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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DUCT
The Leading Provider of Quality Improvement Products

BRIEF HISTORY
1993. 02	 제일산업설립

1997. 08 수원시	입북동	공장이전	

1997. 09 스파이럴닥트/후렉시블호스

	 기계설비	도입

2002. 02	 (주)제일공조산업	법인	전환

2003. 07	 프라즈마	자동	재단기	도입

	 자동용접기	도입

2004. 06	 (주)제일스파이럴	상호	변경	

2005. 04	 (주)제일스파이럴	율암리	공장	증축

2005. 06	 스파이럴(Spiral.	Former)기계	도입

	 KSA	9001:2001/ISO9001:2000	인증업체

	 스파이럴,	후렉시블	시험인증업체

2006. 03	 후렉시블(은박)	자동기계	도입

	 후렉시블	보온	자동화	시스템	도입

2006. 07	 특허등록(블랭킹금형)	|	벤처기업	인증업체

2006. 09	 클린사업장	인증업체

2007.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업체

2007. 03	 자동	용접기	추가	도입

2009. 04	 조달청	및	방위청	등록업체(2009.	4.	6)

2012. 02	 현공장으로	신축이전

2013. 0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2016. 01	 KS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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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승인서

금번 귀사에서 시공하시는                         현장공사에 대한 

자재승인을  받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하신 후  指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202   년     월     일

( 주 ) 제 일 스 파 이 럴

대 표 이 사  윤 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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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2015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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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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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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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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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기 수  량 제 작 사

LASER CUTTING MACHINE  1 BODOR

SPIRAL FORMER  2 세일기계/진웅테크

STITCH WELDER  4 SPIRO/진웅테크

SPOT WELDER  10 신화전기

GORE SEAM FORMER  11 명성기계

GORE LOCKER  4 SPIRO/명성기계

EDGE FORMER  5 명성기계

AL FLEXIBLE MACHINE  3 진성산업

TP FLEXIBLE MACHINE  7 선민산업

INSULATION HOSE MACHINE  2 진성산업

BENDING MACHINE  1 AMADA

SHEARING MACHINE  5 AMADA 외

DRILLING MACHINE  4 삼천리기계

MILLING MACHINE  1 STONIC

프레스  30 삼호프레스 외

연마기  1 진영

분체도장기  1 -

콤프레셔  6 한신 콤프레셔

CO2 용접기  2 신화전기

아르곤 용접기  2 신화전기

호이스트  8 LK

지게차  4 현대중공업

보유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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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

지  역 현장명(건설사) 시공업체

평택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대우건설

군산  군산디오션시티푸르지오 대우건설

화성 동탄한신휴플러스 한신공영

부천  삼보테크노타워 대우건설

안산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롯데건설

수원  수원권선꿈에그린 한화건설

부산 대연파크푸르지오 대우건설

안양 평촌더샵아이파크 포스코건설

오산  오산세교e편한세상 대림산업

인천 송도더샵퍼스트파크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더샵센트럴시티 포스코건설

안양  평촌아이에스비즈타워 아이에스동서

오산 서동탄더샵파크시티 포스코건설

울산  우성스마트시티뷰 우성종합건설

수원  수원지방법원 한일건설

서울  가산W타워 태영건설

양산  노블랜드7차 대방건설

군산  대원칸타빌 대원

진주 진주혁신도시대방노블랜드 대방건설

시흥  시흥하늘휴게소 동부건설

천안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에이스건설

군포  M테크노센터 코오롱건설



57

주요납품실적

지  역 현장명(건설사) 시공업체

일산  힐스테이트일산 현대건설

서울 송파한화오벨리스크 한화건설

고양 원흥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인천 창센트럴푸르지오 대우건설

김포 E편한캐널시티 대림산업

창원  창원가음꿈에그린 한화건설

예천 경북도청신도시 호반베르디움2차 호반건설

서울 서초푸르지오써밋 대우건설

용인 기흥역지웰푸르지오 대우건설

의정부 민락2지구 반도유보라 반도건설

세종 한신휴플러스 한신공영

하남  미사강변더샵센트럴포레 포스코건설

평택  힐스테이트평택3차 현대건설

수원 수원벤처밸리 대림건설

용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

인천 인천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 금강종합건설

부산 센텀스카이비즈 아이에스동서

부산 용호동 더블유 아이에스동서

대구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점 신세계건설

서울 아모레퍼시픽신사옥 현대건설

여수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현대건설

창원 LG전자 창원R&D센터 GS네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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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

지  역 현장명(건설사) 시공업체

천안 천안미래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에이스종합건설

수원 수원아이파크시티5차 현대산업개발

광주  무등산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천 엠파크시티M1 삼성물산

서울 나인트리 호텔 GS건설

화성  E편한세상 화성 대림산업

인천  앰코테크놀로지 삼성물산

인천 E편한세상 서창 대림산업

청주 서청주센트럴파크 한신공영

대전 문지지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효성건설

수원 광교더샵레이크파크 포스코건설

평창 평창올림픽빌리지 대림산업

대구 테크노폴리스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성남  위례GS자이 GS건설

거제 거제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창원 창원더샵센트럴파크 포스코건설

서울 위례센트럴푸르지오 대우건설

시흥 배곧3차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창원  용지더샵레이크파크 포스코건설

서울 롯데중앙연구소 롯데건설

세종 세종더샵힐스테이트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성남 위례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삼성물산,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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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

지  역 현장명(건설사) 시공업체

서울  미아꿈의숲 롯데캐슬 롯데건설

천안 천안불당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인천 송도프리미엄아울렛 한진중공업

서울 마곡롯데캐슬파크 오피스텔 롯데건설

서울 상도파크자이 GS건설

의정부  의정부민락푸르지오 대우건설

서산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광명 광명프리미엄아울렛 롯데건설

서울 문정지식산업센터 현대엔지니어링

구리 갈매나인힐스 포스코건설

성남 대우위례센트럴 대우건설

수원 CJ R&D CENTER CJ건설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건설

대전 한국타이어 연구소 대림산업

서울 제2롯데월드 롯데건설

서울 북한산 푸르지오 대우건설

부산 부경대 대연캠퍼스 한화건설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 현대산업개발

경산  하양코아루 동서건설

창원 메트로시티 데시앙 한림풀에버 한림건설

강릉 유천지구 우미린 우미건설

안양 오비즈타워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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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

지  역 현장명(건설사) 시공업체

대구 브라운스톰범어 이수건설

세종  한국정책방송원 대우조선해양건설

서울 래미안첼리투스 삼성물산

수원 이마트 광교점 신세계건설

서울 삼성SDS상암센터 삼성물산

수원 롯데몰 수원점 롯데건설

서울 강서힐스테이트 현대건설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현대건설

화성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한화건설

안양 LS엠트론 하이테크센터 대우건설

서울 위례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세계건설

나주 한전 신사옥 대우건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우건설

청주 현대백화점 충청점 현대건설

서울 동부센트레빌(이촌동) 동부건설

인천 계양센트레빌 동부건설

천안 천안불당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인천 송도프리미엄아울렛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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