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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    원

당 사 는  조 명 타 워 ,  가 로 등 ,  경 관 조 명  및  각 종  실 외 조 명 , 

그 리 고  각 종  도 로  구 조 물 의  생 산 , 납 품 , 시 공 전 문 업 체 로 서 

귀 사 에 서  발 주 하 는  관 련  공 사  및  납 품 을  지 명 받 고 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명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주식회사 태   헌

대표이사 고태호

귀  중



업 체 소 개

인 허 가 증

인 증 서

특 허  및  디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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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 체 소 개



인 사 말 / 회 사 소 개

1986년 창립하여 30여 년간 국내 도로조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저희 

(주)태헌은 “큰 밝음”이라는 회사이름처럼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조명 제조 전문

회사로서, 연간 30,000여 본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국내 최고 도로조명, 스포츠

조명 전문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반포대교, 여수 엑스포, 한강 르네상스 등 국내 굴지의 경관 조명 사업을 수행

하였으며, 2015년 도시경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짧은 시간에 우수 사례를

확보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역량과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국책과제를 수행함은 물론이고 방폭등 KCS안전

인증서, 투광등 1,000시간 에이징 성적서, LED 가로등과 터널등 도로공사 승인,

고효율 기자재 인증, 서울시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인증, LH 가로등 디자인 공모 우수상

수여를 비롯한 각종 인증 획득 등 대외적으로 디자인 능력과 제품개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와 수백여건의 디자인 특허 보유 현황은 고객들의 니즈를 언제나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변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읍-원덕간 LED 터널등, 평택미군기지 가로등,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

필드, kt wiz 위즈파크 조명타워, 평창 동계 올림픽 조명과 같은 국내 최대의 프로젝트들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경관분야에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직원행복을 최대 가치로 삼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큰 밝음”을 제공하는 (주)태헌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대에 꼭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태헌 임직원 일동

0
1



(주) 태헌 
(KS, ISO 9001, ISO 14001,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영업 및 서울사무소 : (02)769-1220~3
본사 및 공장 : (031)354-5901~3

영업 및 서울사무소 : (02)780-8222
본사 및 공장 : (031)354-5900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B/D 1026호                
                 (우:07331)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우:18576)
 

www.taehun.co.kr

taehun@hanmail.net 

COMPAN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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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등

조 명 타 워 공 원 등

등 기 구



업 체 현 황 / 사 훈

업  체  현  황

회  사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대 표 자 명

본 점 ( 공 장 )
소  재  지 

본 점 
전 화 번 호

본 점 
F A X

서 울 사 무 소
주 소

서 울 사 무 소
전 화 번 호

서 울 사 무 소
F A X 번 호

자  본  금 회 사 설 립 일

품 질 관 련
인 증 업  태

HOME 
PAGE

E - M A I L
A D R E S S

(주)태  헌
TAEHUN

1 2 4 - 8 1 - 3 6 0 9 8

110111-0510069고태호(KOH TAEHO)

경 기 도  화 성 시  팔 탄 면  노 하 길  3 5 5 - 1 4

031)354-5901~3 0 3 1 ) 3 5 4 - 5 9 0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B/D 1026호       

0 2 ) 7 6 9 - 1 2 2 0 ~ 3 0 2 ) 7 8 0 - 8 2 2 2

1 5 억  2 천 만 원
1986년

11월 26일

K S
I S O 9 0 0 1
I S O 1 4 0 0 1
이 노 비 즈 기 업
벤 처 기 업

제조,건설

www.taehun.co.kr tae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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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

하 면 된 다

실 천 하 고

개 선 하 자



회 사 기 사 / 광 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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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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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기 사 / 광 고



02. 인 허 가 증



thkoh@hanmail.net

0
2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0
2 금속창호/강구조물 건설업등록증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0
2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ㅇ대  분  류 :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ㅇ제   품   명 : 옥외조명설비공사

       ※ 동 제품의 직접생산 가능범위 : 붙임의 세부품명별 ‘필수특이사항’에 따름

ㅇ생 산 업 체 명 : (주)태헌

ㅇ사 업 자 번 호 : 124-81-36098

ㅇ대 표 자 성 명 : 고태호

ㅇ소재지 (본사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노하리 197-1)

제 2020-0541-00311 호

(공장1) :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노하리 197-1)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21년 01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21-01-12

 09:41)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ㅇ대  분  류 :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ㅇ제   품   명 : 이동식및임시용조명및액세서리

       ※ 동 제품의 직접생산 가능범위 : 붙임의 세부품명별 ‘필수특이사항’에 따름

ㅇ생 산 업 체 명 : (주)태헌

ㅇ사 업 자 번 호 : 124-81-36098

ㅇ대 표 자 성 명 : 고태호

ㅇ소재지 (본사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노하리 197-1)

제 2019-0558-00076 호

(공장1) :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노하리 197-1)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21년 01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21-01-12

 09:39)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ㅇ대  분  류 :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ㅇ제   품   명 : 옥내조명및설비

       ※ 동 제품의 직접생산 가능범위 : 붙임의 세부품명별 ‘필수특이사항’에 따름

ㅇ생 산 업 체 명 : (주)태헌

ㅇ사 업 자 번 호 : 124-81-36098

ㅇ대 표 자 성 명 : 고태호

ㅇ소재지 (본사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노하리 197-1)

제 2019-0539-00422 호

(공장1) :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노하리 197-1)

ㅇ유 효 기 간 : ※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출력일자 : 2021년 01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2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2021-01-12

 09:41)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인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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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S 제품인증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1122224488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77--0022--2277~~22002200--0022--2266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110000DD
용용                  량량  :: 9955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  111122  ((llmm//WW))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0022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공장주소, 사무소 주소 변경에 따른 재발급

<본 인증서는 한국조명연구원 KILT1701-D00293(2017-01-2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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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05:06

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1122224499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77--0022--2277~~22002200--0022--2266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115500DD
용용                  량량  :: 114400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  111155  ((llmm//WW))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0022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공장주소, 사무소 주소 변경에 따른 재발급

<본 인증서는 한국조명연구원 KILT1701-D00292(2017-01-2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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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06:06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227766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0055--0088~~22002211--0055--0077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77112200EELLTT
용용                  량량  :: 112200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1155..99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영영등등포포구구  여여의의도도동동  여여의의도도백백화화점점  11002266호호

경경기기도도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리리  119977--11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0055월월0088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0950(2018-04-1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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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5522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DD005500FFOOEE
용용                  량량  :: 55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55..33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68-HE(2018-12-26)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0
3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44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55005500FFOOEE
용용                  량량  :: 55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88..66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54-HE(2018-12-1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2288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2211~~22002222--0011--2200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55002255FFOOEE
용용                  량량  :: 2255  WW
효효                  율율  :: 112211..33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2211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52-HE(2019-01-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228822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2211~~22002222--0011--2200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DD002255FFOOEE
용용                  량량  :: 2255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11..33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2211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66-HE(2018-12-1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LLEEDD터터널널등등기기구구  제제11229900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77--0044--0044~~22002200--0044--0033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LLEEDD터터널널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LLEEDD터터널널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110000DDLL
용용              량량  :: 9955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0077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영영등등포포구구  여여의의도도동동  여여의의도도백백화화점점  11002266호호

경경기기도도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리리  119977--11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77년년0088월월1177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당해모델에서 컨버터 변경에 따른 부품변경

<본 인증서는 한국조명연구원 KILT1703-D01035(2017-03-15)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LLEEDD터터널널등등기기구구  제제11229911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77--0044--0044~~22002200--0044--0033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LLEEDD터터널널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LLEEDD터터널널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220000DDLL
용용              량량  :: 119900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1133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영영등등포포구구  여여의의도도동동  여여의의도도백백화화점점  11002266호호

경경기기도도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리리  119977--11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77년년0088월월1177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당해모델에서 컨버터 변경에 따른 부품변경

<본 인증서는 한국조명연구원 KILT1703-D01036(2017-03-15)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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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77441122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1100--1100~~22002211--1100--0099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220000EEXXEEOO
용용                  량량  :: 117755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99..22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1100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782(2018-09-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774411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1100--1100~~22002211--1100--0099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110000EEXXEEOO
용용                  량량  :: 9900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11..88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1100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781(2018-09-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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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77441166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1100--1100~~22002211--1100--0099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NN225500EEXXEESS
용용                  량량  :: 223300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00..55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1100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780(2018-09-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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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77441144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1100--1100~~22002211--1100--0099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FFTTSS11000000
용용                  량량  :: 1100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11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1100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한국조명연구원 KILT1808-D04599(2018-08-2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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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77442266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1100--1100~~22002211--1100--0099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NN115500EEXXEEOO
용용                  량량  :: 113300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1199..11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1100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778(2018-09-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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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2277441199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88--1100--1100~~22002211--1100--0099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NN110000EEXXEEOO
용용                  량량  :: 8855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88년년1100월월1100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777(2018-09-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3366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110000HHOOEE
용용                  량량  :: 11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44..22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78-HE(2018-12-26)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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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00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77112200GGOOEE
용용                  량량  :: 112200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11..99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60-HE(2018-12-1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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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11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77112255GGOOEE
용용                  량량  :: 112255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00..66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62-HE(2018-12-1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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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22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115500HHOOEE
용용                  량량  :: 1155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11..99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80-HE(2019-01-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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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66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220000HHOOEE
용용                  량량  :: 22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66..33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82-HE(2018-12-26)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0
3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NN115500GGOOEE
용용                  량량  :: 1155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22..88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72-HE(2018-12-1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99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77115500GGOOEE
용용                  량량  :: 1155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00..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64-HE(2018-12-1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4477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007755HHOOEE
용용                  량량  :: 7755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00..00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76-HE(2018-12-26)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5500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77110000GGOOEE
용용                  량량  :: 11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1177..99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58-HE(2019-01-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5511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55007755GGOOEE
용용                  량량  :: 7755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66..88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56-HE(2018-12-26)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55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TTLL--TT005500HHOOEE
용용                  량량  :: 55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22..88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74-HE(2018-12-1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00115544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11--1155~~22002222--0011--1144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SSLL--NN110000GGOOEE
용용                  량량  :: 11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1155..99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11월월1155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8-00970-HE(2019-01-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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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55773399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66--2211~~22002222--0066--2200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KKWWII11220000--66AA
용용                  량량  :: 11  22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33..99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66월월2211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9-02293(2019-06-2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06-24 09:06

0
3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3344660088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0055--2244~~22002222--0055--2233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KKWWII11000000--66AA
용용                  량량  :: 1100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33..55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0055월월2244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C19-00654(2019-05-2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05-24 04:05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336677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1166~~22002222--1122--1155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HHKKMM880000--WW
용용                  량량  :: 88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99..22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1166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238-HE(2019-10-3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16 12:12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7799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2233~~22002222--1122--2222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HHKKMM440000--WW
용용                  량량  :: 44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4444..22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2233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237-HE(2019-10-3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24 09:12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44990033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2200--0033--2233~~22002233--0033--2222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SSHHII11000000--1122AA
용용                  량량  :: 11  00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1155..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2200년년0033월월2233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HE2003-027(2020-03-1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20-03-27 09:03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334400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1166~~22002222--1122--1155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SSHHII11220000--66AA
용용                  량량  :: 11  22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22..55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1166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142-HE(2019-12-0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16 12:12

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552200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1166~~22002222--1122--1155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PPTTSS11220000--66BB
용용                  량량  :: 1122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11..66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1166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021-HE(2019-10-08)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20-01-03 12:01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333399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1166~~22002222--1122--1155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SSOOII11220000--66AA
용용                  량량  :: 11  22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2211..88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1166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079-HE(2019-12-0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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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779944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2233~~22002222--1122--2222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HHKKII440000--44BB
용용                  량량  :: 44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4466..11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2233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234-HE(2019-10-3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24 09:12

0
3고효율 성적서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778811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2233~~22002222--1122--2222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HHKKII220000--22BB
용용                  량량  :: 22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3366..44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2233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233-HE(2019-10-2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23 03:12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779966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2233~~22002222--1122--2222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HHKKII880000--44BB
용용                  량량  :: 88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4400..77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2233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236-HE(2019-10-31)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24 09:12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  인인증증서서

등등기기구구  제제4411779955호호 유유효효기기간간  ::  22001199--1122--2233~~22002222--1122--2222

①①  업업체체명명((법법인인등등록록번번호호))
((주주))태태헌헌  ((111100111111--00551100006699))

②②  사사무무소소  소소재재지지

③③  공공  장장  소소  재재  지지

기기  자자  재재  명명  ::  등등기기구구
형형                  식식  :: 실실외외용용LLEEDD등등기기구구
모모        델델        명명  :: TTHHFFLL--HHKKII660000--44BB
용용                  량량  :: 660000  WW
효효                  율율  :: 광광효효율율[[llmm//WW]]  ::  114488..66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주주))태태헌헌  ::  경경기기  화화성성시시  팔팔탄탄면면  노노하하길길  335555--1144  

④④  인인증증기기자자재재

『『에에너너지지이이용용합합리리화화법법』』  제제2222조조제제44항항에에  따따라라  고고효효율율에에너너지지기기자자재재임임을을  인인증증합합니니다다..

22001199년년1122월월2233일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주)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 ESTLT-19-01235-HE(2019-10-2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한국국에에너너지지공공단단      이이      사사      장장

1/4

2019-1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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