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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보유기술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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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동반자 ㈜네오비젼 입니다.

시장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네오비젼의 가치는 바로 “고객에 대한

정성” 입니다. 창사 이후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네오비젼은 IBS분야 (통합SI, 

FMS, BEMS, 빌딩안내, 모니터링, 정보통신공사 등)의 컨설팅, 설계에서 시공까지 TOTAL 

SOLUTION을 추구합니다.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기술력 확보로 고객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통신시설분야를 시공하여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정직한 시공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통신분야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최첨단 시스템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네오비젼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동반자!

인사말 Messag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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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기준일 2022.07.31

시공평가

적용기간 2022.07.31 ~ 2023.07.30

시공능력

평가액 14,857,900천원

회 사 명 주식회사 네오비젼

대표이사 유 정 식

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 통합SI, FMS, BEMS, 빌딩안내, 통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501~3호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차)

전화번호 02-2637-8658 FAX 02-2637-8659

설립연도 2013년 8월 23일

업 태 건설업, 도소매, 제조판매

업 종 정보통신공사, 통신자재, 소프트웨어개발

시공능력 평가액 www.n-vision.co.kr

회사개요 Summary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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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회사개요 Summary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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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회사개요 Summary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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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력있는 정보통신공사

02 노력하는 기업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네오비젼의

성공의 길을 소개 시켜드립니다.

창사 이후 고객에 대한 정성으로

노력해온 네오비젼의 성장을 소개

시켜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STEP 
01

성실함

STEP 
02

근면함

STEP 
03

진실함

회사개요 지명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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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주식회사 네오비젼

2. 설립일 : 2013년 8월 23일

회사연혁 History 지명원

2022
12월

11월

05월

01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IBS시스템통합 구축

ISO 14005 인증 획득(인증번호 GO-220193)

DL건설 협력사

조달청운영 이음장터 서비스 시스템 등록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CJ워크온 자율좌석안내시스템 구축

(동대문/분당/서울역/용산/일산)

2023
04월

03월

01월

kt엔지니어링 파트너사 안전보건평가 적합 인증완료

에스원 정규우수협력사

빌딩안내 CMS 솔루션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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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주식회사 네오비젼

2. 설립일 : 2013년 8월 23일

회사연혁 History 지명원

11월

05월

03월

02월

한화시스템 협력사

대구DGIST / 울산UNIST 스포츠센터 회원관리 패키지 S/W 구축

HMI(Human Machine Interface)패키지 S/W 연구/개발

경기도 이천의료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에스테이트 협력사

마곡 이대서울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20

2019

11월

05월

03월

02월

통합SI 시스템 소프트웨어 GS 인증

BEMS 시스템 소프트웨어 GS 인증

아시아나IDT 협력사

2020년 강소기업 선정

아파트 디지털사이니지 패키지 S/W 개발

쌍용건설 협력사

스마트오피스 사내 관리 패키지 S/W 개발

출입 내방객 관리 패키지 S/W 개발

2021
12월

10월

08월

07월

06월

알파돔시티 6-1블럭 통합시스템 외 구축버스터미널(노선/관광) 안내

패키지 S/W 개발

광명ak플라자 통합시스템 외 구축

광명유플래닛(U Planet)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박물관 관람객 통계 및 안내 패키지 S/W 개발

에너지비용절감 BEMS 특허증

인공지능을 활용한 BEMS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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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주식회사 네오비젼

2. 설립일 : 2013년 8월 23일

회사연혁 History 지명원

12월

07월

05월

04월

㈜ HDC아이콘트롤스 협력사

에스원 업무 협약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2월

08월

07월

01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LG CNS, 현대오토에버 협력사

대우건설 협력사

ISO 14001 인증 획득(인증번호 GIS-0852-EC)

ISO 9001 인증 획득(인증번호 GIS-0852-QC)

인천국제공항 교통안내 디지털사이니지 구축

공장등록증 발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GS 1등급(17-0038) 발급

2018

2017

2016
12월

07월

05월

03월

인천 국제공항 여객안내용 디지털사이니지 구축

계룡건설 협력사

경남 마산의료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제주 해군기지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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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대표이사

시스템사업부디자인부영업부연구소경영지원부

감사이사회

회계팀

총무팀

웹 서비스
개발팀

IBS인프라
영업팀

솔루션 영업팀

설계팀

솔루션 UI 
디자인팀 IBS팀

응용/제어
개발팀 네트워크

사업팀

외주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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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인증서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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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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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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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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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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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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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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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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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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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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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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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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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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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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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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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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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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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인증서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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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Field 지명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아래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시공!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기술력 확보로 고객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통신시설공사를

시공하여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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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SI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명원
사업분야

통합SI는 빌딩 내 개별 시스템들을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감시/제어/관리로

효율적인 빌딩 운영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SMS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한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tem Integration

FMS
FMS는 건물 설비상태 및 운영 정보, 운영설비

실시간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계 데이터 등을

유지보수 관리에 활용하여 건물 설비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Facility Management System

BEMS

BEMS는 에너지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System 운용상 문제점을

제시하는 최적의 에너지관리 솔루션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을 종합분석하고, 

열원설비의 최적 운전을 위한 분석정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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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피스시스템

빌딩안내 Field-Inteligent Building System 지명원
사업분야

스마트오피스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사람 중심의 제도나 문화가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입니다. 

Smart Office Business Support Jarvis

빌딩안내

빌딩안내시스템은 건물 내/외부에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기업, 병원, 관공서, 학교, 쇼핑센터, 

군부대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Server와 LFD산업용

모니터, KIOSK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양방향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Inteligent Building System

전기시계

전기시계시스템은 GPS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모시계(Server)로 데이터 저장 후 자시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며, 중간에 GPS가

끊기거나 전원 OFF되어도 자체 전원장치를 통해

시간을 유지하며, 시스템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모시계가 동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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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Field-Security 지명원
사업분야

주차관제
주차관제는 주차장이나 주차시설물에 각종

유도장치나,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이용

하는 차량 및 사용자들의 안전한 차량 유도 및

관리를 위한 설비입니다. 입·출차 차량은 상호간의

안전운행과,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CTV

CCTV는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것을

폐회로시스템, 즉 CCTV라고 부릅니다. 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출입통제

출입통제는 사무실, 빌딩, 공장, 연구소 등 건물

내의 중요한 지역에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하여

인명, 재산 및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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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Field-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지명원
사업분야

방재실 장비설치 CATV 공사 CCTV 공사

전관방송 공사 원격검침 설비 조명제어 공사

주차관제 설비 출입통제 공사 세대단자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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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Software 지명원

빌딩안내 S/W Package

Building Information Jarvis
컨텐츠 이용하여 KIOSK, LFD, DID 디스플레이

통해 정보를 안내하고 검색하는

양방향 안내시스템

다양하고 편리한 편집기능
- Web 기반 환경 Package S/W

- 플래쉬, 동영상, 이미지, PPT, EXE 지원

- 다양한 Agent지원 (Windows, Android, Linux)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 그룹 및 개별 컨텐츠 관리

기타 Server시스템 연동
- 범용 컨텐츠 지원 (날씨, 뉴스, 환경정보, 

주가정보)

- KIOSK 현금결제 및 RFID 인증

- 소방(화재알람),원격검침(전력정보), CCTV, 

주차관제 연동

- TV수신 및 인터넷 Explorer 지원

스마트오피스 S/W Package
Smart Office Business Support 
Jarvis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시스템

편리한 사용자 기능

- 다양한 예약방식 지원

(웹/모바일/키오스크)

- 다양한 정책관리

(좌석지정, NO-SHOW 방지, 예약 정책)

- 다양한 인증방식 지원

(SSO, QR코드, RFID, NFC)

- 편리한 드래그앤드롭 형식 도면배치 관리

- 다양한 인터페이스

(출입통제 연동, 장비 연동, 그룹웨어 연동)

- 실시간 SMS, 알림톡 알림 전송

- 홍보 컨텐츠 연계 활용

- 디바이스 스케쥴 관리

(표출시간, 요일지정, 이벤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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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Software 지명원

병원안내 S/W Package

Hospital Information Jarvis
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병원 특성에 맞게 필요한 화면을

커스터마이징하여 표출하는 시스템

ONE-STOP 진료안내

- 순번대기시스템

- 무인수납시스템

- 진료안내시스템

- 응급실안내시스템

- 약제실/검사실안내시스템

- 장례식안내시스템

기타 Server시스템 연동

- OCS/EMR병원시스템 연동

- 병원미디어 홍보 및 영상

- 주차안내시스템

- 건물 에너지 정보 안내

통합관리 S/W 주요기능

System Integration Jarvis
건물 내 개별 시스템들을 단일 S/W로

통합하여 관리(제어) 운영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 건물 단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통합 감시 화면에서 다른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감시/제어

- 건물 내 어느 지역에서든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감시/제어

- 단위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에서

주요 정보관리 이중화

- 단위 시스템의 포인트에 대한

통합 DB 저장활용

- 3D 입체 모델링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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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Software 지명원

시설관리 S/W 주요기능

Facility Management System

Jarvis
건물 내 시설물,장비,공구 등에 대한 정보를

S/W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 도면 및 자재 관리

- 작업 및 일지 관리

- 작업 일정표

- 순찰관리

- 인사관리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 구현
- 시설관리 신개념 운영 기법

- 모바일을 활용한 순찰 관리

- 무선통신환경 사용으로

현장에 실시간 처리

- 실시간 알람기능

에너지관리 S/W 주요기능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Jarvis
건물 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에너지 모니터링 관리

- 에너지 진단 관리

- 에너지 분석 관리

- 에너지 최적화 관리

-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설비제어 관리

-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관리

- 설비성능 관리

- 에너지 사용량 태그 맵핑 관리

- 설비정보 관리

- 예방 점검관리

- 작업 일정표

- 에너지관리 (검침)

- 권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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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Hardware 지명원

각종 광고, 홍보, 정보검색, 사내 방송 등 실시간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디지털 이미지 제고, 

커뮤니케이션 개선, 신속한 정보전달 매체 확보. 

빌딩안내 Pakege Software는 Server기반 방송 시스템입니다.

학교, 쇼핑몰, 상황실,

전시관, 호텔, 병원,

기업, 극장 등

소형 키오스크 소형 키오스크

가로형 키오스크 안내 게시판

LFD 멀티비젼 E/V 승강기

세로형 키오스크

옥외형 키오스크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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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상암/지역정보개발원] 에너지사용량 DID [과천/푸르지오써밋] 아파트사이니지 DID

[등촌동/CGV복합시설] 빌딩에너지정보 DID [양산/CJ프레시웨이] 송장정보리더기 DID 

[매송/휴게소] 스마트미러 DID [경기도/이천의료원] 병원안내 DID 

[세종/어반아트리움] 엘리베이터 DID [인천/항만공사] 입출항안내 DID 

Display컨텐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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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K컨텐츠 Contents 지명원

[마곡.목동/이대서울병원] 병원안내시스템 [인천/국제공항] 무인발급기시스템

[수원/컨벤션센터] 빌딩안내시스템 [판교/기업성장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강서/새마을금고IT센터] 빌딩안내시스템 [울산/대교전망대] 빌딩안내시스템

[여의도/교직원공제회] 빌딩안내시스템 [경기도청] 입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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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김포/국립항공박물관] 통합SI시스템 [인천/인천항만] 통합SI시스템

[진천/KISTEP] 통합SI시스템 [판교/기업지원허브] 통합SI시스템

[FMS] FMS시스템 [BEMS] BEMS시스템

IBS컨텐츠 Contents

[경남/BAT코리아] 출입내방객관리시스템 [울산/DGIST,UNIST] 회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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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웃음] 넌센스 퀴즈 [생활정보] 환절기 화재 예방

[언어] 좋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 [미용] 선크림에 있는 용어 뜻

[음식] 굴의 효능 [건강] 손씻기 6단계

[뉴스정보] 헤드라인 뉴스 정보 [날씨정보] 주간날씨 정보

범용컨텐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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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Partners 지명원

네오비젼은 국내·외 최고의 기업과 다양하고 폭 넓은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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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Partners 지명원

네오비젼은 국내·외 최고의 기업과 다양하고 폭 넓은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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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Partners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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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에스원
아산 엘이티
출입내방객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

에스원
경남 BAT코리아
출입내방객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

계룡건설산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통합SI, FMS,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19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효성ITX
용산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통합SI, FMS, BEMS,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효성ITX
센터포인트 돈의문
통합SI, FMS, BEMS,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동신종합건설
창원 폴리텍대학
통합SI, FMS,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에스원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입내방객관리시스템 구축 2020년

LG CNS
충북 LG생활건강 청주TP
통합SI,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동부건설
부산 통합청사
통합SI, FMS, BEMS,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2020년

CJ건설
강남 HJ타워
통합SI, FMS,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롯데건설
가산 넷마블 사옥
FMS시스템 구축 2020년

한라건설
남양 현대아울렛
통합SI시스템 구축 2020년

현대백화점
여의도 파크원 현대백화점
통합SI시스템 구축 2020년

태영건설
판교 그래비티호텔
통합SI시스템 구축

2020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시간표안내전광판 구축 2020년

코오롱글로벌
수원 농수산물시장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0년

포스코건설
명지 신라스테이
통합SI시스템 구축

2020년

에스원
아산 SFA
출입내방객관리시스템 구축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IBS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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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에스원
평택 P-PJT안전교육센터
교육장예약시스템 구축

2020년

아시아나IDT
제천 리솜포레스트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0년

청주북부터미널
청주 북부터미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2020년

솔브레인
솔브레인
스마트오피스관리시스템 구축 2021년

CJ올리브네트웍스
CJ제일제당거점오피스(서울역/일산)
스마트오피스관리시스템 구축

2021년

LG전자
평택 LG러닝센터
비대면양방향화상통화시스템 구축 2021년

남부발전
남부발전유해화학물질
알리미시스템 구축 2021년

계룡건설산업
대전 국제컨벤션센터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LG CNS
마곡 LG아트센터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동부건설
속초 체스터톤스호텔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LG CNS 판교 알파돔6-2BL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울산시청
울산시립미술관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마곡 웰튼호텔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광명 어반브릭스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현대건설
성남 대유위니아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삼정기업
우이동 파라스파라서울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계룡건설산업
GS네오텍

서울축산농협
통합SI, FM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1년

동부건설
부산 오시리아테마파크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일산 MBN복합센터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포스코건설
여의도파크원현대백화점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IBS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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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LH주택공사
세종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부산 코렌스이엠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창원폴리텍대학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한화건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NS건설
세종베스트웨스턴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계룡건설산업
고성병영시설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반도건설
부산 마리나G7
톻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포스코건설
부산 신라스테이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KISTEP
충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한라건설
남양주SPACE1
통합SI시스템 구축 2021년

동부건설
마곡일진융복합R&D센터
통합SI, FM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2년

신세계건설 강남아난티
통합SI,FMS,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2년

CJ건설
KMH신사옥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22년

계룡건설산업
광교복합체육시설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2년

유니퀘스트
텔레칩스 사옥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22년

코오롱글로벌
판교제2테크노밸리 비즈센터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2년

SGC이테크
도드람 통합사옥 신축공사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22년

포스코건설
송도AT센터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2년

현대건설
현대GRC 사옥
통합SI시스템 구축

2022년

DL E&C
창동복합시설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2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IBS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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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전력통합시스템 구축 2022년

효성ITX
동탄물류센터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2년

계룡건설산업
대구 폴리텍대학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22년

동신건설
진주 폴리텍대학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22년

동신건설
구미 폴리텍대학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22년

HDC랩스
광주AI데이터센터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22년

한라건설/Dlenc/현대
건설

세종시정부청사 중앙동
통합SI,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2년

LGCNS
스마트정부청사
지능형시설관제시스템 구축 2022년

CJ올리브네트웍스
CJ제일제당거점오피스
(동대문제당센터/분당/강남/용산)
스마트오피스관리시스템

2022년

CJ올리브네트웍스
CJ제일제당
내방객시스템 구축 2022년

(주)두산디지털이노베
이션

동대문 두산타워
내방객시스템 구축 2022년

에스원
원익홀딩 통합방재실
통합모니터 구축

2022년

에스원 씨젠보안설비
내방객시스템 구축

2022년

롯데정보통신
롯데월드
내방객시스템 구축

2022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IBS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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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한라건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에스원
분당 두산분당센터
빌딩안내, 스마트오피스사내관리시스템 구축

2020년

인천도시공사
인천대학교 기숙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계룡건설산업
대전 중이온가속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코오롱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두산건설
의정부 두산위브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BC카드
종로 BC카드본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중앙경찰학교
충주 중앙경찰학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CJ건설
송도 타임스페이스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요진건설
용산 몬드리안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에스원
밀양 우리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대우건설
시화 웨이브파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현대산업개발
역삼 아이파크모델하우스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강화버스터미널
강화버스터미널
버스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마디손정형외과
천안 마디손정형외과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대전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빈소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한화건설
양양 죽도 라이프플러스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공주대학교
공주대 전시관
영상장비시스템 구축

2020년

동신종합건설
창원 폴리텍대학 공학관 및 기숙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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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한국중부발전
서천 건설본부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태영건설
판교 그래비티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0년

화성건설
대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울산시청
울산 문수체육관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포스코건설
포항 포스코체인지업그라운드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오산시청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SK건설
기흥 ICT밸리SKV1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SK건설
가산 메트로시티지식산업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광명 어반브릭스(유플래닛)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한화건설
강원 양양죽도라이프플러스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에스원
광명 AK플라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에이스건설
군포 에이스스퀘어지식산업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에이스건설
청라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삼성물산
마곡 한독제넥신
빌딩안내,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계룡건설산업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김천의료원
김천의료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신동아건설
판교 제2테크노벨리지식산업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삼성물산
판교 알파돔6-1BL
빌딩안내시스템

2021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카운트 및 안내시스템 2021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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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에스원
한국콜마 서초사옥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한화건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1년

계룡건설산업
한국폴리텍 (청주,아산) 캠퍼스
빌딩안내/비상벨시스템 구축

2021년

GS건설
마곡 LG아트센터
전기시계시스템 구축

2022년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파크하얏트서울
파크하얏트서울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현대건설
대유위니아 R&D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두산건설
광명 중앙대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두산건설
광명 중앙대병원
전기시계시스템 구축

2022년

포스코건설
송도AT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CJ건설
고덕 KX그룹 사옥
빌딩/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CJ건설
고덕 신라교역 사옥
빌딩/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금호건설
전북대 생활관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NH농협
NH농협생명빌딩 서관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현대건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한라건설
만도NEXT M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계룡건설산업
광교복합체육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동부건설
마곡 일진 융복합 R&D센터
빌딩/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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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한라건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빌딩/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포스코건설
동탄더샵그랑파사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리모델링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안랩
안랩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Global R&D Center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반도건설
사천공군부대 20-공-사-0지역 시설공사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2년

트래콘건설
영동관광숙박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에스원
해운대백병원 리모델링 공사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2년

동신건설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진주)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계룡건설산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현대건설
용산웰컴금융타워 리모델링
빌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22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리모델링
표시설비 구축

2022년

롯데건설
마포풍농복합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SGC이테크 도드람통합사옥
빌딩안내 시스템 구축

2022년

현대산업개발
삼성동 파크하얏트호텔
연회, 회의예약시스템 구축

2022년

계룡건설산업
GS네오텍

서울축산농협
빌딩/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22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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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롯데건설
하남미사 복합시설 신축
CCTV 통신공사 구축

2020년

롯데건설
해운대중동 주상복합사업
CCTV 통신공사 구축

2020년

롯데건설
부산 연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CCTV 통신공사 구축

2020년

화성산업
신협연수원 신축공사
통신공사 구축

2020년

롯데건설
문래 기업형 임대주택
CCTV 통신공사 구축

2020년

롯데정보통신
롯데칠성안성공장
공정관리 검사계측기 통신공사 구축 2020년

효성중공업
동탄 스타즈호텔
객실관리 통신공사 구축

2020년

동부건설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모니터링 통신공사 구축

2020년

삼성물산
구파발 9-1단지
비상방송 통신공사 구축

2020년

롯데정보통신
롯데칠성안성공장
냉동기계실 및 폐수장 모니터링 통신공사 구축

2020년

공주대학교
백제 문화원원형복원센터
통신공사 구축

2020년

신세계건설
스타필드 고양
LED TOWER 구축

2020년

한화건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신축
전력/모니터링 통신공사 구축

2021년

태영건설
판교7-3블럭 비지니스호텔
CATV/AV/CCTV/객실관리/방송 등
통신공사 구축

2021년

코오롱글로벌
수원농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전력제어/조명제어/원격검침 등 통신공사 구축

2021년

롯데인재개발원
롯데인재개발원
네트워크/통합배선 등 통신공사 구축

2021년

아시아나IDT
제천리솜포레스트호텔
모니터링 통신공사 구축

2021년

대우건설
원흥푸르지오시티
전력/조명 통신공사 구축

2021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정보통신공사 구축

※ 최근 3년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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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MSA
서부산 신라스테이
BGM, 연회장AV 등 통신공사 구축

2021년

삼정기업
우이동 콘도미니엄 연회장
무대장치,AV 등 통신공사 구축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브랜드관 반가사유상실
통신공사 구축 202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무대시설
안전검사 보완 통신공사 구축

2021년

태영건설
명동 포포인츠호텔 바이 쉐라톤
BGM, 연회장AV 시스템

2021년

신세계건설
아난티강남호텔
통신공사 턴키 구축

2021년

신세계백화점
대전신세계타워
승강기 등 디지털사이니지(LED) 구축

2021년

SK텔레콤
이천 인재개발원
전체강의장 영상장비 구축 2021년

SKDND
성수 데시앙플렉스
BGM,AV시스템 구축

2021년

데스코
마포 풍농 복합타워호텔
연회장 AV,무대설비 구축

2021년

LG CNS
마곡 사이언스파크 ISC 5층 컨버젼스홀
개선공사 LED 전광판 이설, 무대조명, AV

2022

신세계건설
오시리아 친환경리조트 빌라쥬드
통신공사 턴키 구축

2022

삼성물산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네트워크 설비 납품설치

2022

KCC건설
여수 신라스테이
연회장 AV시스템 구축

2022

㈜씨엠
한전 논산지사 신축
통신설비 납품설치

2022

CJ건설
CJ ENM 콘텐츠스튜디오 2단계 구축
통신공사

2022년

계룡건설산업
GS네오텍

서울축산농협
네트워크 설비 납품설치 2022년

계룡건설산업
광교복합체육시설
통신공사

2022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정보통신공사 구축

※ 최근3년내 실적



(주) 네오비젼
(0725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501~3호 (양평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차) 

T. 02  2637 8658 F. 02  2637  8659 E. mmm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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