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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troduction

(주)삼우설비컨설턴트(S.M.C)는 1998년 3월 전문적인 기계,전기,소방 설비 설계,  감리, T.A.B., 커미셔닝, 에너지 기술 연구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회사로 창립되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설계에 매진 하고자 2018년 5월 24일부로 당사인“㈜ 삼우설비컨설턴트＂가 전기.통신분야 설계사인

“ 파워텍엔지니어링＂과 소방방재 설계사인 “㈜ 창우에프엔씨＂을 합병하여 ” (주) 삼우엠이피컨설턴트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삼우엠이피컨설턴트는 기계분야에서 전기, 통신, 소방 분야까지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엔지

니어링 회사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합병의 시너지효과로 각 부분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협업의 효율성을 높여 차별화된 서

비스를 공급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설계, 각종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초고층 설계, 크린룸, 청정 공간 등과 관련한

첨단시설 설계를 주요한업무 분야로 삼고 70여 전문가들이 이미 확보된 기술만이 아니라, 새롭고 진보적인 공조기술

(H.V.A.C.)을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해외 설계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해외 현장 실적도 가지고 있어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BIM

설계 분야에 선도적 역할로 국내 BIM설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쿠알라룸푸르 K.L.C.C. 현장 등에서는 본사 직원이 준공 시까지 상주하여 현장설계 및 기술지원 업

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서도 설계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기술력과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술력 확보와 최대의 고객만족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건물의 기계설비 분야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M.E.P.S



(주)삼우설비컨설턴트는 1976년 창업한 (주)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설비팀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창업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2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외 건축

기계설비 기술을 창조적으로 건축설비 설계에 도입하여 업계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계분야에서 전기, 통신, 소방 분야까지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발돋음 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부로 당사인“㈜ 삼우설비컨설턴트＂가 전기.통신분야 설계사인

“ 파워텍엔지니어링＂과 소방방재 설계사인 “㈜ 창우에프엔씨＂을 합병하여 ”

(주) 삼우엠이피컨설턴트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History



사무소 개요

회사명

(주)삼우엠이피컨설턴트 / Samoo M.E.P Consultant

주소

133-83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0-13번지

삼환디지털벤처타워 503호

전화 : 404-8111 / 팩스 : 404-8112

임원

대표이사 : 이민우, 이종형, 김기성

전기사업부장:신완섭사장

소방사업부장: 채창훈사장

기계사업부장 : 윤종진, 이철희, 김태환

설립 일자

1976년 10월 1일 /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1998년 3월 2일 / ㈜ 삼우설비컨설턴트

2018년 5월 24일 / ㈜ 삼우엠이피컨설턴트

등록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제10-688

전기설계∙감리업 제E-2-525

소방설계∙감리업 제98-21

감리전문회사(설비) 제5설 22호

해외기술자문

SYSKA & HENNESSY(미국)

高砂熱學工業(일본)

芝浦工大建築工學科南野敎授(일본)

伊藤喜三郞建築硏究所(일본)

日逮設計(일본)

총원

총 87명(2018년 03월 현재)

회사 연혁

㈜삼우엠이피컨설턴트는 1976년 창업한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설비팀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창업 이래 오늘에 이
르기까지 2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외
건축 기계설비 기술을 창조적으로 건축설비 설계에 도입하여
업계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1기 (1976~82)

창립 초기 삼우설비는 거주자에게 쾌적감을 제공하면서 에너
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설비 설계를 목표로 최적의 공간 설계
를 추구하였습니다.

제2기 (1983~89)

다수의 현상설계에 당선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건축설비
설계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기 (1990~93)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많아졌고, 이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해외 선진 설계사 및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프로
젝트 공동 수행으로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일 것입니다.

제4기 (1994~97)

눈부시게 발전하는 건축설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개발하
고 또한 설비 설계에의 창조적 도입을 이룩하기 위해 초고층, 
실버, 클린룸, 지하 공간, 에너지 절약, 인텔리전트 빌딩 등
미래의 건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연구에 노력하였
습니다.

제5기 (1998~2018)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청정 환경 창조, 설비 시스템의 자동
화 등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건축설비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
하고 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선진업체와의 국내외 시장에
서의 경쟁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1998년 3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분리∙
독립하여 건축 기계설비 전문회사로서 ㈜삼우설비컨설턴트를
창립하였습니다.

제6기 (2018~)

전기.통신분야 설계사인 “ 파워텍엔지니어링＂과 소방방재 설

계사인 “㈜ 창우에프엔씨＂을 합병하여 ” ㈜ 삼우엠이피컨설

턴트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서비스 분야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설계 ( HVAC Design)

일반적인 공조방식 (Conventional HVAV)에 대한 설계만이

아니라, 친환경 및 자연에너지 설계 (Ecological Buiding & 

Sustainable Design), 신재생에너지 설계(Renewable Energy 

Design)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절검하고 유지 관

리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공기조화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초고층 설계에 대해서 이미 체험하고 습득한 기술을 활

용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

된 설계를 지향합니다.

- 냉 난방설비를 포함하는 마스터플랜 설계

- 공기조화설비 설계

- 크린룸 및 정보통신시설 설계 등의 첨단시설 설계

- 친환경 및 자연에너지 설계

- 신재생에너지 설계

- 열원 및 공조 시스템 시뮬레이션

- 수배관 시스템 모델링 및 해석

- 산업시설 환기설비 설계

-열병합발전 및 지역열원 시스템 설계

급∙배수 위생설비 설계(Plumbing Design)

국가적, 세계적으로 수자원을 절약하고 보존하면서 건축주에

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관점에서 설계를 합니다. 즉, 자

연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 및 운전비 등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사 위생설비 설계의 목표입니

다. 이를 위해 일반 건물에 대한 급배수 설계 및 복합 단지 전

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도 본 설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급배수설비를 포함하는 복합 단지 설계

- 급수 급탕설비

- 오 배수 처리 시스템

- 중수설비 시스템

- 우수처리 시스템

- 가스설비

- 주방설비

소화설비 설계(Fire Protection Design T.A.B)

건물별로 특화된 소방설비 계획뿐만 아니라 방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재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화설비 설계

- 제연설비 설계

- 성능위주설계 및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용역수행

전기,통신 설비 설계(Electricity, Communication 

Design )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최첨단 네트

워크설비를 구축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변전설비 설계

-각종 전기설비 설계(전력간선,전등,전열설비)

-정보통신설비(통합배선,자동제어시스템) 설계

특수설비 설계(Special Appliances)

- 쓰레기 처리

- 특수 운동시설 설계

- 의료 가스

-BIM설계(3D탑재)

건축설비,전기,통신,소방 감리

(Construction Managememt)

설계 및 시공 단계. 그리고 사후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조정에 대한 모든
업무를 포함합니다.

- 시공 기술 관리(Commissioning)

- C.M.(Construction Management)

- 설계 및 시공 감리(Supervision)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Commissioning



People



1952 경기 평택생

1978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79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입사

1981 미국 UCLA Extention School HVAC  

Plumbing 교육과정 수료

1994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1년 수료

1998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퇴사

1998 삼우설비컨설턴트 설립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설립

이민우 대표이사

전) 한국 냉동공조 기술인협회 부회장

전) 한국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이사

현) 한국건축설비학회 이사

미국 ASHRAE 정회원

미국 ASPEC 정회원

일본 공기조화 위생공학회 정회원

현) 국방부 특별건설 심의위원

현) 경기도 건설 심의위원

현) 중앙 건설 기술 심의의원

김기성 대표이사

1955 서울생

1982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2 성아엔지니어링 입사

1985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입사

1990 일본 伊藤喜三郞建築硏究所病院設計硏修

1998 삼우설비컨설턴트 임원

2006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 임원(상무)

2010 삼우설비컨설턴트 사장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대표이사

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안전 관리자

현) 한국 설비기술협회 이사, BIM 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 엔지니어링협의회 부회장

현) 티에이비 커미셔닝 협회 부회장

현) 서울특별시 SH공사 건설 디자인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재선정위원

이종형 대표이사

1956 부산생

1982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3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입사

1998 삼우설비컨설턴트 임원

2007 삼우설비컨설턴트 사장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대표이사

전)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편집위원 역임

현)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빙축열 전문위원

현)한국건축설비학회 정회원

현)국방부 건설심의위원

현)국토해양부 중앙건설 심의위원

현)한국기술사회 편집위원

(주)삼우엠이피컨설턴트를 대표함과 동시에 미래 경영 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책임지고 각 부문(설계부문, 감리부문, 

TAB부문)을 총괄 조정지휘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도서품질, 기술개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풍부한 실무경험과 대외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958 서울태생

1985 서울산업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85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입사

1998  삼우전기컨설턴트근무

2002  파워텍엔지니어링근무

2017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전기사업부 사장

신완섭 사장 (전기사업부)

이철희 부사장 (설계 2 사업본부)

1969 경기도 광주생

1993 (주)삼영설비 입사

1994 서울 산업 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1997 (주)삼영설계기술 근무

1999 삼우설비컨설턴트 입사

2007 삼우설비컨설턴트 설계3 본부장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설계2 사업부 본부장

1967 서울태생

1995 경원대학교 소방안전과 관리과 졸업

2012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0~2002 ㈜한국방재엔지니어링 근무

2002~2005 ㈜한석소방이엔씨 근무

2005~2018 ㈜창우에프이엔씨 근무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소방사업부 사장

채창훈 사장 (소방사업부)

1969 경기도 포천생

1993 대림대학 건축설비과 졸업

1994~1996 현우 MEC 근무

1996~2000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 근무

2000 삼우설비컨설턴트 입사

2007 삼우설비컨설턴트 소장

현)티에이비 커미셔닝협회 기술위원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T.A.B 및 감리 사업부 본부장

김태환 본부장 (T.A.B 및 감리 사업본부)

1969 충북 충주생

1989 한국 폴리텍II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1991~2009 ㈜유진기술사 사무소

2011 삼우설비컨설턴트 입사

2012 삼우설비컨설턴트 설계2 본부장

2018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설계1 사업부 본부장

윤종진 부사장 (설계 1 사업본부)



Power
건축주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삼우엠이피컨설턴트는 체계적인 기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각 분야 전문가가 고품질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 직 도

설계1 본부 설계2 본부 설계3 본부 TAB&감리
BIM

대표이사 이 종 형대표이사 이 종 형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대표이사 김 기 성대표이사 김 기 성

H I - T E C H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감리본부 감리본부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본 부 장

P M

과 장

대 리

사 원

설계1 사업부 TAB. 감리
사업부

설계2 사업부관리부

설계본부 설계본부

전기사업부 소방사업부



해외 협력 회사

Perkins & Will

SOM

DMJM

Nihon Sekei

Becket International

Over Arup

Syska & Hennessy

동양시멘트 마포사옥

대덕연구단지 MP

도곡삼성 Complex

테크노마트 21

사천공항 MP

신공항복합교통센터

삼성생명 노인촌

신세계 영등포백화점

중앙일보 신사옥

삼성생명 신사옥

삼성화재 신사옥

삼성생명 종로빌딩

동대문 지하주차장

대구동인 지하주차장

종묘 지하주차장

H – Project

서초 S 프로젝트

삼성전자정보통신연구소(R3)

삼성전자 R4 DM 연구소

미국 내 12위(일반)

미국 내 3위(일반, 호텔)

미국 내 4위(일반)

일반

상업시설/복합시설

일반

회 사 명 프로젝트명 비 고



해외사 공동 수행 프로젝트

회 사 명 프로젝트명 협력범위 년도

Polsheck (미국)

Vinoly (미국)

日本設計 (일본)

日本設計 (일본)

NBBJ (미국)

Perkins & Will (미국)

Arch. Jean Nouvel (프랑스)

Terry Farrell & Partner

Raymond (미국)

Altvers Inc. (미국)

Payeete Associates (미국)

HHCP (미국)

OMA (미국)

Norman Foster (영국)

HOK (미국)

NBBJ (미국)

SCAV (프랑스)

KMD (미국)

HOK (미국)

ARUB

HOK / Syska Hennessy 

HPF / Syska Hennessy

HOK (미국)

K.S.W. ARCHITECTS INC.

ZAHA HADID ARCHITECTS

RADIOON GULF CONSULT

바바백화점 매장 개보수

종로타워

삼성생명 실버타운 설계

분당 게스트하우스

서울대학교 암연구센터

중동 중고등학교 신축

63호 설계

용인 게스트하우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신축

골프장클럽 및 티하우스

나다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

서울대학교 국제백신연구소 신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캐리비안베이 가족호텔 신축

서울대학교 삼성미술관 기본설계

성수동 자동차직영 서비스 센터

자동차 강남대로 영업점 신축

분당 게스트하우스

삼성 마산 고려병원 신축

창원지역 삼성문화관 1단계

강북 삼성병원 중측

수원축구경기장 신축

전자 J-SHOP 분당 사옥

삼성전자정보통신연구소 (R3)

삼성 한남동 프로젝트

삼성전자 R4 DM 연구소

삼성 서초 프로젝트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

삼성 나포라 테크노 벨리

기본설계

기본설계

개념설계

개념설계

현상설계

기본설계

개념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계획

입면디자인

기본설계

계획설계

컨설팅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1995

1995

1995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2000

2004

2004

2004

2007

2008

2009

2013



프로젝트명 건축주년도

KT사옥 현상설계

인천 송도 I-TOWER

부산 벡스코

제대군인 위너스 클럽

세운 5구역 재개발 조성사업

데스코연수원 재개발 사업

서울역 북부 역세권 현상설계

덕성여대 약학관

한국도로공사 이전 사옥

광교 파워 센터 현상설계

광운대 스퀘어 현상설계

한국전력공사 현상설계

하나 고등학교 신축설계

인천 청라지구 현상설계

인천공항공사 자율형 사립고

행정복합 첫마을 TK

김포신도시 TK

인천도시 계획관 TK

대구 엑스코 TK

판교 알파돔 시티

강원랜드 스키장 콘도증설 TK

인천강화여고 외 2개교 개축 및

만수고 외 18개교

신곡초 외 4개교 B.T.L

신동초 외 4개교 B.T.L

KT

IFEZ

벡스코 확장 사업단

제대군인 지원 사업단

세운5구역재개발조성사업단

삼성 TESCO

철도청

덕성여대

한국도로공사

광운대

Kepco 한국전력공사

하나금융

반도

하늘재단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포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엑스코확장사업단

AMC

삼성건설

인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2010.06

2010.04

2009.11

2009.10

2009.09

2009.08

2009.06

2009.06

2009.05

2009

2008.11

2008.11

2008.11

2008.09

2008.07

2008.03

2007.05

2007.03

2007.02

연면적 (㎡)

48,448

25,400

-

6,950외 46동

382,128

13,150

89,000

4,200

40,837

701,203

118,655

39,453

220,550

221,195

227,922

8,424

57,436

1,105,500

82,500

-

45,903

46,200

비 고

1등 당선

2등

2등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2등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1등 당선

현상설계 및 턴키설계



수상 경력

2011    국무총리 표창

2010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표창

2007    은탑산업 포장,   대통령 포장

2006    공로상,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2004    공로상,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2002    기술상,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천공항 교통센타

및 초고층 건물에 설비설계 신기술 신제품의

창의적 적용

2001   삼성생명사옥, UN ESCAP 에너지 기술상

그린빌딩 부문 에너지 위너상

1998   이태원 다가구주택,  건축문화대상 본상

대전 정부 제3청사, 건축문화대상 입선

대덕 제2연구센타, 대전광역시 건축상 동상

1997   산청 연수원,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 

경남 건축대전 금상

삼성 정밀화학 복지관,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서울대 컨벤션 센터, 서울시 건축상 동상

삼성생명 대구총국, POSCO 강구조작품상 동상

삼성 자동차 중앙연구소, 건축문화대상 입선

김해 내외지구 삼성 아파트, 김해시 건축대상제

주거부문 우수상

삼성항공 창원 제1공장복기관, 창원시 건축상 금상

삼성의료원 어린이집, 강남구 건축상 금상

삼성 Plaza 서소문점, 중구청 환경 가꾸기상 금상

1996   수원 야외 음악당, 건축문화대상 본상

중앙개발 별관 사무동 및 기숙사, 환경문화상 대상

삼성의료원, 서울시 건축상 은상

글래스타워, 서울시 건축상 장려상, POSCO 강구조

작품상 은상, 건축문화대상 입선

1995 삼성의료원,  환경문화상 대상

삼성 어린이 박물관, 월간 디자인 올해의 디자인상

국제경영연구소, 건축문화대상 본상

1994   동양증권사옥, 건축문화대상 입선

삼성항공 사천 항공기 조립공장, POSCO 강구조

작품상 은상

Expo M/P, 대통령 표창장

대전 EXPO 우주탐험관, 건축문화대상 입선

1992   삼성제2종합연수원 창조관, 건축문화대상 본상

1991   삼성체육관, 한국건축가협회상

삼성 속초콘도, 강원도 건축상

1990   첨단기술연구소, 한국건축가협회상

1989   기술개발부문, 건설부장관 표창

1988   삼성종합기술원, 한국건축가협회상

1987   중앙일보 사옥, 서울시 도시환경상

1986   삼성생명사옥, 서울시 건축상 동상



컴퓨터 자재 보유 현황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소 방

기사

건 축 설 비
건 축
공조냉동기계
전기
소 방 설 비

산업기사

건 축 설 비
공조냉동기계
TAB 자격자

1) 인감증명서

2) 사용인감계

3) 사업자등록증

4)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5)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등록증

6)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7) 경쟁 입찰 참가 자격

8) 공기조화설비 시험, 

조정, 평가(TAB) 수행 자격 확인증

9) 신기술 지정증서

10) 출원 사실 증명원

소프트웨어

∙MS-Windows VISTA
∙MS-Windows XP
∙MS-Win Server
∙V3 Internet Security Platinum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Campus for Architectural Desktop
∙Autodesk VIZ
∙Autodesk AutoCAD Revit Building
∙Graphisoft Archicad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Adobe ImageReady
∙Adobe Bridge
∙Autodesk Revit MEP
∙Autodesk Navisworks
∙MS-Office professional
∙Haansoft Hangul
∙JungUmGlobal
∙Altools
∙Winzip
∙Genie 6.0
∙RTS - SAREK
∙Nano Webediter

하드웨어

∙Desktop PC
∙HP ML350 Server
∙HP DesignJet 800
∙HP DesignJet 1050C
∙HP DesignJet 1050C+
∙HP LaserJet 1320
∙HP LaserJet 5000n
∙HP LaserJet 5100tn
∙HP LaserJet 5200tn
∙HP Color LaserJet 5500tn
∙HP ScanJet 5500
∙HP LaserJet 1020
∙HP DeskJet 3820
∙삼성 ML 1620
∙HP LaserJet 4V

자격 면허 소지자 현황

면허 등록 현황

: 4명
: 1명
: 3명

: 13명
:   5명
:   4명
:   5명
:   6명

:   6명
:   1명
: 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