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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886-3 
주식회사 다우조명 

대표이사 송병용 
  

주식회사다우조명 



영산강 6공구 경관조명 (4대강 살리기 사업 中) 

주식회사다우조명 



개요 
 
• 회사개요 및 주요사업분야 
 
• 연혁 
 
• 주요납품실적 
 
• 제조설비현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상품 
 
• 오시는 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 직접생산증명서 
 
• 조명연구원 회원증 
 
• LED등기구 KS인증서 
 
• 형광등기구 KS인증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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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및 주요사업분야 
 
◎회사개요 
 
경기도 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다우 
조명은 3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의 조 
택, 공공시설 등을 위한 조명 사업에서 최고 품질 
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986년 자사 송병용 대표이사께서 삼화전기공업 
설립을 시작으로 1994년 전신인 동우전기을 설립 
, 이는 다우조명의 창립 기원이 되었습니다. 
 
1998년 건설 조명 납품에 진출한 다우조명은 현 
재 2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 수 년간 지 
속적으로 성장을 기록하는 등 괄목핛맊핚 사업 성 
과를 달성해 냈습니다. 
 
핚국 건설의 듞듞핚 동반자인 다우조명은 앞으로 
도 최고 품질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혁싞적인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며, 성공적인 기업의 모 
범사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핛 것입니다. 

다우조명은 오랜 시간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축적된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 조명 시 
장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품질 인 
증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한편, 첨단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의 든든한 동반자인 다우조명은 앞으로 
도 최고 품질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며, 성공적인 기업의 모 
범사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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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86 삼화전기조명 설립 
 
1994 상호변경(동우전기) 
 
1994 서울 종로구 연지동 공장 설립 
 
1994 백열등기구 110V/220V 형식승인취득 
 
1997 형광등기구 공장 설립 
 
1997 공장 등록필 
 
1997 형광등기구 KS 표시허가 인증 취득 
 
1998 상호변경(다우조명) 
 
1999 양주 회암리 형광등및백열등 공장 착공 
 
1999 양주 회암리 공장 준공 
 
2008 상호변경(주식회사 다우조명) 
 
2008 공장 등록필 
 
2008 형광등기구 KS표시허가 인증 변경 
 
2011 LED등기구 KS표시허가 인증 취득 
 
2013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2014 조달청 형광등기구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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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아파트 
 
LH 경기도 양주시 백석1공구 
LH 경기도 양주시 덕정 
LH 경기도 양주시 덕정 
LH 경기도 양주시 덕정3공구 
LH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공구 
LH 경기도 고양시 행신3공구 
LH 경기도 고양시 행신5공구 
LH 강원도 춘천시 효자7단지 
LH 경기도 포천시 송우3공구 
LH 경기도 안산시 고잔 
LH 대전 관저 2-1공구 
LH 전남 함평군 내교 
LH 광주 동림2차 
LH 경북 칠곡군 북삼 
신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신안 경기도 용인시 하갈 
한양 경기도 수원시 광교 
한양 충북 청원군 공군청원관사 

한양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한양 경기도 파주시 교하 
서희건설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한국건설 경기도 용인시 흥덕 
중흥종합건설 경기도 양주시 덕정 
중흥종합건설 경기도 고양시 행신2차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화성시 향남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 
신명종합건설 인천시 서구 검암1차 
신명종합건설 인천시 서구 검암4차 
신명종합건설 인천시 서구 불로 
신명종합건설 인천시 부평 부계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용인시 동천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구리시 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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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다우조명 

주요납품실적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신명닛시건설 인천시 서구 검암2차 
신명닛시건설 인천시 서구 검암3차 
신일건업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 
신일건업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사 
신일건업 서울시 대방동 군인아파트 
신일건업 서울시 강동구 송미원재건축 
신일건업 경기도 용인시 상하 
향목건설 충남 천안시 동남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신촌 
한승종합건설 경기도 안양시 
대방건설 경기도 양주시 광사 
대방건설 서울시 양천구 원광재건축 
서초건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보 경남 진주시 사천 
한보 경남 진주시 망경 
한보 서울시 마천동 
서오개발 충남 예산군 1차 
서오개발 충남 예산군 2차 
서오개발 대전 대덕구 
강남건영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강남건영 경기도 수원시 금곡 
대주건설 전남 순천시 가곡 
두진종합건설 충북 충주 
삼익 경기도 수원시 금곡 
풍산주택 충북 음성 
일신건설 울산시 태화 
우림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 
우림건설 전북 전주시 송촌동 
송산건설 서울시 동소문동 
태산종합건설 인천시 계양구 계산 
태산종합건설 인천시 계양구 효성 
태산종합건설 경기도 수원시 고색1차 
대륭중공건설 강원도 원주 

풍산주택 충북 음성 
일신건설 울산시 태화 
우림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 
우림건설 전북 전주시 송촌동 
송산건설 서울시 동소문동 
태산종합건설 인천시 계양구 계산 
태산종합건설 인천시 계양구 효성 
태산종합건설 경기도 수원시 고색1차 
대륭중공건설 강원도 원주 



주요납품실적  
 
경관조명 
 
한양건설 4대강살리기 영산강 6공구 경관조명 
 
한양건설 김포 한강신도시 경관조명 
 
라온건설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 경관조명 
 
 

주식회사다우조명 



주요납품실적  
 
학교 및 관공서 

 
 

서울메트로 서초역사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봉선역사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낙성대역사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문래역사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상왕십리역사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방배역사 환경개선공사 
서울메트로 마곡역사 환경개선공사 
한화건설 수원재활용센터 
서희건설 경기도 수원시 영통 경기대기숙사 
서희건설 서울시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중흥종합건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 동일초등학교 
중흥종합건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 신봉초등학교 
중흥종합건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 성삼초등학교 
제일전력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 
제일전력 경남 창원시 마산역사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백범초등학교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안매초등학교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안곡초등학교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송라2초등학교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파주시 교하 설미초등학교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수원시 카톨릭대학교 도서관 
신한종합건설 서울 강북구 동국대학교 백상원 
청광종합건설 서울시 은평구 하늘초등학교 
청광종합건설 서울시 도봉구 쌍문초등학교 
한일개발 서울춘천고속도로 터널조명공사 
세정건설 경남 양산시 서창물류센터 

주식회사다우조명 



주식회사다우조명 

주요납품실적 
 

ｏ호텔 및 빌딩 
 
진흥건설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 
신안 경기도 성남시 메트로칸 
서희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국대학교한방병원 
신한종합건설 인천시 논현 오피스텔 
신한종합건설 경기도 김포시 신한프라자 
한국도시개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이코노샤르망 
한국도시개발 충남 태안군 샤르망프라자 
한국도시개발 충남 태안군 휘트니스프라자 
한국도시개발 충남 태안군 메드뷰프라자 
한국도시개발 충남 태안군 미래프라자 
신명종합건설 서울시 서초동 신명스카이뷰 
신명종합건설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신명스카이뷰 
신명종합건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명스카이뷰 
신명종합건설 서울시 마장동 신명스카이뷰 
신명종합건설 경기도 구리시 토평 신명스카이뷰 
신명닛시건설 서울시 기독교TV 멀티미디어센터 
신일건업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프라자 
다우와키움건설 경기도 용인시 죽전수산물유통센터 
해중건설 인천시 간석동 주상복합빌딩 
해중건설 인천시 중동 350세대 주상복합빌딩 



제조설비현황 

NO 법정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용량/ 

공칭능력 
제작사 설치년월 

교정일자 
비고 

교정기관 

1 

금

속

가

공

설

비 

①프레스 프레스 6 7ton/3ton/1ton 국도기계 1995.04 

②절단기 절단기 2 칼날식/1600㎜ 국도기계 1995.04 

③드릴링머

신 
드릴링머신 4 φ 13㎜ 칠칠기계 1995.04 

2 도장설비 
외 주 가 공 

(삼주산업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29-130 : 031-868-4283) 

3 용접설비 스폿트용접기 2 7.5 ㎾ 신 화 1995.04 

4 조립설비 

조립작업대 1 10×1.8×1m 자체제작 1995.04 

에어드라이버 7 2 500rpm 대 우 1995.04 

콤프레샤 1 10 HP 한 신 1995.04 

5 기타설비 

콘타머신 1 500㎜ 회전정밀 1995.04 

선 반 1 400×1060㎜ 통일기계 1995.04 

연마기 1 500×250㎜, 1㎾ 
대우 

기공사 
1995.04 

주식회사다우조명 



검사설비현황 

NO 법정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 공칭능력 제작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1 

치수측정기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버니어캘리퍼스 1 0~200㎜(0.01mm) HANCO 1997.11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메타 1 0~25㎜(0.01mm) Mitutoyo 1997.11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2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주파수

계(0.5급 이상의 계기로 관련 부

품 및 제품 등의 특성을 충분히 

측정 가능한 용량을 가진 기기일 

것 ) 

Digital 

Power Meter 
2 

V : 0~600 

A : 0~20 

W : 0~1200 

㎐ : 0.5~100k 

YOKOGAWA 2010.03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3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계 1 DC 500V/1000㏁ HIOKI 2015.11 
2015.11.18 

태신씨앤에스 

4 절연내력시험기 내전압시험기 1 5㎸ 화신 1997.11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5 LCR 미터 LCR미터 1 

L : 0.1uH~200H 

C : 0.1pF~20mF 

R : 1mΩ~120㏁ 

MIC 2010.03 

2015.11.04 

표준교정기술원 

6 

온도기록계 

(30초 이하의 간격으로 

기록 가능한 것)  

디지털온도기록계 1 
-200 ~ 1100 ℃ 

(6타점) 
YOKOGAWA 1997.11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7 
전원공급장치 

(자동전압조정기 등) 
자동전압조정기 3 0~300V/1KVA 동부전원 1997.11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8 에이징 시험설비 에이징시험대 1 LED조명기구용 자체제작 2011.03 - 

9 항온항습장치 

외 부 공 인 시 험 기 관 시 험 성 적 서 대 체 10 배광시험기 

11 광원색, 연색성 측정설비 

12 
감전보호시험기 

(테스트핑거류) 
테스트핑거 1 Finger용/Pin용 천일전기 2011.03 - 

13 볼프레샤 시험기 

외 부 공 인 시 험 기 관 시 험 성 적 서 대 체 
14 글로우와이어 시험기 

15 
전기자기적합성 

측정설비 

16 ON/OFF 내구성 시험기 개폐시험기 1 
ON/OFF Timer, 

카운터 

베스트 

테크 
2011.03 - 

17 푸시풀 게이지 푸쉬풀게이지 1 30㎏f IMADA 2011.06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18 임팩트 해머 임팩트해머 1 0.35J 다우ENG 2011.06 
2015.11.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토오크 게이지 토크게이지 1 15~0.2 ㎏f․㎝ TOHNICHI 2011.06 
2015.11.06 

코리아인스트루먼트 

20 니들프레임 시험기 

외 부 공 인 시 험 기 관 시 험 성 적 서 대 체 21 트래킹 시험기 

22 접지 연속성 시험기 

23 전자식 저울 전자저울 1 0g~20㎏ CAS 2011.06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다우조명 



검사설비현황 

NO 법정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 

공칭능력 
제작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24 열충격 시험기 외 부 공 인 시 험 기 관 시 험 성 적 서 대 체 

25 기타설비 조도계 1 20~20 000 lx TES 2011.03 
2015.11.06 

코리아인스트루먼트 

26 기타설비 누설전류계 1 10㎃ ILOSAM 2011.06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27 기타설비 초시계 1 0.01 sec 
Ravencour

t 
2010.03 

2014.11.25 

코리아인스트루먼트 

28 기타설비 소음계 1 35~130dB TES 2011.03 
2015.11.04 

코리아인스트루먼트 

29 기타설비 내충격시험기 1 250 g 자체제작 1997.11 - 

30 기타설비 점등시험대 1 
FL(R)/FPL용 

LED용 
자체제작 1997.11 - 

주식회사다우조명 



오시는길 

주식회사다우조명 

사업장주소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886-3 
전화 031-858-9966 
 
팩스 031-858-9965 
 
홈페이지 
http://www.daulight.co.kr 
 
E-mail 
dawoo@daulight.co.kr 

http://www.daulight.co.kr/
http://www.daulight.co.kr/


각종인증서 

주식회사다우조명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다우조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다우조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다우조명 



공장등록증 

주식회사다우조명 



조명연구원회원증 

주식회사다우조명 



LED등기구 KS 인증서 

주식회사다우조명 



형광등기구 KS 인증서 

주식회사다우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