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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텍 “에너지사업본부” 평촌 본사로 이전
㈜에프알텍은 지난 5월 평촌 “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에 “에프알텍타워”
신축사옥을 완공하였으며, LED 에너지사업본부 공장을 기존 인덕원

“두산벤처다임”에서 “에프알텍타워”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2일 에프알텍 전체 사업부가 “에프알텍타워” 로 이전
합니다.
에프알텍은 국책사업인 “시스템조명2.0”의 주관기업으로서 “에프알텍타워”
지상10층 부터 지하2층까지 빌딩ㆍ복합건물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증 기반
LED시스템조명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사 이전을 기점으로 최고의 업무환경과 생산시설을 갖춘 만큼 고객분들을
더욱 더 만족 시켜 드릴 수 있는 “에프알텍”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 평촌 “에프알텍타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25 에프알텍타워 4층 에너지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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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EM-Tech 신축사옥 LED 납품- 수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여 주변에 평촌역이 있으며 EM-Tech의
신축사옥 공사현장에 LED 납품 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
약 0.8억원의 수주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 실외조명까지
다양한 LED조명을 납품,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제이피케이코리아 LED 납품- 수주
LED조명 전문업체인 제이피케이코리아에 LED 납품 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
약 2.7억원의 수주 금액으로 LED 직관등 조명을 납품하는 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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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무지개마을 삼성건영 아파트 LED 교체 공사 - 수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하며, 주변에 불곡산과 교육 및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삼성건영 아파트의 LED 교체 공사 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
약 0.3억원의 수주 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까지 다양한 LED조명을
납품,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시흥 베르빌 아파트 LED 교체 공사 - 수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위치하며, 지하철 금천구청역과 연결된 초역세권과
단지 주변에 주거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흥베르빌 아파트의 LED 교체
공사 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
약 0.2억원의 수주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까지 다양한 LED조명을
납품,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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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등 18W, 36W (상시등) 고효율 인증서 발급
주차장등 18W, 36W(상시등) 고효율 인증서 발급받았습니다.
에프알텍 주차장등은 지하주차장 전용램프로서 설치가 용이하고,
광효율이 높고, 주차장에 적합한 제어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하주차장등
∙ 기존 형광등 대체
∙ 공장 및 지하주차장 용

LU018KNOL-D3BGB1S / 1200mm / 126.6 lm/W

LU036KNOL-D3BGB1S / 1200mm / 127.0 l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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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테크노타운 LED 교체공사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하며 주변에 백석역이 있으며 일산신도시내
아파트형공장인 일산테크노타운의 LED 교체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약 1억원의 수주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 실외조명까지
다양한 LED조명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한창 LED 교체 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하며, 전열교환기, 에어컨 부품 제조, 조립업체인
㈜한창 본사 및 공장 건물에 LED 교체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약 0.7억원의 수주 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 고천장등까지

다양한 LED조명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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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가정연합 LED 교체공사
서울시 용산구 흑성동 위치한 세계평화가정연합 통일교본부 건물에
LED 교체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약 0.6억원의 수주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 실외조명까지
다양한 LED조명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천호 삼성아파트 LED 교체 공사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천호 삼성 아파트에
LED 교체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약 0.4억원의 수주 금액으로 실내 조명 부터 주차장등까지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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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함께하는
에프알텍이 되겠습니다.
(주)에프알텍은 루시우스[Lucius]라는 브랜드로 LED조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루시우스 시리즈의 경쟁력은 제품 차별화 입니다.
성능은 동일제품 최고를 구현하고, 품질은 개발단계부터 나사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불량률 0%를 지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친환경적
디자인에 역점을두었습니다. 에프알텍 LED사업부는 개발, 제조, 시공 그리고
A/S 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LED조명
사업을 구조화하는데 에프알텍이 선두에 나서겟습니다.

㈜에프알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서관 1001호

www.frtek.co.kr

031.478.2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