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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아이테크는

보안 제품 및 태양광, 연료전지를 개발, 제조, 설치,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7년

그 첫 발을 내딛은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제품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비앤아이테크는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폭넓은 시각과 향상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화된 사업 경영으로 성장 발전할 것 입니다.

㈜비앤아이테크 대표이사 백승억, 김혜용



1.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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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0-1983759호 발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접속함 및 그 제어방법

2020

- 제10-2192774호 태양광 발전용 어레이 변위 감지장치

4. 신재생에너지 A/S 전담 업체 지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정번호 : 20-A/S-63호

2021

1.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에너지관리공단)

2. 

샌드위치 판넬과 태양광 모듈의 체결구조

4.



영상감시장치

전광판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풀 칼라 모듈 적용으로 완벽한 색상 구현 및 구축

외곽 보안

외곽 경계 시스템 구축

출입통제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및 전기 사업부문

• •

• •

태양광 발전용 사업

공공기업 의무 추진사업 & 보조 보급사업(RPS)

연료전지 사업

지원 사업별(주택/건물/융 복합)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

2. 사업 영역



BNI-VNS1600
BNI-VNR3200

NVR

BNI-VDF200, 201, 301

Bullet Camera

BNI-VP200

Speed Dome Camera

IP Network

BNI-VDF200

Dome Camera

BNI-VNR6400

모니터

3-1. 영상감시장치 (CCTV)

※ Mobile 영상 확인

스마트 폰으로 3G/LTE/5G나 Wifi 망을 이용하여 Mobile App을 다운받고 영상 확인 가능

( 안드로이드 폰은 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 합니다. )

3. 제품 소개



3-2.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통제단말기

잠금장치

•

제어기/관리시스템

•

ACU

출동 경비 시스템과

호환 및 연동 가능

3. 제품 소개

•



카메라 및 전송부적외선 송수신부
지능형 분석서버

3-3. 외곽보안시스템

Receiver

Transmitter

Transmitter

카메라 촬영 화각

적외선 Beam

운영 SERVER

ETHERNET [ TCP/IP ]

검지용 Network Module

검지용 Camera

적외선 Beam

Receivrer

3. 제품 소개



LED Cabinet LED Module

3-4. LED 전광판 (안내전광판)

3. 제품 소개



3-5. 태양광발전시스템

3-6. 연료전지시스템

3. 제품 소개



4. 회사 인증 및 원천기술 보유현황

구분 특허번호 특허명

1 제10-1303632호 침입감지용 울타리 감지센서 점검 모듈

2 제10-1307765호 영상 및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3 제10-1354190호 태양광 모듈의 발전회로 제어 모듈 및 이를 이용한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 감시시스템

4 제10-1489215호 영상을 이용한 복합 적외선 감지 센서와 그 동작 방법 및 이를 이용한보안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5 제10-1537225호
인체 형상 및 음향 인식 기능을 갖춘 출입 통제 용 리더 및 리더 제어방법 및 이를 이용한 보안 시설물
관리 시스템

6 제10-1575011호 영상을 이용한 적외선감지기와 그 동작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보안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7 제10-1712447호 송신 광원의 감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카메라의 감지 효율 개선 방법 및 그 장치

8 제10-1983759호 발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접속함 및 그 제어방법

9 제10-2192774호 태양광 발전용 어레이 변위 감지장치

10 제10-2239260호 샌드위치 판넬과 태양광 모듈의 체결구조

4. 제10-1489215호 5. 제10-1537225호

6. 제10-1575011호 7. 제10-1712447호 8. 제10-1983759호 9. 제10-2192774호

3. 제10-1354190호2. 제10-1307765호1. 제10-1303632호

10. 제10-2239260호



4. 회사 인증 및 원천기술 보유현황

구분 인증번호 소프트웨어의 명칭

1 11-0173 CCTV SYSTEM 및 영상관제 설비 v1.0

2 14-0154 지능형 영상관제(통합보안)시스템 v1.0

3 15-0429 지능형 감시시스템 v1.0

4 21-0318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v1.0

1. 11-0173 2. 14-0154 3. 15-0429 4 . 21-0318



4. 회사 인증 및 원천기술 보유현황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정보통신 및 전기

번호 계약일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1

2017년

서초구 보훈회관건립 공사 서울시 서초구

2 홍성군 보건소 및 읍사무소 충청남도 개발공사

3 대치1빗물펌프장 서울시 강남구

4 도곡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CCTV 서울시 강남구

5 성남시 판교노인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6 서초3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7 서초1동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서울시 서초구

8 문경 녹색문화상생밸트 CCTV 경상북도 문경시

9 문경 녹색문화상생밸트 전광판 경상북도 문경시

10 문경 녹색문화상생밸트 태양광 경상북도 문경시

11 창원 컨벤션 증축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12 방배본동 어린이집 CCTV 서울시 서초구

13 용산 전통공예문화체험관 CCTV 조달구매 서울시 용산구

14 고흥군 신청사 영상감시장치 전라남도 고흥군

15 창릉동 주민센터 CCTV 설비 경기도 고양시

16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CCTV 서울시 시립대학교

17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 영상감시장치 경기도 고양시

18 일산 서구청 CCTV 경기도 고양시

19 내곡 공공주택지구내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비 서울시 서초구

20 방배1동 어린이집 CCTV 서울시 서초구

21 무인관리소 감시카메라 설비 5set, 15set 한국가스공사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정보통신 및 전기

번호 계약일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1

2018년

서초1동 어린이집 CCTV 서울시 서초구

2 방배본동 어린이집 CCTV 서울시 서초구

3 도곡근린공원 CCTV 및 방송설비 서울시 강남구

4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신축공사 CCTV 서울시노원구

5 광진구청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장치 서울시 광진구

6 반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7 내곡 주민편의시설 건립공사 영상감시장치 서울시 강남구

8 서초3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CCTV 서울시 서초구

9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문경지구) 정보통신공사 경상북도 문경시

10 성북구 펜싱전용체육관 신축공사 CCTV 서울시 성북구

11 하늘공원주차장 노후화 CCTV설비 교체 및 신설 서울시 구로구

12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통신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3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4 남산예장자락 CCTV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5 한강공원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16 한양건설 인천기지 3단계 3차 I-TV 한양건설

17 인천항만 보안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인천항만공사

18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19 제주기지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I-TV System 포스코건설

20 잠실야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조달구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1 남부도로사업소 CCTV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정보통신 및 전기

번호 계약일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1

2019년

잠실실내체육관 전기실 CCTV 조달구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 서부서 신축 관급자재(출입통제시스템)구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3 증산빗물펌프장 영상설비 구매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4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통신)관급 자재(CCTV시스템 ) 인천항만공사

5 지하차도CCTV제작구매설치(중랑지하차도 외 2개소)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6 영상감시장치[무인 시설물CCTV 구매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7 구립 목3동 어린이집 건립 정보통신공사-출입통제 서울특별시 양천구

8 금천 어울림 복지센터 관급자재(CCTV외 2종 구매)출입통제시스템 서울특별시 금천구

9 관급자재구매(신정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정보통신공사-출입통제)) 서울특별시 양천구

10 관급자재구매(한강공원내 우범지역 방범용CCTV설치-영상감시장치)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11 중계 초 외2교(원광초, 창동초)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전기 공사 서울특별시 북부 교육 지원청

12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출입통제 서울특별시 양천구

13 2019년 불법주정차단속CCTV구매,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14 관급자재구매(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기공사-연료전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15 희경빌딩 인테리어 정보통신공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16 신청사 당직실 CCTV랙 이전 설치 경기도 일산 서구청

17 영상감시장치 구매 설치(CCTV설치사업)-48개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양화빗물펌프장 외 2개소 노후 CCTV 구매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19 신월1동 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정보통신공사-CCTV 서울특별시 양천구

20 인천항 항만종합감시시스템 구축 관급 자재 (서버 외)구매 해양수산부 인천지해양수산청

21 신목 종합 사회복지관 주민복합복지공간 전기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번호 계약일자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1

2020년

강남 순화 8공구 CCTV 모니터링 광케이블 설치공사 (주)롯데건설

2 문일고 석면 교체 전기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일고등학교

3 구리시청 출입통제 공사 경기도 구리시

4 양천 중앙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출입통제시스템,연료전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5 신월중 시청각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서울특별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6 신월 5동 영상감시장치 납품 및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7 신월 5동 복합청사 태양광 이설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8 마장호수 CCTV 신설 공사 경기도 파주시 관광 사업소

9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본관 – 별관 케이블 포설 공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0 하수기동반용 CCTV 구매 및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11 2020년 생활 방범 CCTV설치 사업(95개소)회전 형 CCTV 경기도 파주시

12 시흥빗물펌프장 등 3개소 영상감시장치 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13 세곡커뮤니티센터 방범용 CCTV제작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구립 해맞이 어린이집 CCTV 장비 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15 호현당 CCTV시스템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16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정보통신공사-CCTV,출입통제,연료전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17 준설토 중간 집하장 CCTV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18 금천 어울림 복지센터 관급 자재 CCTV,촐입 통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19 잠실종합운동장 공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조달구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20 야간경관조명 매표소시스템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광 사업소

정보통신 및 전기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번호 계약일자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21

2020년

풍납 시장 고객안내시설 리모델링 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2 휴아림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경기도 파주시

23 남산공원 노후 CCTV카메라 교체 및 설치 서울특별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24 CCTV 보수 및 영상저장기간 증설공사 (김천전력기술) 하전기술서비스(주)

25 구립 해맞이 어린이집 건립 정보통신공사-CCTV,출입통제시스템 서울특별시 양천구

26 경찰서 출입통제 시설확충(영상감시장치) 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27 불법주차단속 CCTV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28 그린파킹 CCTV 조달구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29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30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전기공사 - 영상감시장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31 논산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통신) 충청남도 논산시

32 딜쿠샤 원형 복원 전보통신공사 영상감시장치 구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33 희망 목공소 내 방범용 CCTV 설치 구매 서울특별시 은평구

34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울타리감지시스템 구매 설치 보건복지부 오송 생명과학단지

35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영상감시장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6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영상감시장치 및 보안용카메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37 도림천 CCTV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38 수사 부서 및 유치장 카메라 36개, 녹화기 2개 등 설치공사 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39 양천구 목4동 CCTV, 출입통제시스템 서울특별시 양천구

40 온수동 우리동네 키움 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통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41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관급 자재 (전기,통신) 경기도

42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정보통신공사-CCTV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43 뚝도 정수 센터 탈수기 개량 CCTV  둥 구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44 갈산 문화복합시설 건립 정보통신공사-주차관제설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번호 계약일자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1

2020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무대장치 내 전광판 납품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2 양천 중앙도서관 건립 무대장치 내 전광판 납품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통신 및 전기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번호 계약일자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01

2021년

강남구 치수과-영상감시장치(CCTV)성능개선및 신규설치 강남구 치수과

02 교내 통신망 교체공사-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03 파주시 지하차도4개소 CCTV 구매설치 파주시 도로과

04 구로구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 (안양천 서측) 구로구 (전기)

05 송파구청 치수과_둘레길 조성사업 송파구 치수과

06 서정리역 지하주차장 영상감시장치 경기주택도시공사

07 구로구 빗물펌프장 홍수관리용 노후 CCTV성능개선 구매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08 캠코양재타워 전광판 한국자산관리공사

09 송파구 예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송파구 치수과

10 2021년 마장호수 CCTV 관급자재 구매설치 경기도 파주시

11 2021년 안전환경 방범CCTV 설치사업(8개소)관급자관급 경기도 파주시

12 [공사]국가병원체자원은행 신축공사 울타리 침입방지스스템 설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13 감악산 출렁다리 등산로 입장관리시스템 설치 파주시 공원녹지과

14 노원구 하천진입차단시설 영상감시CCTV 구매설치 노원구 치수과

15 송파둘레길 산책로 보행환경개선공사 송파구 치수과

16 파주시 안전총괄과 보행신호음성안내 파주시 안전총괄과

17 중앙대학교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중대부초 어린이놀이시설 서울시 동작교육청

18 성동구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CCTV 구매 한국자산관리공사

19 관급자재(영상감시장치)구매-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통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 파주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재해문자 전광판 구매설치) 파주시 재난안전과 (전기)

21 강남 공공형실내놀이터(세곡) 설치공사 조달구매 강남구 아동복지과

22 수원고등법원 청사 CCTV 추가 설치 관급자재 구매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23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관급자재 (영상감시장치) 법무부

24 동북권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등 건립통신공사 (출입통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5 다목적 CCTV설치(옥수역광장,시설녹지)공사 성동구

26 구로구 구로형 스마트폴 구축 기자재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27 서울시립대학교 영상감시장치외 15종 구매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28 인천검단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1-2공구) 보안용 카메라 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9 사근빗물펌프장 체육공원 건립공사 성동구 치수과

30 내항 보안감시장비(CCTV)구매 인천항만공사

정보통신 및 전기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번호 계약일자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31

2021년

은평구 내용연수 경과 방범용CCTV 교체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32 관급자재(CCTV)[봉제산 책쉼터(숲속도서관)신축통신공사]/공원26444 서울특별시 강서구

33 물품-영상감시장치(몽촌1.풍납빗물펌프장모터펌프교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수과

34 영상감시장치(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수과

35 파평 관제대 병사식당 신축 관급자재 CCTV 공군방공관제사령부

36 어르신복지과-26393, 은공경로당 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01

2022년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공사(통신) 관급자재(비상벨) 구매 경기도 고양시 공사과

02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CCTV)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03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공사(통신)_영상감시장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4 치수과-885, 영상감시장치 등-영상감시장치 성능개선 및 신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수과

05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통신) 관급자재(CCTV) 구매 경기도 고양시 공사과

06 공원녹지과-6082, 봉은역사공원 명상길 주변 CCTV기계장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

07 구립 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 정보통신공사-출입통제시스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과

08 구립 청솔어린이집 재건축 정보통신공사-출입통제시스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과

09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장비 교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과

10 관급자재구매/영상감시장치/목감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제작구매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수과

11 [조달구매]불법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성능개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12 산불감시용 영상감시 시스템 구매설치 경기도 파주시

13 금천평생학습관 건립공사(통신) 관급자재 구매-CCTV 및 비상벨 서울특별시 금천구

14 2022년 울타리감지센서 유지보수 용역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15 2022년 하천 CCTV 유지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 및 전기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신재생에너지

번호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1 평택 오성 3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 제주 고산 2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3 경기 김포 9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 강원 파주 9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 강원 홍천 97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6 경기 이천 19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7 경기 안성 2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8 강원 화천 2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9 강원 인제 2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0 강원 홍천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1 강원 화천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2 강원 춘천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3 강원 양양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4 강원 양양 584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5 강원 화천 2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6 충남 금산군 2.2M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7 충남 예산군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8 서울 양천구 6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19 경기 시흥 18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0 경남 합천군 3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1 강원 춘천시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2 강원 춘천시 1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3 전남 여수시 1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4 강원 화천 2.2M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5 충남 군산 2.2M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신재생에너지

번호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26 서울 명동 12.37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7 서울 휘경동 23.24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28 영등포 총괄 우체국 관급자재 21KW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제작 및 설계

29 양천 갈산문화복합 관급자재 20KW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제작 및 설계

30 양천 갈산문화복합 관급자재 30.24KW 발전용 태양광 / 서울특별시 양천구

31 양천 신월6동 복합청사 관급자재 12KW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제작 및 설계

32 양천 중앙도서관 관급자재 5kW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제작 및 설계

33 신정사회복지관 관급자재 5kW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제작 및 설계

34 충남 금산군 94.64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35 충남 금산군 94.64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36 충북 옥천군 95.5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37 경북 김천시 28.98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38 경북 김천시 28.98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39 경북 구미시 23.46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0 경북 구미시 19.11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1 경북 구미시 14.56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2 경북 구미시 16.38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3 경북 구미시 19.56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4 경북 구미시 29.12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5 경북 구미시 29.12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6 경북 경주시 40.95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7 경북 봉화군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8 경북 구미시 3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49 경북 구미시 3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0 충북 보은군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 납품 및 공사 주요 실적

신재생에너지

번호 공사명 발주처 및 실적내용

51 충남 금산군 88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2 충남 금산군 1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3 경북 봉화군 19.74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4 전남 영암군 6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5 전남 영암군 600kW 발전용 태양광 설계 및 시공

56 정비창 정밀측정시험소 관급자재 176kW 발전용 태양광 / 해군정비창

57 정비창 통합지원공장 관급자재 108kW 발전용 태양광 / 해군정비창

58 양양 동원훈련장 생활관 신축 관급자재 137kW 발전용 태양광 / 육군제8군단

59 서대문구 리앤업 싸이클플라자 신축공사 관급자재 29kW 발전용 태양광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0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40kW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과

61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공사(태양광발전장치) 29kW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2 21-충-육-26B 특수창고 태양광발전장치 50kW 육군제1266부대



본사/공장/연구소 : (04778)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 10길6, 서울숲비즈포레 913호~ 916호

TEL : 02-2138-1220  /  FAX : 02-2138-1225

E-mail : bnitech2017@naver.com / www.bnitech.co.kr

[주소및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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