분류 : 차광유도판

•모델명 : 접이식 델리네이터 BH-150C-F 

               BH-100C-F

•규격 : 150Ø/100Ø

•소비자가 : 업체문의

•G2B식별번호 : 21916786 외

Tel. 0502-456-0113    Fax. 02-456-7597    eancns@hanmail.net

www.ianc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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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팩케이징 주식회사

※ 생분해 발포 성형 제품, 기능성 포장 성형 제품, 장기 보존성 특수 필름

생분해 발포제품

100% 친환경 소재(PLA)를 BASE로 한 PLA 중합체 조성물 및 발포 

SHEETFH 성형 기술을 개발로 4-15배의 배율로 

발포한 100% 생분해성 제품

•일반분류 : 발포제품

•규격 : 실내용 96mm/128mm, 

            옥외용 160mm/192mm...등

•소비자가 : 업체문의

Tel. 031-335-9844~5   Fax. 031-335-9846    ace100@paran.com

www.cp.alltheway.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장애인생산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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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NDEX

사무 / 교육 / 영상 / 가전

섬유 / 고무 / 위생 / 여가

전자 / 정보 / 통신

전기 / 시험 / 계측

화학 / 소방 / 안전

Tel. 02-907-0894 

Tel. 02-499-1212

Tel. 02-857-6744~5 

Tel. 070-8282-7474

Tel. 02-818-7777

Tel. 02-462-2884 

Tel. 02-734-2125

Tel. 02-3667-4945

Tel. 02-792-7393 

Tel. 02-766-1496

Tel. 02-2207-2000

Tel. 02-2633-7764

Tel. 02-851-2566

Tel. 02-2163-6000

Tel. 02-463-3300

Tel. 02-3462-2884

Tel. 02-3452-8410

Tel. 02-3774-5475

Tel. 02-324-7335

Tel. 02-555-9311

www.greenfancy.co.kr 

www.greenpns.co.kr 

www.komduri.or.kr 

www.depotone.co.kr 

www.dmits.co.kr 

www.dongyeondesign.com 

http://ds-naiki.co.kr    

www.ridpuls.com 

www.besttia.co.kr 

www.sunglim.co.kr 

www.cdlmall.co.kr

www.angunsa.co.kr 

www.joyprinlife.com 

www.ikoas.com              

www.tids.co.kr

www.fellowes.co.kr

www.harachair.co.kr 

www.greenus-eco.com 

www.happywood.or.kr       

ㆍ

그린팬시

(주)그린피앤에스

(사)곰두리봉사협회

(주)디포원

대명아이티에스(주)

(주)동연디자인

(주)동성NAIKI

리드릭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성림교구

(주)아이꿈터

(주)오피스안건사

죠이프린라이프

(주)코아스

(주)태흥아이에스

펠로우즈코리아

주식회사 하라테크

(주)한창제지 서울사무소

행복한나무

현대케이스

전산라벨용지, 주소분류용, 소포ㆍ물류관리용 외

선거용 스탬프,  만년 스탬프, 도장, 고무인, 잉크, 패드

친환경 복사용지

복사용지

친환경 무창봉투

사무용 가구

금속제 이동식 서랍

복사용지 

가정용 주방설비, 가정용싱크대, 수납가구

학생용 책상

원목 아동 테이블

사무용 책상

사무용 종이 파일

시스템 사무가구

디지털 복합기, 컬러 및 흑백 복합기

문서 보관함

사무용 의자

조이컵 및 용기

디자인 ,인쇄

친환경 문서 케이스

그린내

네이쳐엔지니어링(주)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대성C&S(주)

(주)대지를위한바느질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주)동우씨엠

(주)로엔그린

(주)로얄라이프

(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삶본

(주)일경실업

이미지생활건강(주)

오토원 

(주)우보에이치엔씨

(주)제이앤케이사이언스

한국바이오

한국이콜랩(유)

해피페이퍼 주식회사

(주)휴먼택

Tel. 02-303-4520

Tel. 02-6931-6697

Tel. 02-374-6091

Tel. 02-2290-5550

Tel. 070-8840-8826

Tel. 041-642-9101

Tel. 02-2244-6697

Tel. 1599-7417

Tel. 02-2672-2003

Tel. 02-2601-9600

Tel. 02-3471-1117

Tel. 02-933-0234

Tel. 0505-508-7789

Tel. 02-472-3881

Tel. 070-7734-7701

Tel. 02-3445-3578

Tel. 02-906-9636

Tel. 1588-7595

Tel. 02-3481-7856

Tel. 02-2022-3500

www.그린내.kr

www.식생토낭.net 

http://ever-green.or.kr 

www.dsh21.co.kr 

www.ecodress.net 

www.kaova.or.kr 

www.dongwoo-cm.co.kr 

www.login1.co.kr 

www.royal-co.co.kr 

www.biomist.co.kr 

www.sunborn21.co.kr

www.ilkyung.co.kr 

www.cottonloveme.com 

www.autoone.co.kr  

 

www.woobohnc.com 

www.jnkscience.co.kr 

www.biocons.co.kr 

www.ecolab.com

www.happypaper.co.kr 

www.humt.co.kr

화장지, 미용티슈, 페이퍼타월, 냅킨

녹화복원

화장지, 핸드타월, 미용티슈, 점보롤(핸드타월)케이스

세탁용 친환경 세제

영·유아 오가닉 티셔츠,  친환경 티셔츠, 친환경 병원복 

종량제 쓰레기 봉투

화장지, 페이퍼타월

종이컵 및 용기

친환경 이불, 베개, 패드

천연 행주살균제, 살균세정스프레이

세척기용 세제

힐클립 구두 

무형광 엠보싱 휴지

친환경 고체 탈취제, 공기 방향제, 섬유 탈취제

탈취제

친환경 공기 탈취제, 깔끔이 세정제 

친환경 탈취제

세제

종이접기 완구

식기세척기용 세제

(주)다나와컴퓨터

(주)레드스톤시스템

(주)모뉴엘

(주)서광양행

(주)심원테크

(주)싸이퍼일렉트로닉

(주)알파스캔디스플레이

(주)주연테크

(주)컴트리

필엔필(주)

(주)한국오키시스템즈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주)삼진이아이씨

세방전지

(주)이노셈 코리아

엘티스(주)

(주)제이피케이코리아

진영정보통신(주)

금호이앤지(주)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

미주엔비켐(주)

(주)반도아이엔씨

(주)에스엔폴

혜정산업(주)

Tel. 070-4667-6359

Tel. 02-713-0863

Tel. 1588-8178

Tel. 02-3273-6181

Tel. 02-2627-5650

Tel. 02-839-4335

Tel. 02-2668-1815

Tel. 070-7600-3222

Tel. 02-858-4582

Tel. 02-3482-1301 

Tel. 02-562-5211

Tel. 1600-2561

Tel. 02-497-3300

Tel. 02-3451-6267

Tel. 070-7008-3137

Tel. 02-518-1074

Tel. 02-761-8745

Tel. 02-2109-6363

Tel. 02-786-8056

Tel. 02-852-3444~6

Tel. 02-821-7616 

Tel. 02-541-3187

Tel. 031-8061-3283

Tel. 02-565-5077~8

www.danawacomputer.com

www.rstone.co.kr

http://sonamupc.co.kr

www.skrecycle.com

www.심원테크.com

www.cipher.co.kr

www.alphascan.co.kr

www.jooyon.co.kr

www.comtree.co.kr

www.fillnfeel.com

www.okiprinting.co.kr

www.kadi.or.kr

www.samjineic.co.kr

www.gbattery.com

www.innocem.co.kr

www.e-ltis.co.kr

www.jpkkorea.com

www.meganet.co.kr

www.escokh.com

www.smartlamp.prg

mijoocorp.koreasme.com

www.bandoinc.co.kr

www.s-enpol.com

www.hejung.co.kr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PC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TV 외 생활 가전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팩스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전산소모품, 정품토너 및 잉크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프린터토너칩

디스플레이 모니터

데스크톱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용 모니터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레이저 프린터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LED등기구

밀폐형 납축전지(산업용 배터리)

LED 평판조명

LED 조명

LED 조명

LED 렌턴

최대전력관리장치

인정기 내장형 램프

무기응집제

화학소방안전용품

생분해성플라스틱

포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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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6243-3330 

Tel. 1661-0904

Tel. 02-332-7355

Tel. 02-943-7748~9

Tel. 02-421-4200 

Tel. 02-574-3232

Tel. 02-844-1243

Tel. 1599-1266

www.bestauto.co.kr 

www.sherpacnc.com 

www.preo.co.kr 

www.tsjava.com 

www.hauzin.co.kr 

www.hihomekorea.com    

www.kosdo.co.kr

www.wabasnb.com

(주)베스트오토

셀파씨엔씨(주)

(주)케이에스피아이피

(주)티에스자바

주식회사 하우진

(주)하이홈코리아

한국수도관리(주)

(주)WA-S&B

욕실생활위생용품

열회수 환기장치

절수형 수도꼭지

주방용 전자기기

화장실 칸막이

절수 샤워기

절수 샤워기

음이온 건강절수 샤워기 

토목 / 건축자재

주식회사 그랜드코단

(주)그린에어존

(주)다람코퍼레이션

(주)다원녹화건설

(주)대흥에프에스씨복합창

(주)동아방수

(주)씨엔에스테크

씨엘엔테크(주)

(주)아도니스글로벌

(주)인코비피에스

(주)일강케이스판

(주)에프씨코리아랜드

(주)진승교역

창그리고문(주)

(주)하이퍼윈도우

주식회사 효성월드그린

Tel. 02-575-0450

Tel. 02-3443-0850

Tel. 02-512-8031

Tel. 02-539-8344

Tel. 02-558-6271~3

Tel. 02-905-2222

Tel. 02-388-9675

Tel. 02-575-3171

Tel. 02-798-3811

Tel. 02-422-7004

Tel. 02-547-3311

Tel. 02-3141-1174

Tel. 02-441-6080

Tel. 02-902-9855

Tel. 02-6411-3095

Tel. 02-419-6376

www.kodan.co.kr

www.greenairzone.com 

www.daram.net 

www.dawonland.co.kr 

www.dhfsc.com 

www.dongawp.co.kr 

www.nanocube.co.kr 

www.clmtech.co.kr 

www.adonisglobal.co.kr 

incobps.co.kr 

www.kapan.co.kr

www.fc4u.co.kr 

ㆍ

ㆍ

www.hiperwindow.com 

www.iworldgreen.co.kr

콘크리트 블록

친환경 페인트

벽ㆍ천장용 흡음재

녹화공법용 자재

단열복합 이중창 

방수재

친환경 페인트

목재마루재

목재마루재

천정마감재

천정마감재

친환경 흙콘크리트 

포인트 스티커

알루미늄 창세트

알루미늄 창세트

인조잔디 

INDEX

기계 /설비 

가진기업(주)

대림통산

비오린 주식회사

버블랜드

Tel. 02-2113-0220 

Tel. 02-730-9811

Tel. 02-6677-3211

Tel. 070-4147-1303

www.kajin99.co.kr

www.dlt.co.kr

www.biorin.kr

www.bubbleland.co.kr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친환경 세면기 수전금구

친환경 소변기

친환경 절수 샤워기

도로시설 / 자동차용품

대한전광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Tel. 02-593-1491 

Tel. 02-2108-7878

www.daehanultravision.com

www.dbdt.co.kr

LED 전광판

LED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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