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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CITY
HAPPY PEOPLE

도시환경시설물 전문업체

[ 부산본사 ]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422번지(삼락동 342-22번지)

T (051) 305-5252  |  F (051) 304-0370

[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24 (마곡동)

T (02) 6095-7896  |  F (0504) 158-7625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88길 11 (내당동)

T (053) 951-7896  |  F (053) 954-1170

[ 김해공장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139 (지내동)

T 070-7779-0928  |  F 070-7966-2033

방음벽

도시안전/환경시설물

안전시설물

금속구조물

조경시설물

조형물

도시환경 개선공사

전기차

방음벽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친환경 조화맨홀

가로수보호판

하수악취차단장치

하수악취가림막

차선분리대

볼라드

안전휀스

차양

제관·설비 구조물

퍼걸러

목재데크

목재벤치

조형물

주거환경 개선공사

자주식 주차장 시설

체육시설물 공사

금속구조물 공사

친환경 전기차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업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업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대표 이명숙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합니다. 성지기업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해서 더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치있는 것을 찾아내는 

창조적 에너지와 열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성지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최고의 전기차 생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특화된 시설물로 고객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신뢰와 감동을 드리는 가슴 따뜻한 기업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사회를 풍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도시를 아름답게,

         사회를 풍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디자인 조형물 조합가입 및 특허출원

신규개발품 조달등재(차양) 외

전문건설협회 등록(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한국 인물대상 경제 공로 부분 대상

창조경영인상(미래지식경영원) 표창장

로봇팔을 이용한 과수작업기 특허 출원

2013국제발명·신기술 박람회 참가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2013년 부산국제실버엑스포 전시회 참가

2013 부산 국제기계대전 참가

전동 운반차의 적재함 특허출원

부산 시장상 수상

(주)대창모터스와 전략적 제휴 협약 MOU 체결

미국 플로리다주 ‘IAAPA EXPO 2012’ 참가

‘SSEED’ 상표등록 및 전기차 판매 개시

제31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입상

전라남도와 MOU체결

(재)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 부문 수상

2017. 04.

2016. 04.

2016. 02.

2015. 01.

2014. 09.

2014. 05.

2014. 04.

2013. 11.

2013. 07.

2013. 06.

2013. 05.

2013. 04.

2013. 02.

2012. 12.

2012. 11.

2012. 03.

2011. 11.

(재)부산테크노파크와 MOU체결

부. 울산중소기업청장상 수상

변환좌석을 겸비한 전동운반수레 특허 출원 외

신기술 특허 취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차륜사업부 신설

부. 울산중소기업청장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VENTURE기업선정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수상

중소기업 청장상 수상

절단공장 확장이전

법인전환

절단 공장 증설 (관계사 : 성지기업)

ISO9001 인증획득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등록

회사 창립

2011. 08.

2011. 02.

2010. 08.

2010. 06.

2010. 04.

2010. 02.

2008. 10.

2008. 02.

2006. 12.

2006. 11.

2006. 09.

2005. 09.

2003. 01.

2000. 01.

1998. 04.

1989. 06.

1988. 02.

HistoryHistory



사업부 현황 

특허 및 인증

      ●도시환경 사업부   전기차 사업부

성지기업은 도시환경사업부    전기차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오토바이, 전동 운반차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레이저절단기, 절곡기 등 최신장비를 보유하고

디자인맨홀, 스틸그레이팅, 가로수보호판, 차양, 조형물, 디자인시설물 등을 전문 으로 생산

하는 업체로서 “도시를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회를 풍요롭게” 라는 기업철학으로

성지기업 임직원 일동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개발 및 연구에

한층 더 매진할 것 입니다.

방음벽

도시안전/환경시설물

안전시설물

금속구조물

조경시설물

조형물

도시환경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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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친환경 조화맨홀

가로수보호판

하수악취차단장치

하수악취가림막

차선분리대

볼라드

안전휀스

차양

제관·설비 구조물

퍼걸러

목재데크

목재벤치

조형물

주거환경 개선공사

자주식 주차장 시설

체육시설물 공사

금속구조물 공사

도시와 인간,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부



방음벽
Soundproof walls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방음벽입니다.

주로 아파트 주변 고가도로나, 학교주변, 생활 및 주거지 주변에 노출된 도로에 설치합니다. 또한 알루미늄이나,

목재, 폴리카보네이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방음벽 제작이 가능합니다.

방
음

벽

터널형 방음벽을 이루는 구조물이 경량골조로 이루어짐

-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안정된 구조물 하중을 지지함

방음터널 설치 시 간편한 작업과 편리한 유지보수 가능

방음터널의 내 풍압성 및 수밀성 확보, 구조적 안정성 확보

터널형 방음벽 투명 방음벽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방음벽 기둥

터널형 방음벽의 특징 설치 후 효과 투명 방음벽의 특징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유리판을 사용하여, 안전도와 보온 및 내구성이 강함.

빛이 투과되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나, 유리판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룸.

방음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프레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유지보수에 유리함.

유닛 구조로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함.

간편한 설치·해체로 시공공간 및 시공비용 절약과 유지

보수시 교통정체 유발이 없어 비용 절감가능

방음판 파손 시 해당 방음판의 신속한 해체 및 설치 가능

기존 설치, 해체 방법보다 투입장비 및 작업자 감소

방음벽 - 도시의 소음을 ZERO로 만드는 기술 방음벽 - 도시의 소음을 ZERO로 만드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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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Detail[직선형] [굴절형] [곡선형]



흡음형 방음벽 목재 방음벽

소음원으로부터 수음점(소음에 영향을 받는 지점)까지 발생하는 소음을 감쇄 시키고, 방음벽에 부딪혀 나오는 반사음도

흡수하여, 소음저감에 가장 뛰어난 방음벽

고속도로 및 고속 철도변 등 높은 방음성능이 필요시 되는 곳에 설치

소음의 간섭표면인 전면부를 물결모양 굴곡의 AL-Bar로 구성하여, 회절 간섭효과를 극대화 하여, 감음효과가 뛰어남

전면부가 독립된 Bar형태로 부분 파손시 유지관리가 용이함

친환경적인 천연목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시미관을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효과 연출 가능

내부 흡음재를 적용하여 도로소음 저감에 효과적이며, 흡음율과 음향투과손실이 뛰어남

목재에 특수 가압 방부처리를 하여 내구성이 탁월함

빛의 반사가 없어, 운전자에게 시각적 안정감을 줌

타 방음판(투명방음벽 등)과 혼합 시공이 가능함

흡음형 방음벽의 특징 목재 방음벽의 특징

방
음

벽

방음벽 - 도시의 소음을 ZERO로 만드는 기술 방음벽 - 도시의 소음을 ZERO로 만드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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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Design Steel G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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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성지기업의 스틸그레이팅은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기능성 제품으로서, 미끄럼방지 기능 외에

하이힐굽, 인라인 스케이트, 작은바퀴, 협착물이나 낙엽 등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사고 예방기능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갖춘 성지기업만의 디자인 제품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 압연강재(Roll Steel) 재질, 차도/보도용 으로 구분

- 상부의 압연강판은 레이저로 가공하여, 발주처의

   로고나,캐릭터 또는 기타 문양표현 가능

- 소량 주문 가능, 소음 및 미끄럼 방지 페인트 사용

재질 및 특징

순번 식별번호 품목 규  격 구분 받침틀

1 22402517 오수 보도 포함

2 22402519 오수 보도 포함

3 22402521 오수 보도 포함

4 22402523 오수 보도 포함

5 22402525 오수 보도 포함

6 22402531 오수 보도 포함

7 22409279 오수 보도 포함

8 22402532 오수 보도 포함

9 22402533 오수 보도 포함

10 22402534 오수 차도 포함

11 22402539 오수 차도 포함

12 22402546 오수 차도 포함

13 22402548 오수 차도 포함

14 22402549 오수 차도 포함

15 22402550 오수 차도 포함

16 22402551 오수 차도 포함

17 22402552 오수 차도 포함

18 22402553 오수 차도 포함

19 22409276 오수 차도 포함

20 22409314 오수 차도 포함

21 22409277 우수 400 X 500 X 44 보도 별도

22 22409278 우수 500 X 500 X 44 보도 별도

23 22402594 우수 500 X 600 X 44 보도 별도

24 22458683 우수 700 X 700 X 44 보도 별도

25 22458684 우수 800 X 800 X 44 보도 별도

26 22402596 우수 300 X 1000 X 44 보도 별도

27 22402597 우수 400 X 1000 X 44 보도 별도

28 22402598 우수 500 X 1000 X 44 보도 별도

29 22402599 우수 600 X 1000 X 44 보도 별도

30 22402602 우수 400 X 500 X 65 차도 별도

31 22402603 우수 500 X 500 X 65 차도 별도

32 22402604 우수 500 X 600 X 65 차도 별도

33 22402607 우수 400 X 1000 X 65 차도 별도

34 22402608 우수 500 X 1000 X 65 차도 별도

35 22402609 우수 600 X 1000 X 65 차도 별도

36 22542589 우수 600 X 600 X 65 차도 별도

37 22542590 우수 700 X 700 X 65 차도 별도

38 22542591 우수 800 X 800 X 65 차도 별도

39 22542595 우수(스텐) 600 X 600 X 44 보도 별도

40 22542596 우수(스텐) 600 X 1000 X 44 보도 별도

300 X 300 X 44

400 X 500 X 44

500 X 500 X 44

600 X 600 X 44

600 X 1100 X 44

800 X 800 X 44

900 X 900 X 44

1000 X 1000 X 44

1100 X 1100 X 44

300 X 300 X 65

500 X 600 X 65

700 X 800 X 65

700 X 1200 X 65

740 X 1050 X 65

800 X 800 X 65

900 X 900 X 65

1000 X 1000 X 65

1100 X 1100 X 65

760 X 1260 X 65

Φ648 X 65

- 스텐레스로 제작하여 맨홀 최대 단점인, 내식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

- 맨홀의 하부틀은 용융도금 처리

스텐맨홀

도
시

안
전

 · 환
경

시
설

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오수 맨홀

우수 맨홀

<사각형 맨홀> <원형 맨홀>

트렌치 커버

순번 식별번호 품  목 규  격 구분 받침틀

1 22458686 트렌치커버 보도 별도

2 22458687 트렌치커버 보도 별도

3 22458688 트렌치커버 보도 별도

4 22409281 트렌치커버 보도 별도

5

150 X 1000 X 44 X 3.2

200 X 1000 X 44 X 3.2

250 X 1000 X 44 X 3.2

300 X 1000 X 44 X 3.2

22409282 트렌치커버 보도 별도400 X 1000 X 44 X 3.2

재질 및 특징

- 배수 역할과 동시에,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트렌치커버에 적용 가능

- 직선, 곡선 또는 불규칙 구간의 맞춤형 트렌치 커버 생산 가능

- 표면처리는 3단계 도장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녹발생 우려가 적음

- 보강바의 다양한 규격으로, 차도 및 인도 구분없이 환경에 따라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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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재  질

400 X 1000

압연강재 SPHC/SS400

규  격

재  질

300 X 1000

압연강재 SPHC/SS400

규  격

재  질

900 X 900

압연강재 SPHC/SS400

규  격

재  질

1000 X 1000

압연강재 SPHC/SS400

규  격

재  질

1000 X 600

압연강재 SPHC/SS400

규  격

재  질

800 X 800

압연강재 SPHC/SS400

도
시

안
전

 · 환
경

시
설

물



친환경 조화맨홀커버의 특장점

보도블럭과의 색상 일체감이 월등합니다.

보수시 혼자서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경량제품 입니다.

기존 모래 성분 재질로, 파손우려가 없습니다.

지자체 및 발주처의 로고 삽입이 가능합니다.

부식, 쪼개짐 등 기존 조화맨홀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조화맨홀커버 품목

시공 과정

품  목

재  질

보도블럭 맞춤형 커버

합성수지

품  목

재  질

우레탄 보도 맞춤형 커버

합성수지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친환경 조화맨홀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친환경 조화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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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조화맨홀
Eco-friendly manhole cover

품  목

재  질

원형 조화맨홀커버

합성수지, 보도블럭소재 

품  목

재  질

원형 조화맨홀커버

합성수지, 보도블럭소재 

도
시

안
전

 · 환
경

시
설

물

시공전 맨홀커버 분리 악취차단커버 설치 시공완료



제품의 특장점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가로수 보호판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가로수 보호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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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식별번호 품목 규격

1 22447852 말굽형

2 22447853 말굽형

3 22447854 말굽형

4 22447855 말굽형

5 22447856 정사각형

6 22447857 정사각형

7 22619314 정사각형

8 22447858 정사각형

9 22619316 정사각형

10 22447859 정사각형

순번 식별번호 품목 규격

11 22619317 정사각형

12 22447860 직사각형

13 22447861 직사각형

14 22447862 직사각형

15 22619315 직사각형

16 22447863 직사각형

17 22447864 원형

18 22447865 원형

19 22447866 원형

20 22447867 육각형  

1080 X 780 X 15mm

1200 X 950 X 15mm

1500 X 1150 X 15mm

1900 X 1500 X 15mm

830 X 830 X 15mm

1000 X 1000 X 15mm

1000 X 1000 X 15mm(4.5T)

1200 X 1200 X 15mm

1200 X 1200 X 15mm(4.5T)

1500 X 1500 X 15mm

1500 X 1500 X 15mm(4.5T)

1200 X 750 X 15mm

1000 X 800 X 15mm

1200 X 1000 X 15mm

1200 X 1000 X 15mm(4.5T)

1500 X 1000 X 15mm

Φ1000 X 15mm

Φ1200 X 15mm

Φ1500 X 15mm

1100 X 890 X 15mm

1. 주문형 디자인  생산

2. 내경조절형 디자인

3. 미끄럼 방지 페인트 사용

틀형상 :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말굽형을 기본으로 하며 장소에 따라 다면형도 제작가능

디자인 : 수요처의 주문 디자인 반영 가능 (기관마크, 심볼 등)

시간경과시 수목의 성장에 맞춰 내경 크기 조절가능

3단계 표면처리도장 공정으로 녹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눈, 비로 인한 미끄럼방지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가로수 보호판
Street Tree Design Grating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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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가로수 보호판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가로수 보호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 반영 가능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례

규 격 규 격

재 질

디자인 직사각형 1000 X 800

압연강재 (SS400)

규 격 규 격

재 질

디자인 원형 Φ1500

압연강재 (SS400)

규 격 규 격

재 질

디자인 말굽형 1080 X 780

압연강재 (SS400)

규 격 규 격

재 질

디자인 정사각형 1000 X 1000

압연강재 (SS400)

규 격 규 격

재 질

디자인 정사각형 830 X 830

압연강재 (SS400)

규 격 규 격

재 질

디자인 직사각형 1200 X 1000

압연강재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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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악취 차단커버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하수 악취 차단장치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하수 악취 차단장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제품의 특장점

작동원리 제품 이미지

악취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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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악취 차단장치 Odor Prevention Cover

성지기업의 악취차단장치는 무게추로 작동하는 방식으로써, 오물이나 빗물이 쌓이지 않고, 하수도 내부로

자동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지기업의 악취차단장치는 각 지자체가 주최한 품평회에서 배수능력 및

악취차단 기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하수냄새

4,808건

1
음식물/정화조

739건

2
하수/퇴적물

159건

3
기타

159건

4

악취발생장소별  : 주택가 : 5038건     /     상가지역 : 267건     /     아파트지역 : 138건

업무시설 : 63건     /   음식점 주변 : 552건   /     기타 : 474건

서울시 악취민원 발생건수  
총 6,032건

2016.09. 

대비75%
증가

무게추를 이용한 작동원리로 사후관리가 용이한 반영구적 제품

턱이 많은 구간 등 열악한 배수 환경에도 설치가 용이하고 제품의 호환성이 뛰어나 관리의 효율성이 입증됨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 재료와 난연소재의 접목 및 세균억제표면처리로 견고성과 세균억제력이 탁월

대칭형 구조와 제품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어떠한 배수구에도 관계없이 설치 가능

장기간 사용시에도 부식에 강한 소재로 사용

<개방시>

<폐쇄시>

평상시 닫힌 모습
악취가 차단됨

우수시 자동적으로 열려
빗물이 아래로 유입

무게추를 통해
작동하는 원리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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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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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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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



시공 과정

시공전 커버설치 시공완료

하수악취차단장치 재료의 장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부식에 강함

난연소재 사용으로 화재 우려 없음

경질(hard) 플라스틱 재질이므로, 금속제품에 비해 중량이 가벼워 작업성이 좋음

무게추 내장 힌지 방식으로, 개폐문 이탈우려 없음.

규격 참고표

규격표

규 격

400 X 500

500 X 600

A

395

495

B

495

595

C

250

354

D

350

450

E

80

111

F

O:75, C:65

O:90, C:80

날개(h)

40

55

순번 식별번호 규  격 순번 식별번호 규  격

1 22183454

2 22183455

3 22183456

4 22183457

5 22183458

6

7

8   

9   

22183466 750 X 800

22183467 800 X 850

10   

11   

12 22183470   900 X 900

13   

14   

22183472 900 X 1000

22183474 1000 X 1000

400 X 500

450 X 500

500 X 500

500 X 550

500 X 600

22183460 500 X 700

22183462 600 X 600

22183464 600 X 700

22183465 700 X 800

A치수(400 X 500 기준) Open : 75(h) Closed : 65(h) 타업체 : 170~200(h)

A

B

C

E

D

F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하수 악취 차단장치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하수 악취 차단장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23|  성지기업Beautiful city happy people22

도
시

안
전

 · 환
경

시
설

물



기존 비닐 가림막 대비 특장점

악취 차단 가림막 설치 사례

악취 차단 가림막 작동 원리악취 차단 가림막 Odor Prevention Door

설 치 전 설 치 후

악취 차단 가림막은 단일 문들을 여러개 경첩으로 연결한 구조며, 하수 배출시 아래칸 부터 단계적으로 자동

개방 개폐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맞춤 도어 방식이므로, 배출이 없을시, 차단판의 완전한 차단을 유도하여

악취 차단 효과를 상승시켜 줍니다. 뿐만아니라, 스텐레스 제질을 적용하여 부식 우려가 없고, 전면에

인공목재와 같은 장식판을 부착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텐레스 악취 차단 가림막합성비닐 가림막구  분

특  징

   틈새가 거의 없이 설치되므로 악취 차단효과가 탁월함

   수압에 따라 개폐량이 자동으로 조절됨.

   천연 WOOD를 세팅하여 미관상 우수함

   하단 추의 중량에 의해 항상 닫혀 있는 상태가 유지되며,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음.

   제품 설치비용이 저렴

   바람이 불 때, 악취차단 효과가 없음

   미관상 불결함

   오수가 배출되지 않을 때도, 바람에 문이 열릴 수 있음

   도어 하단에 무게추를 설치하여, 하수가 배출될때만 하수의 힘에 의해 열리고, 하수가 모두 빠져나가면, 무게추에 의해 다시 차단막이 닫힘.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악취 차단 가림막 도시안전 · 환경시설물 / 악취 차단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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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지

무게추<설치도>

<도어부 확대>

도
시

안
전

 · 환
경

시
설

물



   정부시험기관의 공인인증을 득한제품

   탄성 및 복원력이 뛰어난 특수 폴리우레탄 사용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

   현장 및 도로여건에 맞는 최적의 제품 선택가능

   다양한 제품 선택 가능     다양한 디자인 제품 보유

차선분리대 Divisional Strip

안
전

시
설

물

안전시설물 / 차선분리대 안전시설물 / 차선분리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27|  성지기업Beautiful city happy people2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품명 규격 식별번호 구분 모델명 인도조건

23079491 연결형 SJB-341 설치도Φ180×1800×900

차선분리대
23079490 독립형 SJB-340 설치도Φ180×1800×900

22719355 연결형 SJB-337 설치도Φ93×965×1820

22719355 연결형 SJB-337 현장 하차도Φ93×965×1820

SJB - 독립형

SJB - 연결형

차선분리대 설치사례



안전시설물 / 차선분리대 안전시설물 / 차선분리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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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모델명 SJB-340

규격

식별번호 23079490

Φ180×1800×900

연결형 차선 분리대 독립형 차선 분리대

모델명 SJB-341

규격

식별번호 23079491

Φ180×1800×900

연결형 설치사례 독립형 설치사례



품 명 규 격

재 질

I형 볼라드 Φ126×1050

스테인레스, 합성수지

규 격 규 격

재 질

U형 볼라드 Φ95×1200×800

스테인레스, 합성수지

규 격 규 격

재 질

I형 볼라드 Φ150×1050

스테인레스, 합성수지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보행자의 위험성을 크게 낮춤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재질로 차량 충돌시 충격 흡수에 강함

   안정된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에 어울림

   자외선 노출에 강하며 충격흡수력이 우수

   표면이 매끄러워 신체접촉 시 불쾌감이 없음

   초고휘도 반사지 부착으로 시인성이 탁월

볼라드 Bollard

품명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구분 인도조건

 I형 볼라드

SJB-301 22560628 매립식
설치도

하차도

SJB-302 22560629 이동식
설치도

하차도

SJB-303 22560630 매립식
설치도

하차도

SJB-304 22560631 이동식
설치도

하차도

U형 볼라드

SJB-313 23108726 매립식 설치도

설치도

SJB-308 23097345 이동식

SJB-307 23097344 이동식 설치도

설치도

Ø150 X 1050mm

Ø126 X 1050mm

Ø95 X 1200 X 800mm

SJB-314 23108727 이동식

안전시설물 / 볼라드 안전시설물 / 볼라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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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볼라드 규격표

볼라드 품목안내

성지기업 볼라드의 특장점

<기존 타사 볼라드> <성지기업 볼라드>

기존 타사 볼라드에 비해 기울어짐의 폭이 넓어,

보행자의 부상 및 차량파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품 명 규 격

재 질

I형 볼라드 Φ126×1050

스테인레스, 합성수지

45

안
전

시
설

물



안전시설물 / 볼라드 안전시설물 / 볼라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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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볼라드 설치사례

부산 해운대구

남구 동천초등학교

부산 녹산공단 부산 북구 덕천동 부산 기장군 부산 화명동

부산 만덕초등학교

서울 도봉구

안
전

시
설

물



강도 높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가볍고 견고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을 한층 높여줍니다.

안전 휀스
Safety Fence

안전시설물 / 안전 휀스 안전시설물 / 안전 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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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휀스 - 강도 높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가볍고 견고합니다

SJ 901 W2000 X H1100 AL합금주물, 분체도장모델명 규격 재질

SJ 902 W2000 X H1100 AL합금주물, 분체도장모델명 규격 재질

SJ 903 W2000 X H1100 AL합금주물, 분체도장모델명 규격 재질

안
전

시
설

물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12 W1500 X H1100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도장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13 W1500 X H1100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도장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23 W2000 X H1100

STS304 PIPE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21 W2000 X H1100

STS304 PIPE, AL합금주물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22 W2000 X H1100

STS304 PIPE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24 W2000 X H1100

STS304 PIPE, AL합금주물

안전시설물 / 안전 휀스 안전시설물 / 안전 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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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레스만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차량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 도심 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 아연도보강철물로 구성된 제품으로서 내구성이 좋으며, 도시 환경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 입니다목재 휀스 스텐 휀스

가드레일
모델명 규 격

재 질

SJ 911 W2000 X H1100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도장

안
전

시
설

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39|  성지기업Beautiful city happy people38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금속구조물 / 차양 금속구조물 / 차양

금
속

구
조

물

차양
Canopy

정부공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조달등재 제품

- 철저한 시험을 거친 자재 사용

현장 구조에 최적화된 모델링 제안

- 문의 시 현장 여건에 맞게 디자인 작업 후 예상 설치 이미지 확인 가능

발주자의 디자인 선택의 다양성

- 발주자 및 수요처가 원하는 디자인 및 색상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

   

철저한 사후관리

- 제품의 하자 발생에 대한 A/S 책임보장

차양 시공과정

- 차양 시공은 현장 실측부터, 디자인 제안, 현장 설치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디자인 시안제작

디자인 승인

제작 도면 작성

현장 설치현장실측
검수 및

사후관리

포항 여객터미널 - 매표소 입구

포항 여객터미널 - 택시승강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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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금속구조물 / 차양 금속구조물 / 차양

차양 조달청 등록제품

규 격

재 질

W1000 X L1000

식별번호모델명 SJK- 501 22858981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규 격

식별번호모델명 SJK-503 22858979

W1000 X L1000 재 질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규 격

재 질

W1000 X L1000

식별번호모델명 SJK- 502 22858980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규 격

재 질

W1000 X L1000

식별번호모델명 SJK-505 22858977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규 격

식별번호모델명 SJK- 504 22858978

W1000 X L1000 재 질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규 격

재 질

W1000 X L1000

모델명 SJK-506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금
속

구
조

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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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금속구조물 / 차양 금속구조물 / 차양

모델명 식별번호SJK-507 23228667 재 질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모델명 식별번호SJK-512 23232375 재 질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디자인 차양

재 질

모델명 식별번호 식별번호SJK-508 23228668 23228669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기둥커버 재 질

모델명 SJK-509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기둥커버

재 질

모델명 SJK-510 23232376 23228670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재 질

모델명 SJK-511

STS 304, P/C 또는 알루미늄복합패널

- 차양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 외에 알루미늄 복합패널도 적용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 컬러표

알루미늄 복합패널 적용

폴리카보네이트 적용

알루미늄 복합패널 적용

폴리카보네이트 적용

금
속

구
조

물

IVORY YELLOW

GREEN

GOLD PEARLSILVER PEARL

SKY BLUE BLUE DEEP BLUE LIGHT GREEN

RED

BROWN PEARL

LIGHT VIOLETORANGEWHITE

LIGHT BLUE

BLUE GREEN DARK WOODLIGHT WOOD

식별번호 식별번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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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금속구조물 / 차양 금속구조물 / 차양

차양 설치사례

산청 양수발전소 주차장

부산 노포동 택시승강장

포항 여객터미널

마산 중학교

부산 북부 면허시험장 부산 분포 중학교

금
속

구
조

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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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금속구조물 / 차양 금속구조물 / 차양

차양 설치사례

울산상업고등학교 울산발전연구소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부산 태종대 중학교

부산 양동초등학교

금
속

구
조

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AD/CAM 작업, 제품 제작, QC,

포장 및 납품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제관·설비 구조물
Met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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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 / 제관·설비 구조물 금속구조물 / 제관·설비 구조물

제관 금속 구조물 작업 과정

납품 사례

03 |  QC 04 |  납품

도면 제작

및

도면 해독
제품 검수

금
속

구
조

물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절단

BUCKET 롤적재대

LADDER TANK

밴딩

용접

포장 및 납품

레이저 절단1 밴딩 연마 등
재료 가공

2

취부 및 용접3 사상 및 도장4

02 |  제품 제작01 |  C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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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 퍼걸러 조경시설물 / 퍼걸러

조
경

시
설

물

퍼걸러
Pergola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 형태 그대로 공간 배치하여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를 만듭니다

재  질

규  격모델명 SJ 1103 W7000 X D4000

하드우드 / AL-BAR / P.C. / Stl-Pipe 재  질

규  격모델명 SJ 1104 W4500 X D4500

하드우드 / Stl-Pipe / Polycarbonate

재  질

규  격모델명 SJ 1101 W3500 X D3500

하드우드 / Stl-Pipe / G.V Sheet / Glass 재  질

규  격모델명 SJ 1102 W6000 X D3500

하드우드 / AL-BAR / P.C. / Stl-Pipe

디자인 퍼걸러



조경시설물 / 목재데크 조경시설물 / 목재벤치

조
경

시
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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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벤치 Wooden Bench

공간과 일체화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벤치를 지향합니다. 기능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단순한 벤치가 아닌,

은유적으로 기능을 표현함으로써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편안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벤치 입니다.

목재데크 Wooden Deck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자재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기존 방부목에서

발생하던 부패 및 뒤틀림이 없는 본사만의 가압 방부 건조과정을 거친 천연목재를 사용한 데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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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조형물

기장 대변항

멸치테마광장 조형물 

어촌 소득 안정과 어항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멸치테마광장을 통한

시민들의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조명연출시 다양한 빛의 변화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조형적 요소를 증대

조형물 설치과정

1. 크레인 2. 지주설치 3. 테두리 조립

4. 몸체 조립 5. 내부멸치떼 6. 완료

조
형

물

야간 이미지



조
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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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해상케이블카

용 조형물 

용의 발현을 모티브로 제작 되었으며, 총 길이 23.7m,

높이 약 5m 규모로, 165개 레이어의 철판이 모여

요동치는 용의 움직임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초량 상업지구 게이트

조형물 조형물



조
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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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시장 입구 조형물

초량 제1지하도 게이트

송도 해상다이빙대 사인

만남의 광장 지주사인

주간 이미지 야간 이미지

조형물 조형물



조
형

물

방화근린공원

포토존 조형물

부산 수안치안센터

입구 조형물

울산 6.25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

국제크루즈터미널

조형물 설치

송도해수욕장

홍보조형물

부산은행

본점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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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조형물



포푸라 맞이거리 주거환경 개선공사 자주식 주차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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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개선공사

도
시

환
경

 개
선

공
사

간판, 파사드 조형물

벽조형물

벽조형물, 반사경 문 부착 조형물

   설치 및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시공비가 저렴

   높이 8m(난간제외,최대3층 4단)골조립식으로 시공되는 자주식주차장은 행정상 공작물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써 건축허가가 필요없어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이 없고, 행정절차가 간단하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시공비 또한 저렴합니다.

   경제적인 관리 

   기계식처럼 실비 조작원이 필요하거나 고장이 없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또한 일반 건물과 달리 관할구청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주식 주차장의 특장점



도시환경 개선공사 도시환경 개선공사

도
시

환
경

 개
선

공
사

체육시설물 공사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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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방지휀스 외부 편의시설



친환경 전기차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WIND-K1

WIND-K2

MY WING-S1

MY WING-S2

ECOTA-S100

ECOTA-C100

WIND-M1

SJE-3000

WIND-C1

WIND-C2

터널 비상차

기타 제작사례

조직 및 납품실적 

2016년

명지시장 경관조형물 설치공사

기장군 대변항 멸치조형물설치공사

연제구 노인복지시설 개선공사

남구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진구청 가야대로 시설물설치공사

사하구 감천동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해운대구 반송 놀이터 건립공사

기장군 대변항 캐노피설치공사

연제구 대중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대한적십자사 충남희망나눔센터 시설물설치공사

해운대구 소규모주차장 시설공사

동구 친환경 스카이훼이 주차장 시설물 건립공사

서구 계단길 그린훼이 조성사업공사

서울시 성동구 하수악취차단시설 설치공사

대구 달서구 샛별어링이공원내 시설물정비공사

수영구 망미동 중앙시장 아케이트공사

남구 대연동 청구아파트일원 시설물정비공사

대구 달석 오정어린이 공원 시설물공사

금정구 중앙대로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공사

진구 부암로 디자인 가로수보호판설치공사

사상구 에코팩토링 사업중 디자인 퍼컬러 설치공사

서구 아미초등학교 스쿨존 내 안전휀스설치공사

2017년
부산 태종대 중학교 차양 설치공사

산청양수발전소 주차장 차양 설치공사

송도 해상케이블카 용 조형물 설치공사

초량 상업지구 게이트 설치공사

초량 제1지하고 게이트 설치공사

송도 해상다이빙대 간판 설치공사

만남의광장 지주사인물 설치공사

방화근린공원 포토존 조형물 설치공사

감전1 포푸라맞이거리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공사

사직여고 외부편의시설 설치공사

양정초등학교 비구방지휀스 설치공사

통영 달아공원 주차장 차양 설치공사

기장농업기술센터 차양 설치공사

포항 여객터미널 캐노피 설치공사

마산중학교 스탠드 차양 설치공사

노포동 택시승강장 차양 설치공사

부산 북부 면허시험장 차양 설치공사

분포중학교 운동장 및 스탠트 차양 설치공사

울산상업고등학교 스탠드 차양 설치공사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차양 설치공사

양동초등학교 차양 및 분리수거함 설치

울산발전연구소 입구 캐노피 설치

동서로 갈매기 표지판 개선공사

2015년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공사(2차)

동신어린이집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2015년 주요 보도구간 교통약자 편의시설

물만골 주거환경정비사업

2014년 남구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공사

미남로타리-만덕터널간 도로확장공사

명지새동네길2번길 36-7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중앙공원 순환도로 정비공사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휴게시설 설치공사

2015 공공마리나 시설개선공사

태종로 확장공사

덕포동 가로수 식재공사

서동로 확장공사(4차)

포천초등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구장 이동용 가림막 설치

동서로 갈매기 표지판 개선공사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접속도로 정비공사

만덕재해지구 도로정비공사

백양대로 778 물고임 해소사업

중앙동 중앙대로48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

2015년

 주요 실적현황 (2017년~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