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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 1 

1) 회사개요 

2) 조직도 

3) 기술인력현황 

4) 인증 및 자격사항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1) 회사개요 

상          호 상          호  ㈜신우이엔지 (2003년 7월 29일 설립)  ㈜신우이엔지 (2003년 7월 29일 설립) 

소   재   지 소   재   지 
 본사 및 공장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안양사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 설비유지보수사업본부 

 본사 및 공장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안양사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 설비유지보수사업본부 

주 요 사 업 주 요 사 업 
 기계설비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조설비사업 

 기계설비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조설비사업 

 전문 소방시설, 전기공사업 

 냉동공조/발전설비 등 각종 설비 

   유지/보수사업 

 전문 소방시설, 전기공사업 

 냉동공조/발전설비 등 각종 설비 

   유지/보수사업 

자본 및 매출 자본 및 매출 
 자본 : 10억원 

 매출 : 66억원(2019년),  64억원(2018년),  74억원(2017년) 

 자본 : 10억원 

 매출 : 66억원(2019년),  64억원(2018년),  74억원(2017년)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2) 조 직 도 

대표이사 

현장지원부 생 산 부 기술사업부 경영지원부 

경리 / 재무 

관리팀 

구매팀 영업팀 

기술팀 

공무팀 

생산/조립팀 

외주관리팀 

현장 2 팀 

현장 1 팀 

시공관리팀 

감사 기업부설연구소 

총괄이사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3) 기술인력 현황 

 기   술   사 : 1명 

 박         사 : 1명 

 기   능   장 : 1명 (2개) 

 석         사 : 1명 

 기         사 : 9명 (14개) 

 기 능 사 외 : 8명 (10개) 

 기   술   사 : 1명 

 박         사 : 1명 

 기   능   장 : 1명 (2개) 

 석         사 : 1명 

 기         사 : 9명 (14개) 

 기 능 사 외 : 8명 (10개)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4) 인증 및 자격사항  

주요 인증서 주요 인증서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증 

 싱글PPM인증 

 서비스 품질우수기업인증 

 환경,품질경영시스템(ISO)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증 

 싱글PPM인증 

 서비스 품질우수기업인증 

 환경,품질경영시스템(ISO)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4) 인증 및 자격사항-등록증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4) 인증 및 자격사항-품질인증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4) 인증 및 자격사항-특허증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4) 인증 및 자격사항-기타  



 1. 회사소개  1. 회사소개 

4) 인증 및 자격사항-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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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린룸 설비의 요구 성능 

2) 병원내 각 실의 표준 온,습도 

3) 병원내 수술실 청정도 관리수준 

4) 클린룸 청정도 등급 

5) 설계 및 시공 절차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실내 공기중의 먼지나 부유미립자가 한정된 청정도 이하로 관리되고,  

   그 공간 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약품, 물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청정도 이하로 

   유지 되면서 실내의 압력, 습도, 온도, 기류의 분포와 속도 등을 환경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밀폐공간을 클린룸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병원에서는 원내감염, 수술중이거나 수술후의 2차 감염, 더 나아가서 

   환경오염 관점에서 미생물 제어문제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클린룸의 필요구역은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무균병동  

   등이 있으며 클린룸은 환자의 개복 정도나 몸 상태에 따라 심혈관 계통의 

   저체온수술등 온도의 급강하 및 급상승에 큰 유의가 필요 합니다. 

   

   실내 공기중의 먼지나 부유미립자가 한정된 청정도 이하로 관리되고,  

   그 공간 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약품, 물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청정도 이하로 

   유지 되면서 실내의 압력, 습도, 온도, 기류의 분포와 속도 등을 환경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밀폐공간을 클린룸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병원에서는 원내감염, 수술중이거나 수술후의 2차 감염, 더 나아가서 

   환경오염 관점에서 미생물 제어문제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클린룸의 필요구역은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무균병동  

   등이 있으며 클린룸은 환자의 개복 정도나 몸 상태에 따라 심혈관 계통의 

   저체온수술등 온도의 급강하 및 급상승에 큰 유의가 필요 합니다. 

클린룸 이란? 클린룸 이란?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1) 클린룸 설비의 요구 성능 

 클린룸 內 청정공기 송풍 

 클린룸 內 미세입자 유입차단 

 클린룸 內 미세입자 발생방지 

 클린룸 內 온습도 및 기압유지 

 클린룸 內 청정공기 송풍 

 클린룸 內 미세입자 유입차단 

 클린룸 內 미세입자 발생방지 

 클린룸 內 온습도 및 기압유지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병원내 각 실의 표준 온,습도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3) 병원내 수술실 청정도 관리수준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4) 클린룸 청정도 등급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2. 클린룸 설비의 정의 

 기본적인 협의 내용은 구매 규격에 준함.   기본적인 협의 내용은 구매 규격에 준함.  

5) 설계 및 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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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r Handling Unit (공기조화기) 

2) 건식제습기 

3) Air Control Unit 

4) HEPA FILTER UNIT 

5) 전도성 타일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1) AHU 공기조화기 

 Double Skin 구조로 외면은 PCM강판 / 내면은 폴리에틸렌 폼 등을 부착하여 외관이 미려하며 

  열손실을 최소화 하며 흡음효과를 높임. 

 소요정압에 따라 Air foil 또는 Sirocco 타입의 FAN을 채택, 정밀Balancing 제작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고 공조기 수명을 연장시킴. 

 AFI 85% 여과 성능의 부직포를 사용하여 세정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공조공간에 따른 다양한  

  필터를 공급. 

 Double Skin 구조로 외면은 PCM강판 / 내면은 폴리에틸렌 폼 등을 부착하여 외관이 미려하며 

  열손실을 최소화 하며 흡음효과를 높임. 

 소요정압에 따라 Air foil 또는 Sirocco 타입의 FAN을 채택, 정밀Balancing 제작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고 공조기 수명을 연장시킴. 

 AFI 85% 여과 성능의 부직포를 사용하여 세정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공조공간에 따른 다양한  

  필터를 공급.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2) 건식제습기 

 Honey Comb 구조로 내구성이 강하며, 내부에 강력한 흡습제인 실리카겔이 코팅되어 있어 

  상대습도를 0%까지 만들 수 있어 연구시설이나 제약공정에 적합함. 

 외부의 다습한 공기가, 처리부를 통과하며 수분이 제거되어 제습상태로 실내에 유입되고, 흡수  

  한 습기는 재생부로 이동하여 고온으로 가열되어 로터를 통과시켜 이 고온의 공기에 의해 내부 

  를 건조 시키는 방식으로, 로터가 제습처리와 재생작용을 연속적으로 해주어 탁월한 제습성능 

  을 발휘함. 

 Honey Comb 구조로 내구성이 강하며, 내부에 강력한 흡습제인 실리카겔이 코팅되어 있어 

  상대습도를 0%까지 만들 수 있어 연구시설이나 제약공정에 적합함. 

 외부의 다습한 공기가, 처리부를 통과하며 수분이 제거되어 제습상태로 실내에 유입되고, 흡수  

  한 습기는 재생부로 이동하여 고온으로 가열되어 로터를 통과시켜 이 고온의 공기에 의해 내부 

  를 건조 시키는 방식으로, 로터가 제습처리와 재생작용을 연속적으로 해주어 탁월한 제습성능 

  을 발휘함.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3) Air Control Unit 

 UNIT의 조합으로 어떠한 조건의 환경에도 적용가능.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없음. 

 Duct를 사용하지 않아 천정을 높게 쓸 수 있고 작업공간이 늘어남. 

 설치후 Class(청정도) 변경 및 이설, 개조 등이 자유로움. 

 소형 Unit으로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함. 

 Room별 운전 및 Class(청정도)설정이 가능함. 

 UNIT의 조합으로 어떠한 조건의 환경에도 적용가능.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없음. 

 Duct를 사용하지 않아 천정을 높게 쓸 수 있고 작업공간이 늘어남. 

 설치후 Class(청정도) 변경 및 이설, 개조 등이 자유로움. 

 소형 Unit으로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함. 

 Room별 운전 및 Class(청정도)설정이 가능함.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4) HEPA Filter Unit/전도성타일 

 HEPA Filter를 내장시킨 UNIT으로 천정 토출구 내에 Compact하게 조합시킨 것으로 위 UNIT는  

   Laminar 또는 Conventional type의 클린룸에 사용됨. 

 전도성 타일이란 전도성 물질이 제품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전도성 전기저항을 충족함.   

   특수 망상구조로 형성된 전도입자가 반영구적이며 정전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가능하므로 

   클린룸, 의료시설, 실험실 등에 시공되어 영구적인 정전기 제어 기능을 제공함. 

 HEPA Filter를 내장시킨 UNIT으로 천정 토출구 내에 Compact하게 조합시킨 것으로 위 UNIT는  

   Laminar 또는 Conventional type의 클린룸에 사용됨. 

 전도성 타일이란 전도성 물질이 제품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전도성 전기저항을 충족함.   

   특수 망상구조로 형성된 전도입자가 반영구적이며 정전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가능하므로 

   클린룸, 의료시설, 실험실 등에 시공되어 영구적인 정전기 제어 기능을 제공함.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3. 클린룸 공급 주요설비 

5) Relief Damper 

 클린룸은 실내압을 조정하는 것이 청정도를 유지 하는데 있어 중요한 Point임. 

 릴리프댐퍼는 항상 안정된 기압차를 유지시켜, 부유분진이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으며 압력차   

   에 의한 Door의 순간적인 개폐등의 사고를 방지함. 

 또한, 클린룸내의 돌발적인 압력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 공기의 역류 없이 실내의 압력을      

   설정된 수치대로 유지시켜줍니다. 

 클린룸은 실내압을 조정하는 것이 청정도를 유지 하는데 있어 중요한 Point임. 

 릴리프댐퍼는 항상 안정된 기압차를 유지시켜, 부유분진이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으며 압력차   

   에 의한 Door의 순간적인 개폐등의 사고를 방지함. 

 또한, 클린룸내의 돌발적인 압력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 공기의 역류 없이 실내의 압력을      

   설정된 수치대로 유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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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중앙병원 음압병동 및 수술실 구축공사 

2)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클린룸 설치공사 

3) 수원미굮부대 통싞대대 클린룸 구축공사 

4) 건일제약㈜천안공장 증설공사 중 클린룸 설비공사 

5) 목포시의료원 수술실 및 중앙공급실 환경개선공사 

6) 경상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개선공사 

7) 경주 원전서비스쎈타 기계설비공사중 클린룸 설비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1) 목포중앙병원 1) 목포중앙병원  음압병실(2개소)공사, 수술실(3개소)개축공사  음압병실(2개소)공사, 수술실(3개소)개축공사 

7) 금장건설㈜ 7) 금장건설㈜  수원미군 통신대대 클린룸 구축공사  수원미군 통신대대 클린룸 구축공사 

3) 경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개선공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개선공사 

 농식품자원부 클린룸 설치  농식품자원부 클린룸 설치 5) 국립농업과학원 5) 국립농업과학원 

2) 목포시 의료원 2) 목포시 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수술실 및 중앙공급실 환경개선공사  목포시의료원 수술실 및 중앙공급실 환경개선공사 

4) 신한건영㈜ 4) 신한건영㈜  건일제약㈜천안공장 증설공사 중 클린룸 설비공사  건일제약㈜천안공장 증설공사 중 클린룸 설비공사 

6) 원전서비스쎈타 6) 원전서비스쎈타  경주 원전서비스쎈타 기계설비공사중 클린룸 공사  경주 원전서비스쎈타 기계설비공사중 클린룸 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1-1) 목포중앙병원 음압병실(2개소)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1-2) 목포중앙병원 수술실 클린룸(3개소)설치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2) 목포시의료원수술실 및 중앙공급실 환경개선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3) 경상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개선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건일제약㈜천안공장 증설공사 중 클린룸 설비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5) 농식품자원부 클린룸 설치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6) 원전종합써비스쎈타 신축건축공사중 클린룸 공사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4. 클린룸 관련 주요실적 

7) 수원미군 통신대대 클린룸 구축공사 



기타 참고자료 5 5 

1) 수술실 개선 개정안 (전싞마취수술) 

2) 의료기관 입원실,격리병동 시설기준, 시설규칙 개정 

3) 클린룸 장비배치도 

4)   수술실 장비배치도 



    5. 기타 참고 자료     5. 기타 참고 자료 

1) 수술실 개선 개정안 (전신마취수술) 



    5. 기타 참고 자료     5. 기타 참고 자료 

    2. 의료기관 입원실,격리병동 시설기준,시설규칙 개정     2. 의료기관 입원실,격리병동 시설기준,시설규칙 개정 



    5. 기타 참고 자료     5. 기타 참고 자료 

3) 클린룸 장비 배치도 



    5. 기타 참고 자료     5. 기타 참고 자료 

4) 수술실 장비 배치도 



사후관리 조직  6 6 

1) 사후관리 조직도 



 6. 사후관리 조직  6. 사후관리 조직 

1) 사후관리 조직도 

발주처 
하자요청 

하자접수 

서울/경기/강원 
안양보수팀 

전라/경상/충청 
본사CS팀 

24시간이내 

 담양(본사) 및 안양사무소의 독립적인 CS조직을 두어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 

 발주처의 서비스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방문으로 발빠른 서비스 가능. 

 10년 이상 유지된 CS조직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최고의 기술력 확보. 

 공조냉동기사 및 전기기사 등 다양한 자격 소유인원 포진. 

 담양(본사) 및 안양사무소의 독립적인 CS조직을 두어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 

 발주처의 서비스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방문으로 발빠른 서비스 가능. 

 10년 이상 유지된 CS조직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최고의 기술력 확보. 

 공조냉동기사 및 전기기사 등 다양한 자격 소유인원 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