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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함께세계로,미래로나아가는기업

오늘에충실하며내일을준비하는

송림기업(주)입니다

Advancing into the future with customers and companies.

SONGLIM

SONGLIM CHEMICAL ANCHOR

발주처 시공사 공사명

추계예술대학교 양우건설㈜ 추계예술대학교 창조관 신축공사

서울메트로 남광토건㈜/㈜대붕시티 지하철1호선 시청 역사 시설개선공사

㈜에이텍 ㈜세민이앤씨 판교 에이텍 사옥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물산(건설부문)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지평건설㈜ 기선건설㈜ 음성 지평 더웰 1차 아파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GS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705공구

㈜문화방송 현대산업개발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김포 상하수도 사업소 고합건설/우석건설 김포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동양건설산업 부원건설㈜ 파주 운정2지구 택지개발지구 4공구 배수펌프장 신축공사

토지주택공사 동아건설산업 파주 운정지구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풍림산업㈜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추가 1.2역사 건축공사

현대산업개발 태아건설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연결통로 공사현장

한강홍수통제소 ㈜두건건설 소백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성동도로사업소 원더풀건설㈜ 능산지하차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풍림산업,코오롱건설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1/2공구

돈암5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 금호건설 돈암5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구로구청 동도건설㈜ 구로제2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이승율 외 1인 반도환경개발㈜ 양재동 20-7 의료시설 증축공사

대방건설㈜ 대방건설㈜ 광주 하남2지구 E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철도청 삼대양개발㈜ 공항철도공사

분당구청 서중종합건설 분당 수내교 보도정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성엔지니어링 분당선 죽전-수원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윤한기 ㈜씨-스페이스건설 스윔사옥 신축공사

공항철도 포스코건설 경의선 용산-문산간 1-2B공구

양천구청 ㈜부미종합건설 남부순환로 도로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대보건설㈜ 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화이트코리아 GS건설 GS 가양동 지식산업센터

현대제철 ㈜현대엠코 원급처리설비 B/C LINE 01 PLAN-TT-142

효산의료재단 ㈜삼협종합건설 군포 샘병원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

서부발전 SK DND F1 태양광공사

진천군 동신건설산업㈜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사업

국방부 시설본부 ㈜한진중공업 독신숙소(모듈러공법) 2단계사업 신축공사

진덕산업㈜ 한결이엔지 당산동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유토건설 국도77호선 성동육교외 2개교 교량난간 보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림산업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경남기업 서울지하철915공구

에코그린 대선건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한라건설㈜ 한라건설㈜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KCC건설 호남고속철도 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대영이엠씨 SK건설 영흥화력 #5,6 발전소 보조설비 토건공사

한국무역협회 현대건설㈜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철원군청 ㈜서강건설 동온교 가설공사

충북 진천 교육지원청 ㈜한국종합개발 한국바이오마스터고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

경기 평택시 교육청 디앤디건설㈜ 송탄제일중 다목적실 증축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대도메탈베리어 관내 교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양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

구로구청 에디슨솔라이텍㈜ 구로구민회관 태양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대보실업 경부선 신도림역사 신축 기타공사

농촌진흥청 ㈜그린포닉스 농촌진흥청 지방이전공사 4공구

광주시 ㈜인본건설 곤지암2동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

㈜한화 한고토건 산벽시공

BMW코리아 현대산업개발 BMW고객 드라이빙센터 신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금호건설 정읍-원덕간 도로건설공사 1공구

한국중부발전 광명전기 제주화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청재종합건설 노들길 유원아파트 방음벽공사

LH 동아건설 오산세교 광역교통 개선대책도로 개설공사

1999. 02. 18. 특허증 | 카트리지형 주입식 케미컬앵커. 

특허청장.

1999. 06. 18. 실용신안등록증 | 케미컬앵커 토출구의

개/폐 보호캡. 특허청장.

2004. 09. 16. 의장등록증 | 내포장재되는물품. 특허청장.

2004. 11. 04.  회원증 | (사)한국무역협회 회장.

2005. 09. 14. 실용신안등록증 | 케미컬앵커 토출용 

용기의 토출구 및 개폐 보호캡. 특허청장.

2006. 12. 18.  특허증 | 케미컬 볼트의 고정수단. 특허청장.

2007. 03. 12.  특허증 | 케미컬 앵커볼트의 나사끼움

설치용 소켓. 특허청장.

2007. 06. 11.  상표등록증 | COMFIX. 특허청장.

2014. 05. 06.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용재

2014. 04. 10.   실용신안등록증 | 원터치 케미컬앵커

2008. 05. 29.  품질보증업체지정서 | 케미컬앵커

(capsule형, injection형).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2011. 04. 22.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케미컬앵커, 주입식 

앙카의 생산 및 부가 서비스. KTR인증센터.

2011. 12. 20.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

2012. 11. 20.  특허증 | 케미컬앵커의 용액 자동 주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용액 주입 방법. 특허청장.

2012. 12. 10.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3. 04. 22.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 KS 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케미컬앵커, 주입식 앙

카의 생산 및 부가서비스. KTR인증센터.

2013. 07. 01.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카트리지. 특허청장.

2013. 07. 01.  디자인등록증 | 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3. 08. 30.  특허증 | 튜브형 케미컬앵커 인젝션

카트리지. 특허청장

2013. 11. 01.  유사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주입대. 특허청장.

혼합용 스크류. 특허청장.

2013. 12. 26.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이컬 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4. 02. 24 특허증 | 케미컬앵커 인젝션 카트리지

특허청장

등록증

CERTIFICATES
송림기업(주)은 인증, 특허, 실용실안등을상시취득하며내일을 준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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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시공사 공사명

추계예술대학교 양우건설㈜ 추계예술대학교 창조관 신축공사

서울메트로 남광토건㈜/㈜대붕시티 지하철1호선 시청 역사 시설개선공사

㈜에이텍 ㈜세민이앤씨 판교 에이텍 사옥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물산(건설부문)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지평건설㈜ 기선건설㈜ 음성 지평 더웰 1차 아파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GS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705공구

㈜문화방송 현대산업개발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김포 상하수도 사업소 고합건설/우석건설 김포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동양건설산업 부원건설㈜ 파주 운정2지구 택지개발지구 4공구 배수펌프장 신축공사

토지주택공사 동아건설산업 파주 운정지구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풍림산업㈜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추가 1.2역사 건축공사

현대산업개발 태아건설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연결통로 공사현장

한강홍수통제소 ㈜두건건설 소백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성동도로사업소 원더풀건설㈜ 능산지하차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풍림산업,코오롱건설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1/2공구

돈암5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 금호건설 돈암5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구로구청 동도건설㈜ 구로제2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이승율 외 1인 반도환경개발㈜ 양재동 20-7 의료시설 증축공사

대방건설㈜ 대방건설㈜ 광주 하남2지구 E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철도청 삼대양개발㈜ 공항철도공사

분당구청 서중종합건설 분당 수내교 보도정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성엔지니어링 분당선 죽전-수원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윤한기 ㈜씨-스페이스건설 스윔사옥 신축공사

공항철도 포스코건설 경의선 용산-문산간 1-2B공구

양천구청 ㈜부미종합건설 남부순환로 도로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대보건설㈜ 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화이트코리아 GS건설 GS 가양동 지식산업센터

현대제철 ㈜현대엠코 원급처리설비 B/C LINE 01 PLAN-TT-142

효산의료재단 ㈜삼협종합건설 군포 샘병원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

서부발전 SK DND F1 태양광공사

진천군 동신건설산업㈜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사업

국방부 시설본부 ㈜한진중공업 독신숙소(모듈러공법) 2단계사업 신축공사

진덕산업㈜ 한결이엔지 당산동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유토건설 국도77호선 성동육교외 2개교 교량난간 보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림산업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경남기업 서울지하철915공구

에코그린 대선건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한라건설㈜ 한라건설㈜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KCC건설 호남고속철도 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대영이엠씨 SK건설 영흥화력 #5,6 발전소 보조설비 토건공사

한국무역협회 현대건설㈜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철원군청 ㈜서강건설 동온교 가설공사

충북 진천 교육지원청 ㈜한국종합개발 한국바이오마스터고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

경기 평택시 교육청 디앤디건설㈜ 송탄제일중 다목적실 증축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대도메탈베리어 관내 교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양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

구로구청 에디슨솔라이텍㈜ 구로구민회관 태양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대보실업 경부선 신도림역사 신축 기타공사

농촌진흥청 ㈜그린포닉스 농촌진흥청 지방이전공사 4공구

광주시 ㈜인본건설 곤지암2동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

㈜한화 한고토건 산벽시공

BMW코리아 현대산업개발 BMW고객 드라이빙센터 신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금호건설 정읍-원덕간 도로건설공사 1공구

한국중부발전 광명전기 제주화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청재종합건설 노들길 유원아파트 방음벽공사

LH 동아건설 오산세교 광역교통 개선대책도로 개설공사

1999. 02. 18. 특허증 | 카트리지형 주입식 케미컬앵커.

특허청장.

1999. 06. 18. 실용신안등록증 | 케미컬앵커 토출구의

개/폐 보호캡. 특허청장.

2004. 09. 16. 의장등록증 | 내포장재되는물품.특허청장.

2004. 11. 04. 회원증 | (사)한국무역협회회장.

2005. 09. 14. 실용신안등록증 | 케미컬앵커 토출용

용기의 토출구 및 개폐 보호캡. 특허청장.

2006. 12. 18. 특허증 |케미컬볼트의고정수단.특허청장.

2007. 03. 12. 특허증 | 케미컬 앵커볼트의 나사끼움

설치용 소켓. 특허청장.

2007. 06. 11. 상표등록증 | COMFIX. 특허청장.

2014. 05. 06.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용재

2014. 04. 10.  실용신안등록증 | 원터치 케미컬앵커

2008. 05. 29. 품질보증업체지정서 | 케미컬앵커

(capsule형, injection형).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2011. 04. 22.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케미컬앵커, 주입식

앙카의 생산 및 부가 서비스. KTR인증센터.

2011. 12. 20.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

2012. 11. 20. 특허증 | 케미컬앵커의 용액 자동 주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용액 주입 방법. 특허청장.

2012. 12. 10.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3. 04. 22.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 KS 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케미컬앵커, 주입식 앙

카의 생산 및 부가서비스. KTR인증센터.

2013. 07. 01.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카트리지. 특허청장.

2013. 07. 01. 디자인등록증 | 케미컬앵커케이스.

특허청장.

2013. 08. 30. 특허증 | 튜브형 케미컬앵커 인젝션

카트리지. 특허청장

2013. 11. 01. 유사디자인등록증 | 주입식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주입대. 특허청장.

혼합용 스크류. 특허청장.

2013. 12. 26.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이컬 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4. 02. 24 특허증 | 케미컬앵커인젝션 카트리지

특허청장

등록증

CERTIFICATES
송림기업(주)은 인증, 특허, 실용실안등을상시취득하며내일을 준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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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LIM CHEMICAL ANCHOR

발주처 시공사 공사명

추계예술대학교 양우건설㈜ 추계예술대학교 창조관 신축공사

서울메트로 남광토건㈜/㈜대붕시티 지하철1호선 시청 역사 시설개선공사

㈜에이텍 ㈜세민이앤씨 판교 에이텍 사옥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물산(건설부문)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지평건설㈜ 기선건설㈜ 음성 지평 더웰 1차 아파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GS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705공구

㈜문화방송 현대산업개발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김포 상하수도 사업소 고합건설/우석건설 김포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동양건설산업 부원건설㈜ 파주 운정2지구 택지개발지구 4공구 배수펌프장 신축공사

토지주택공사 동아건설산업 파주 운정지구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풍림산업㈜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추가 1.2역사 건축공사

현대산업개발 태아건설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연결통로 공사현장

한강홍수통제소 ㈜두건건설 소백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성동도로사업소 원더풀건설㈜ 능산지하차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풍림산업,코오롱건설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1/2공구

돈암5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 금호건설 돈암5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구로구청 동도건설㈜ 구로제2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이승율 외 1인 반도환경개발㈜ 양재동 20-7 의료시설 증축공사

대방건설㈜ 대방건설㈜ 광주 하남2지구 E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철도청 삼대양개발㈜ 공항철도공사

분당구청 서중종합건설 분당 수내교 보도정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성엔지니어링 분당선 죽전-수원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윤한기 ㈜씨-스페이스건설 스윔사옥 신축공사

공항철도 포스코건설 경의선 용산-문산간 1-2B공구

양천구청 ㈜부미종합건설 남부순환로 도로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대보건설㈜ 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화이트코리아 GS건설 GS 가양동 지식산업센터

현대제철 ㈜현대엠코 원급처리설비 B/C LINE 01 PLAN-TT-142

효산의료재단 ㈜삼협종합건설 군포 샘병원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

서부발전 SK DND F1 태양광공사

진천군 동신건설산업㈜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사업

국방부 시설본부 ㈜한진중공업 독신숙소(모듈러공법) 2단계사업 신축공사

진덕산업㈜ 한결이엔지 당산동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유토건설 국도77호선 성동육교외 2개교 교량난간 보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림산업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경남기업 서울지하철915공구

에코그린 대선건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한라건설㈜ 한라건설㈜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KCC건설 호남고속철도 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대영이엠씨 SK건설 영흥화력 #5,6 발전소 보조설비 토건공사

한국무역협회 현대건설㈜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철원군청 ㈜서강건설 동온교 가설공사

충북 진천 교육지원청 ㈜한국종합개발 한국바이오마스터고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

경기 평택시 교육청 디앤디건설㈜ 송탄제일중 다목적실 증축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대도메탈베리어 관내 교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양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

구로구청 에디슨솔라이텍㈜ 구로구민회관 태양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대보실업 경부선 신도림역사 신축 기타공사

농촌진흥청 ㈜그린포닉스 농촌진흥청 지방이전공사 4공구

광주시 ㈜인본건설 곤지암2동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

㈜한화 한고토건 산벽시공

BMW코리아 현대산업개발 BMW고객 드라이빙센터 신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금호건설 정읍-원덕간 도로건설공사 1공구

한국중부발전 광명전기 제주화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청재종합건설 노들길 유원아파트 방음벽공사

LH 동아건설 오산세교 광역교통 개선대책도로 개설공사

1999. 02. 18. 특허증 | 카트리지형 주입식 케미컬앵커.

특허청장.

1999. 06. 18. 실용신안등록증 | 케미컬앵커 토출구의

개/폐 보호캡. 특허청장.

2004. 09. 16. 의장등록증 | 내포장재되는물품.특허청장.

2004. 11. 04. 회원증 | (사)한국무역협회회장.

2005. 09. 14. 실용신안등록증 | 케미컬앵커 토출용

용기의 토출구 및 개폐 보호캡. 특허청장.

2006. 12. 18. 특허증 |케미컬볼트의고정수단.특허청장.

2007. 03. 12. 특허증 | 케미컬 앵커볼트의 나사끼움

설치용 소켓. 특허청장.

2007. 06. 11. 상표등록증 | COMFIX. 특허청장.

2014. 05. 06.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용재

2014. 04. 10.  실용신안등록증 | 원터치 케미컬앵커

2008. 05. 29. 품질보증업체지정서 | 케미컬앵커

(capsule형, injection형).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2011. 04. 22.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케미컬앵커, 주입식

앙카의 생산 및 부가 서비스. KTR인증센터.

2011. 12. 20.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

2012. 11. 20. 특허증 | 케미컬앵커의 용액 자동 주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용액 주입 방법. 특허청장.

2012. 12. 10.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3. 04. 22.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 KS 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케미컬앵커, 주입식 앙

카의 생산 및 부가서비스. KTR인증센터.

2013. 07. 01.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미컬앵커

카트리지. 특허청장.

2013. 07. 01. 디자인등록증 | 케미컬앵커케이스.

특허청장.

2013. 08. 30. 특허증 | 튜브형 케미컬앵커 인젝션

카트리지. 특허청장

2013. 11. 01. 유사디자인등록증 | 주입식케미컬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주입대. 특허청장.

혼합용 스크류. 특허청장.

2013. 12. 26. 디자인등록증 | 주입식 케이컬 앵커

케이스. 특허청장

2014. 02. 24 특허증 | 케미컬앵커인젝션 카트리지

특허청장

등록증

CERTIFICATES
송림기업(주)은 인증, 특허, 실용실안등을상시취득하며내일을 준비하고있습니다.

22 23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onglim Fastener Co., Ltd. is conducting a lot of regular inspections as well as in-house and 3rd party tests for continuous quality control.

1999. 02. 18.  Patent | Cartridge type Injection Chemical 
Anchor. Commissioner of WIPO

1999. 06. 18.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 
Open/ Close protection cap of Chemical Anchor outlet. 
Commissioner of WIPO

2004. 09. 16.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Items packed inside inner package. Commissioner 
of WIPO.

2004. 11. 04.  Membership | CEO of KITA

2005. 09. 14.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  
Open/ Close protection cap of Chemical Anchor outlet. 
Commissioner of WIPO

2006. 12. 18.  Patent | Fix apparatus of Chemical Bolt. 
Commissioner of WIPO.

2007. 03. 12.  Patent | Socket for Chemical Anchor bolt 
Screwing. Commissioner of WIPO.

2007. 06. 11.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COMFIX. Commissioner of WIPO

2008. 05. 29.  Certificate of Quality Assurance | Chemical
Anchor (capsule, injection type).President of KTR

2013. 12. 26.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Injection
Chemical Anchor Case. Commissioner of WIPO

2014. 02. 24  Patent | Chemical Anchor Injection Cartridge 
Commissioner of WIPO

2014. 04. 10. Utility Model Registration | One-touch 
chemical Anchor injection board. Commissioner of WIPO

2014. 05. 06.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Injection 
Chemical anchor solution for screw. Commissioner of WIPO 

2015. 08. 18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Cap for 
Injection Chemical Anchor Cartridge. Commissioner of KIPO

2015. 08. 18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Cap for 
Injection Chemical Anchor Cartridge. Commissioner of KIPO

2015. 09. 01 MOU of Industrial and Academia Cooperation | 
MOU of Industrial and Academia Cooperation. Seoil 
University

2015. 09. 14 INNO-BIZ Certificate | Technology Innovative 
SME (INNO-BIZ) Certificate. Administrator of SMBA 

2015. 10. 02 Membership Certificate of INNO-BIZ SME | 
Membership Certificate. President of INNOBIZ  

2011. 05. 12.  Certificate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Q ISO9001:2009 / ISO 9001:2008  Chemical Anchor,  
injection anchor Production & related services. 
KTR Certificate Center

2011. 12. 20.  Certificate of Research Department  | 
Commissioner of KOITA

2012. 11. 20.  Patent | Auto Injection of Chemical Anchor 
Device. Commissioner of WIPO

2012. 12. 10.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Injection
Chemical Anchor Case. Commissioner of WIPO

2015. 05. 18.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KS 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Chemical 
Anchor, Injection anchor manufacture and related 
services. KTR Certificate center

2013. 07. 01.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Injection
Chemical Anchort cartridge/ Commissioner of WIPO

2013. 07. 01.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Chemical 
Anchor Case. Commissioner of WIPO

2013. 08. 30. Certificate of Patent | Tube Type Chemical 
AnchortInjection Cartridge. Commissioner of WIPO

2013. 11. 01.  Certificate of Similar Design Registration | 
Injection Chemical Anchor case. Commissioner of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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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기업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송림기업(주)입니다

,

( )

고객과함께세계로,미래로나아가는기업

오늘에충실하며내일을준비하는

송림기업(주)입니다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и готовностью
идем в завтрашний день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клиентами

4

8

12

16

17

18

SONGLIM

СОДЕРЖАНИЕ
Гибридный химический анкер для 
высоких нагрузок SE-39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COMFIX 
I-SERIES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капсульного 
типа COMFIX M-Series

Инъекционные дозаторы
(пистолеты)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Референц



SONGLIM CHEMICAL ANCHOR

-39의

●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초고하중용 케미컬앵커입니다.

● 국내 최초의 3:1 비율(주제:경화제) 에폭시 레진 앵커입니다.

● 현존하는 케미컬앵커 중 최고 수준의 부착강도를 자랑합니다.

● 습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 에폭시 타입으로 수축이 적으며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기존의 이액형 건으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습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습한 환경에서

습식형 케미컬앵커로

로 

강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에폭시 타입 

제품입니다.

초고하중용 습식 케미컬앵커

습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습한 환경에서

습식형 케미컬앵커로

로 

강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에폭시 타입 

제품입니다.

Особенности и преимущества COMFIX S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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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имический анкер гибридного типа на основе 
эпоксидной смолы

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 Химический анкер для высоких нагрузок разработанный
по оригин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и

●● На основе эпоксидной смолы и отвердителя в соотношении 3:1

●●
   

Выдающиеся свойства адгезии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химическими анкерами

●●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 влажной среде

●● Пистолет унифицирован с COMFIX I-36 



SONGLIM CHEMICAL ANCHOR

-39의

●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초고하중용 케미컬앵커입니다.

● 국내 최초의 3:1 비율(주제:경화제) 에폭시 레진 앵커입니다.

● 현존하는 케미컬앵커 중 최고 수준의 부착강도를 자랑합니다.

● 습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 에폭시 타입으로 수축이 적으며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기존의 이액형 건으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습한 환경에서

로 

초고하중용 습식 케미컬앵커

SONGLIM CHEMICAL ANCHOR

-39의

●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초고하중용 케미컬앵커입니다.

● 국내 최초의 3:1 비율(주제:경화제) 에폭시 레진 앵커입니다.

● 현존하는 케미컬앵커 중 최고 수준의 부착강도를 자랑합니다.

● 습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 에폭시 타입으로 수축이 적으며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기존의 이액형 건으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습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습한 환경에서

습식형 케미컬앵커로

로 

강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에폭시 타입 

제품입니다.

초고하중용 습식 케미컬앵커
Простой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ибридный химический 
анкер эпоксидного типа. 
Применяется по 
влажным основаниям.
Отличная адгезия к 
основанию и 
гигиенично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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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LIM CHEMICAL ANCHOR

내의

(                   )

10-30 ℃의 온도에서 

보관하시고

0℃ 이하에서 

시공 시 본사에 

문의하세요.

●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진행 된 후 시공하십시오.

● 시공 시 가능하면 추천 건(디스펜서)을 사용하십시오.

● 구멍 안의 먼지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시공하십시오.

● 습윤한 상태에서 사용가능하나 모재의 습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저온에서 시공 시 사용 직전 따듯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여 

    사용하십시오.

● 토출부 경화 시 경화 된 부위를 파낸 후 스크루를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시공 시 철근이나 볼트를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삽입하십시오.

●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경화시간 동안 볼트나 철근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COMFIX SE-39 시공 시 유의사항

● 먹거나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등을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 수지가 피부에 닿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강하게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지만,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습한 환경에서 사용시 2배의 경화시간이 요구됩니다.

● 모재의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환경에 따라 경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혼합이 잘 안 된 초기 발출액은 짜 버리고 사용하십시오.

● 0℃이하 온도에서 사용 시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 스크루를 통한 믹스, 시공 전 버리는 부분 등으로 인해 제품에 표기 된 내용량과 실제 사용량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반품, 교환, 환불 기한은 수령 후 7일 이내이며, 미개봉 상태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그 밖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내의

(                   )

●

●

   

● 저온에서 시공 시 사용 직전 따듯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여

   

●

● 으로 돌리면서

● 먹거나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등을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 수지가 피부에 닿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강하게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지만,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습한 환경에서 사용시 2배의 경화시간이 요구됩니다.

● 모재의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환경에 따라 경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혼합이 잘 안 된 초기 발출액은 짜 버리고 사용하십시오.

● 0℃이하 온도에서 사용 시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 스크루를 통한 믹스, 시공 전 버리는 부분 등으로 인해 제품에 표기 된 내용량과 실제 사용량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반품, 교환, 환불 기한은 수령 후 7일 이내이며, 미개봉 상태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그 밖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Сверление отверстия 
ударной дрелью

Повторная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Заполнение отверстия 
от дна к устью, примерно 
на две трети объема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сжатым воздухом 

Установка на картридж 
пластикового носика-
смесителя 

Вкручивание 
металлической шпильки и 
ожидание отверждения 

Очтстка отверсия 
стальной щеткой 4-6 раз 

Установка картриджа в 
пистолет. Нанесение 
не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меси

Монтаж COMFIX SE-39  

● Наносится после полного отверждения бетона

●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затор при монтаже

● Обязательно очистить от пыли и посторонних включений 
отверстие перед монтажом

●  Может применяться по влажным основаниям, но лужи и
капли необходимо удалить 

● Хранить продукт в тепле в случае применения при низких
температурах

●  Если продукт затвердел в смесительном носике - замените
носик на новый

● При установке в отверстие медленно вкручивайте монтажную
шпильку или болт по часовой стрелке.

● Выждать время до полного отверждения смеси, не прилагая к
установленной шпильке или болту нагрузок.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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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내의

)

● 입하지 마십시오.

●

●

●

●

●

내의

(                   )

● 먹거나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등을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 수지가 피부에 닿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강하게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지만,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습한 환경에서 사용시 2배의 경화시간이 요구됩니다.

● 모재의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환경에 따라 경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혼합이 잘 안 된 초기 발출액은 짜 버리고 사용하십시오.

● 0℃이하 온도에서 사용 시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 스크루를 통한 믹스, 시공 전 버리는 부분 등으로 인해 제품에 표기 된 내용량과 실제 사용량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반품, 교환, 환불 기한은 수령 후 7일 이내이며, 미개봉 상태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그 밖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Исп.болт M10 M12 M16 M20 M22 M24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12 14 18 25 26 28

Глубина
отверстия 90 110 125 170 190 210

Кол-во
возможных

точек установки
35-40 25-30 10-13 5-7 4-5 3

Температура
основания 0°C 5°C 10°C 20°C 30°C

Рабочее
время 1ч30м 1ч 40м 25м 15м

Время до
нагрузки 60ч 40ч 20ч 10ч 6ч

Время до нагрузки
при влажном

основании
120ч 80ч 40ч 20ч 12ч

Исп.болт D10 D13 D16 D19 D22 D25

13 16 19 25 28 32

130 150 180 220 250 300

30-35 15-20 9-12 4-6 3 2-3

- Придерживайтесь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значений
из таблицы, поскольку возможно небольш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расхождение
из-за температуры материала или других внешних условий

Требует внимания (COMFIX SE-39)

Данные для монтажа Время отверждения

● Не употреблять в пищу

● Использовать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во время монтажа

● При попадании на кожу: промыть обиль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воды с мылом
При пропадании в глаза: осторожно промывать глаза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инут.

● Беречь от огня

● Избегать попадания прямых солнечных лучей. Хранить в темном прохладном месте

● Срок эфф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 1 год с даты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правил хран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

●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во влажной среде, время отверждени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2 раза

Адгезионная прочность зависит от качества основания

● Период отверждения может изменя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Глубина
отверстия

Кол-во
возможных

точек установки

●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первые 3-5 см смеси из нового картриджа для работы

● При температур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иже 0°С - обратиться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к поставщику

● Важно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часть материала остается в смесительном носике и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монтажа

● Производитель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материал, использованный не по прямому назначению

● Утилизацию продукции и упаковки производи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втом нормами



SONGLIM CHEMICAL ANCHOR

COMFIX I SERIES :
COMFIX I-36,
COMFIX I-30

주입형케미컬앵커
1

COMFIX I SERIES의 특성 및장점

국내기술진이만든

대한민국최초의주입형

케미컬앵커입니다.

최고의품질로세계와

당당히경쟁하는

제품입니다.

8 9

● 카트리지 형태로 제작해 시공이 편리합니다.

●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뛰어나고 고하중을 유지합니다.

● 콘크리트 성분인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탁월합니다.

● 중공블럭, 조적벽돌, 암반 등 다양한 모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속앵커와 달리 확장으로 인한 모재 내 피로를 주지 않으며 

    동하중 및 진동에 강합니다.

● 모서리에 근접하여 시공할 수 있고 앵커 간격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천공 직경, 천공 깊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앵커 시공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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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инъекционного типа

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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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обенности и преимущества 
COMFIX I-SERIES

  

 Первый химический 
анкер полностью 
разработанный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 
уник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и,
конкурирующий с 
ведущими мировымми 
брендами

 Выполнен в пластиковом картридже для удобства
работы

 Высокая адгезия к металлу и бетону,
выдерживающая высокие  нагрузки

  Не разрушается в щелочной среде присущей  
бетонам

 Можно применять для разли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аких
как газобетон, кирпич, камень

 В отличие от металлических механических анкеров 
не создают усталостных напряжений и устойчивы к 
вибрационным нагрузкам

  Подходят для монтажа у края конструкции и в  
огранич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Для любых диаметров



SONGLIM CHEMICAL ANCHOR

건결합후건결합후

COMFIX I-30 시공순서

온도에따른경화시간

모재내의

온도
-5℃ 0℃ 10℃ 20℃ 30℃ 40℃

초기

경화시간
1H 45Min 30Min 20Min 10Min 5Min

하중

적재시간
12H 8H 4H 2H 1H30Min 50Min

-모재의 온도등 외부요인에의해다소의시간차가생길수있으니보수적으로

-COMFIX I-30의 경우 COMFIX I-36 대비 30% 가량 시공개수가줄어듭니다.

-시공 시 천공된구멍안에약 2/3 지점까지수지를주입합니다.

-시공의 숙련도 및 작업상의손실등에따라 15-20%의 오차가생길수있습니다.

적용하십시오.

COMFIX I-36 시공 표준제원

사용볼트 M10 M12 M16 M20 M22 M24

드릴비트직경(mm) 12 14 18 25 26 28

삽입깊이(mm) 90 110 125 170 190 210

예상시공가능개수 35-40 25-30 10-13 5-7 4-5 3

사용 볼트 D10 D13 D16 D19 D22 D25

드릴비트직경(mm) 13 16 19 25 28 32

삽입깊이(mm) 130 150 180 220 250 300

예상시공가능개수 30-35 15-20 9-12 4-6 3 2-3

2 3COMFIX I-36 시공순서

해머드릴로천공 해머드릴로천공

뚜껑을열고스크루조립 뚜껑을열고돌출된 비닐
부분을자른후스크루조립

에어브러시로청소 에어브러시로청소

전용건에카트리지부착

후혼합이잘안된초기

발출액을짜버림

전용건에카트리지부착

후혼합이잘안된초기

발출액을짜버림

철브러시로 4-6회 이상

분진청소

철브러시로 4-6회 이상

분진청소

청소된홀에 2/3 정도의

주입액주입

청소된홀에 2/3 정도의

주입액주입

에어브러시로청소 에어브러시로청소

볼트를천천히돌려삽입

후경화

볼트를천천히돌려삽입

후경화

1 1

5

2 2

6 6

3 3

7 7

4 4

8 8

COMFIX I-36은

스크루탈부착이쉬운

원터치형입니다

COMFIX I-SERIES 시공 시 유의사항

제품의빨간

뚜껑을 연후

반드시자르고

돌출된비닐부분을

사용하십시오

※ COMFIX I-30은 소량 시공용이며, 다량 시공에는 COMFIX I-36이 적합합니다.

10 11

5

● COMFIX I -30은 일반 실리콘 건으로 사용 가능하지만COMFIX I-36은 이액형 건을 사용해야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진행 된 후 시공하십시오.

● 구멍 안의 먼지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시공하십시오.

●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 시 현저한 강도저하가 일어납니다.

● 저온에서 시공 시 사용 직전 따듯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여 사용하십시오.

● 토출부 경화 시 경화 된 부위를 파낸 후 스크루를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시공 시 철근이나 볼트를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삽입하십시오.

●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경화시간 동안 볼트나 철근에 힘을 가하지마십시오.

건결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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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IX I-36 это

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Сверление отверстия
ударной дрелью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сжатым воздухом

Очистка отверстия 
стальной щеткой 4-6
раз

Повторная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Установка на 
картридж 
пластикового носика-
смесителя

Установка картриджа 
в пистолет, нанесение
не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меси

Заполнение смесью 
отверстия от дна к 
устью, примерно на 
две трети объема

Вкручивание 
металлической 
шпильки и ожидание 
отверждения

Пистолет в сборе

Смешивание
в одно 
касание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Для анкеров серии COMFIX I-30 подходят обычные пистолеты для 1К картриджей, для I-36 -
специальные пистолеты для 2К картриджей

 Монтаж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сле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набора прочности бетона
 Заполнять отверстие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лной очистки
 При повышенной влажности адгезия снижается
 Хранить продукт в тепле в случае применения при низких температурах
 Если продукт затвердел в смесительном носике - замените носик на новый
 При установке в отверстие медленно вкручивайте монтажную шпильку или болт по часовой

стрелке
 Выждать время для полного отверждения смеси, не прилагая к установленной шпильке или

болту нагрузок

МОНТАЖ COMFIX I-36



SONGLIM CHEMICAL ANCHOR

  
건 결합 후

  

 

 

온도
40℃30℃20℃10℃0℃-5℃

경화시간
23

적재시간
50Min1H30Min2H4H8H12H

%-COMFIX I-30의 경우 C 6 대비 30OMFIX I-3  가량 어듭니다.개수가 줄시공

M24M22M20M16M12M10

282625181412

21019017012511090

34-55-710-1325-3035-40

D25D22D19D16D13D10사용 볼트

322825191613드릴비트 직경(mm)

300250220180150130삽입깊이(mm)

2-334-69-1215-2030-35예상시공 가능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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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FIX I -30은 일반 실리콘 건으로 사용 가능하지만COMFIX I-36은 이액형 건을 사용해야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진행 된 후 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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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 시 현저한 강도저하가 일어납니다.

● 저온에서 시공 시 사용 직전 따듯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여 사용하십시오.

● 토출부 경화 시 경화 된 부위를 파낸 후 스크루를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시공 시 철근이나 볼트를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삽입하십시오.

●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경화시간 동안 볼트나 철근에 힘을 가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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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결합후건결합후

COMFIX I-30 시공순서

온도에따른경화시간

모재내의

온도
-5℃ 0℃ 10℃ 20℃ 30℃ 40℃

초기

경화시간
1H 45Min 30Min 20Min 10Min 5Min

하중

적재시간
12H 8H 4H 2H 1H30Min 50Min

-모재의 온도등 외부요인에의해다소의시간차가생길수있으니보수적으로

-COMFIX I-30의 경우 COMFIX I-36 대비 30% 가량 시공개수가줄어듭니다.

-시공 시 천공된구멍안에약 2/3 지점까지수지를주입합니다.

-시공의 숙련도 및 작업상의손실등에따라 15-20%의 오차가생길수있습니다.

적용하십시오.

COMFIX I-36 시공 표준제원

사용볼트 M10 M12 M16 M20 M22 M24

드릴비트직경(mm) 12 14 18 25 26 28

삽입깊이(mm) 90 110 125 170 190 210

예상시공가능개수 35-40 25-30 10-13 5-7 4-5 3

사용 볼트 D10 D13 D16 D19 D22 D25

드릴비트직경(mm) 13 16 19 25 28 32

삽입깊이(mm) 130 150 180 220 250 300

예상시공가능개수 30-35 15-20 9-12 4-6 3 2-3

2 3COMFIX I-36 시공순서

해머드릴로천공 해머드릴로천공

뚜껑을열고스크루조립 뚜껑을열고돌출된 비닐
부분을자른후스크루조립

에어브러시로청소 에어브러시로청소

전용건에카트리지부착

후혼합이잘안된초기

발출액을짜버림

전용건에카트리지부착

후혼합이잘안된초기

발출액을짜버림

철브러시로 4-6회 이상

분진청소

철브러시로 4-6회 이상

분진청소

청소된홀에 2/3 정도의

주입액주입

청소된홀에 2/3 정도의

주입액주입

에어브러시로청소 에어브러시로청소

볼트를천천히돌려삽입

후경화

볼트를천천히돌려삽입

후경화

1 1

5

2 2

6 6

3 3

7 7

4 4

8 8

COMFIX I-36은

스크루탈부착이쉬운

원터치형입니다

COMFIX I-SERIES 시공 시 유의사항

제품의빨간

뚜껑을 연후

반드시자르고

돌출된비닐부분을

사용하십시오

※ COMFIX I-30은 소량 시공용이며, 다량 시공에는 COMFIX I-36이 적합합니다.

10 11

5

● COMFIX I -30은 일반 실리콘 건으로 사용 가능하지만COMFIX I-36은 이액형 건을 사용해야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진행 된 후 시공하십시오.

● 구멍 안의 먼지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시공하십시오.

●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 시 현저한 강도저하가 일어납니다.

● 저온에서 시공 시 사용 직전 따듯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여 사용하십시오.

● 토출부 경화 시 경화 된 부위를 파낸 후 스크루를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시공 시 철근이나 볼트를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삽입하십시오.

●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경화시간 동안 볼트나 철근에 힘을 가하지마십시오.

 

-5°C 0°C 10°C 20°C 30°C 40°C

50Min

 

M24M22M20M16M12M10

282625181412

21019017012511090

 34-55-710-1325-3035-40

D25D22D19D16D13D10

322825191613

300250220180150130

 2-334-69-1215-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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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емп. 
основания

МОНТАЖ COMFIX I-30

Пистолет в сборе
COMFIX I-30 это

Смешивание
в одно

касание

Данные для монтажа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Используемый болт

Глубина отверстия

Используемый болт

Диаметр отверстия

Глубина отверстия

Кол-во возможных 
точек установки

Кол-во возможных
точек установки

Время отверждения

Рабочее
время

Время до 
нагрузки

1ч

12ч 8ч 4ч 2ч 1ч30мин

45мин 30мин   120мин 10мин 5мин

- Придерживайтесь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значений 
из таблицы, поскольку возможно небольш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расхождение 
из-за температуры материала или других внешних условий

Сверление отверстия 
ударной дрелью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сжатым воздухом

Очистка отверстия 
металлической 
щеткой 4-6 раз

Повторная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Установка на 
картридж 
пластикового носика-
смесителя

Установка  картриджа
в  пистолет, нанесение 
не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меси

Заполнение смесьa 
отверстия от дна к 
устьae примерно на 
две трети объема 

Вкручивание 
металлической 
шпильки и ожидание 
отвержд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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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IX M SERIES의 특성 및 장점COMFIX M SERIES:
M10, M12, M16,
M20, M24

캡슐형케미컬앵커

1

송림기업(주)에서

30여년을만들어온

제품입니다. 습식환경은

물론 수중에서도사용

가능한 다목적케미컬

앵커입니다.

12 13

● 습윤한 상태는 물론 수중시공도 가능해 수중구조물의 부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골재는 강도가 강한 자연규사이며 제품의 갈색유리관은 수지의 변질을 억제하여 제품의 보관성을 높여줍니다.  

● 제품의 포장재는 친환경적인 종이로 사후처리가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뛰어나고 고하중을 유지합니다.

● 콘크리트 성분인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탁월합니다.

● 금속앵커와 달리 확장으로 인한 모재 내 피로를 주지 않으며 동하중 및 진동에 강합니다. 

● 모서리에 근접하여 시공할 수 있고 앵커 간격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MFIX M SERIES의 특성 및 장점

1

송림기업(주)에서

30여년을만들어온

제품입니다. 습식환경은

물론 수중에서도사용

가능한 다목적케미컬

앵커입니다.

12 13

● 습윤한 상태는 물론 수중시공도 가능해 수중구조물의 부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골재는 강도가 강한 자연규사이며 제품의 갈색유리관은 수지의 변질을 억제하여 제품의 보관성을 높여줍니다.  

● 제품의 포장재는 친환경적인 종이로 사후처리가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뛰어나고 고하중을 유지합니다.

● 콘크리트 성분인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탁월합니다.

● 금속앵커와 달리 확장으로 인한 모재 내 피로를 주지 않으며 동하중 및 진동에 강합니다. 

● 모서리에 근접하여 시공할 수 있고 앵커 간격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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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капсульного типа

COMFIX M SERIES:
M10, M12, M16,
M20, M24

SOS  NO  GN  LG  IL  M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COMFIX M SERIES의 특성 및 장점

1

송림기업(주)에서

30여년을 만들어 온

제품입니다. 습식환경은

물론 수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케미컬

앵커입니다.

12 13

● 습윤한 상태는 물론 수중시공도 가능해 수중구조물의 부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골재는 강도가 강한 자연규사이며 제품의 갈색유리관은 수지의 변질을 억제하여 제품의 보관성을 높여줍니다.

● 제품의 포장재는 친환경적인 종이로 사후처리가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뛰어나고 고하중을 유지합니다.

● 콘크리트 성분인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탁월합니다.

● 금속앵커와 달리 확장으로 인한 모재 내 피로를 주지 않으며 동하중 및 진동에 강합니다.

● 모서리에 근접하여 시공할 수 있고 앵커 간격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MFIX M SERIES의 특성 및 장점

1

송림기업(주)에서

30여년을만들어온

제품입니다. 습식환경은

물론 수중에서도사용

가능한 다목적케미컬

앵커입니다.

12 13

● 습윤한 상태는 물론 수중시공도 가능해 수중구조물의 부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골재는 강도가 강한 자연규사이며 제품의 갈색유리관은 수지의 변질을 억제하여 제품의 보관성을 높여줍니다.

● 제품의 포장재는 친환경적인 종이로 사후처리가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뛰어나고 고하중을 유지합니다.

● 콘크리트 성분인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탁월합니다.

● 금속앵커와 달리 확장으로 인한 모재 내 피로를 주지 않으며 동하중 및 진동에 강합니다.

● 모서리에 근접하여 시공할 수 있고 앵커 간격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Songlim производит 
М-серию уже более 30 
лет. Этот 
универсальный 
химический анкер 
подходит для влажных 
поверхностей, а так же 
для применения под 
водой

●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не только по влажным основаниям, но и для крепления подвод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  Продукт содержит кварцевый заполнитель,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шает прочность, затемненное 
стекло защищает состав от воздействия УФ-лучей

● Упаковка материала являе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й. Её легк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утилизировать

● Обладает высокой адгезией к металлу и бетону, выдерживает большие нагрузки

● Обладает высокой устойчивостью к щелочам, входящим в состав бетона

● В отличие от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анкера, он не подвержен усталостным расширениям и выдерживает      
    вибрационные нагрузки 

● Подходит для плот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точек креплений

Особенности и преимущества COMFIX 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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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IX M SERIES 시공순서

2

COMFIX M SERIES 시공 시 유의사항

해머드릴로천공 에어브러시로청소 철브러시로 4-6회 이상 분진청소

1 2 3

청소된 홀에 캡슐형 앵커삽입에어브러시로청소

5

분당 1000RPM전후의회전타격시공

6

충분한 경화시간 후 하중 적재

7

4

임팩트렌치를이용,

분당 1000RPM 이상으로

회전타격시공

하십시오.

● 시공 시 삽입부분이V커팅 또는 45° 커팅된 뾰족한 모양의 앵커볼트를사용하십시오.

● 임팩트 렌치를 이용,분당 1000RPM 이상으로 회전타격시공하십시오.

● 철근의 경우 회전타격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어댑터나 장치가필요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진행 된 후 시공하십시오.

● 구멍 안의 먼지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시공하십시오.

●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경화시간 동안 볼트나 철근에힘을가하지마십시오.

● 수중에서 시공할경우2배 이상의 경화시간을 적용하여주십시오.

● 표준 제원에 맞게 제작되어, 제원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건에서는 사용하실 수없습니다.

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COMFIX M SERIES  시공순서

2

COMFIX M SERIES 시공 시 유의사항

해머드릴로 천공 에어브러시로 청소 철브러시로 4-6회 이상  분진 청소

1 2 3

청소된 홀에 캡슐형 앵커 삽입에어브러시로 청소

5

분당 1000RPM전후의 회전타격시공

6

충분한 경화시간 후  하중 적재

7

4

임팩트 렌치를이용,

분당 1000RPM 이상으로

회전타격시공

하십시오.

● 시공 시 삽입부분이 V커팅 또는 45° 커팅된 뾰족한 모양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십시오.

● 임팩트 렌치를 이용, 분당 1000RPM 이상으로 회전타격시공 하십시오.

● 철근의 경우 회전타격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어댑터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진행 된 후 시공하십시오.

● 구멍 안의 먼지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시공하십시오.

●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경화시간 동안 볼트나 철근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수중에서 시공할 경우 2배 이상의 경화시간을 적용하여 주십시오.

● 표준 제원에 맞게 제작되어, 제원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건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Монтаж COMFIX M SERIES 

Сверление отверстия ударной 
дрелью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сжатым 
воздухом

Повторная продувка отверстия

Вкручивание шпильки в ударном 
режиме на 1000 об/мин

Очистка отверстия 
стальной щеткой 4-6 раз

Размещение анкера капсульного 
типа в очищенное отверстие

Нагрузка возможна после 
отверждения

With impact wrench
at faster than 1000RPM

Conduct rotational
hitting Installation

●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лт с V-образным вырезом  

● Монтаж осуществлять инструментом с ударным режимом на 1000об/мин

● Для вкручивания арматуры используйте адаптер 

● Наносится после полного отверждения бетона

● Удалить пыль и посторонние включения перед установкой

● Не нагружать конструкцию до полного отверждения состава 

● При монтаже под водой, время отверждени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2-3 раза

● Если условия монтажа отличаются от стандартных - обратитесь к  
    представителю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

모재 내의
온도

-5℃ 0℃ 10℃ 20℃ 30℃ 40℃

초기 경화
시간

1H 45Min 30Min 20Min 10Min 5Min

하중 적재
시간

12H 8H 4H 2H 1H30Min 50Min

- 모재의 온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다소의 시간차가 생길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적용하

십시오.

제품제원 및 포장규격

케미컬앵커 볼트 규격

M10 M12 M16 M20 M24

사용 볼트
규격 10×130

12×130
12×160

16× 45
16×165
16×190

20×240 24×290

- 16X165 볼트를 16X160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SIZE

M10 M12 M16 M20 M24

제품 길이(mm) 100 100 128 170 215

제품 외경(mm) 11 13 16.5 23 23

겉박스 수량(EA) 400 400 200 100 100

속박스 수량(EA) 20 20 10 10 10

SIZE

구분

구분

갈색유리관

규사경화제 수지

내포장재는
의장등록된
송림기업(주)의

고유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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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темненное стекло

Отвердитель   Основа   SIO2

Дизайн
упаковки

химических
анкеров М-серии

Зарегестрирован
как уникальный

Тех.харакетристики и кол-во в упаковке

Размер

Параметр
M10 M12 M16 M20 M24

Длина (мм) 100 100 128 170 215

Внешний
диаметр (мм) 11 13 16.5 23 23

Количество в
коробке 400 400 200 100 100

Количество впачке 20 20 10 10 10

-  Придерживайтесь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значений
из таблицы, поскольку возможно небольш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расхождение
из-за температуры материала или других внешних условий

Время отверждения

Темп.
основания -5°C 0°C 10°C 20°C 30°C 40°C

Рабочее
время 1ч 45мин 30мин 20мин 10мин 5мин

Время до
нагрузки 12ч 8ч 4ч 2ч 1ч30мин 50мин

- 16X165 можно заменить на 16X160.

Соответствие анкерного болта

Размер
Параметр M10 M12 M16 M20 M24

Размер
анкерного

болта
10×130 12×130

10×160

16×145
16×165
16×190

20×240 24×290



SONGLIM CHEMICAL ANCHOR

COMFIX 일반 디스펜서

●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소량시공에 적합합니다.

●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으로 제작되어 견고합니다.

● 수지의 용출량이 많아 시공 시 편리합니다.

● 실리콘 건과 호환되어 실리콘 시공 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

COMFIX POWER G-1

● COMFIX SE-39의 추천건입니다.

● COMFIX POWER G-1은 송림기업(주)에서 위탁제조,

판매하는 국산 제품입니다.

● COMFIX POWER G-1은 견고하며뒤틀림이없습니다.

● 특수나일론 재질을 사용하고 열처리와도금처리를거쳐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손의 피로도가낮습니다.

COMFIX DISPENSER
주입식디스펜서(주입건)

2

3

1

AIR DISPENSER

● 송림기업(주)의 AIR DISPENSER는 컴프레셔에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유럽 수입 완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동절기의 제품사용이나 다량의 케미컬앵커 시공 시 효과적입니다.

● 사용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압력해제버튼으로쉽게

카트리지를 탈부착 할 수 있습니다.

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COMFIX 일반 디스펜서

●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소량시공에 적합합니다.

●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으로 제작되어 견고합니다.

●  수지의 용출량이 많아 시공 시 편리합니다.

●  실리콘 건과 호환되어 실리콘 시공 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

COMFIX POWER G-1

●   COMFIX SE-39의 추천건입니다.

●   COMFIX POWER G-1은 송림기업(주)에서 위탁제조,

판매하는 국산 제품입니다.

●   COMFIX POWER G-1은 견고하며 뒤틀림이 없습니다.

●   특수나일론 재질을 사용하고 열처리와 도금처리를 거쳐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손의 피로도가 낮습니다.

COMFIX DISPENSER

2

3

1

AIR DISPENSER

●   송림기업(주)의 AIR DISPENSER는 컴프레셔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유럽 수입 완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동절기의 제품사용이나 다량의 케미컬앵커 시공 시 효과적입니다.

●   사용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압력해제 버튼으로 쉽게

카트리지를 탈부착 할 수 있습니다.

●  Хорошее соотношение цены и качества для
небольших объемов монтажа

● Выполнен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з металла

● Удобен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  Возможно нанесение силиконовых герметиков

COMFIX E-A7 Dispenser

● Пистолет рекомендован для нанесения COMFIX SE-39

●  COMFIX POWER G-1 произведен в Южной Коре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Songlim.

● COMFIX POWER G-1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прочным и не
деформируется

● Изготовлен из специального нейлона, обработан
термически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 покрытием

●  Хорошая эргономика способствует меньшей
усталости руки

●  Дозатор подключается к компрессору

● Произведен по спец.заказу в Европе

●  Оптимален при монтаже зимой или при большом
объеме

●  Возможность регулировки скорости подачи. Система
быстрого сброса картриджа

COMFIX General Dispenser

COMFIX Air Dispenser

Инъекционные дозаторы (пистолеты)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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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나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등을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 수지가 피부에 닿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강하게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지만,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캡슐형은 제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니 보관 및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 수지 및 규사가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변색되지 않은 캡슐을 따듯하게 만들어 수지가 위 아래로 흐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도가 낮을수록 경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십시오.

● 모재가 얼어있는 상황에서 시공할 경우 제품의 강도가 20-30% 가량 감소됩니다.

● -5℃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 시 본사와 상의하십시오.

● 모재의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환경에 따라 경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입형의 경우 혼합이 잘 안 된 초기 발출액은 짜 버리고 사용하십시오.

● 주입형의 경우 스크루를 통한 믹스, 시공 전 버리는 부분 등으로 인해 제품에 표기 된 내용량과 실제

사용량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케미컬앵커가 완전 경화된 후에 발생한 습기에 대해서는 강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반품, 교환, 환불 기한은 수령 후 7일 이내이며, 미개봉 상태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그 밖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16 17

● 먹거나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등을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 수지가 피부에 닿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강하게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지만,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캡슐형은 제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니 보관 및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 수지 및 규사가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변색되지 않은 캡슐을 따듯하게 만들어 수지가 위 아래로 흐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도가 낮을수록 경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십시오.

● 모재가 얼어있는 상황에서 시공할 경우 제품의 강도가 20-30% 가량 감소됩니다.

● -5℃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 시 본사와 상의하십시오.

● 모재의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환경에 따라 경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입형의 경우 혼합이 잘 안 된 초기 발출액은 짜 버리고 사용하십시오.

● 주입형의 경우 스크루를 통한 믹스, 시공 전 버리는 부분 등으로 인해 제품에 표기 된 내용량과 실제

사용량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케미컬앵커가 완전 경화된 후에 발생한 습기에 대해서는 강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반품, 교환, 환불 기한은 수령 후 7일 이내이며, 미개봉 상태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그 밖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 Не употреблять в пищу.

● Использовать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и работе.

●  При контакте с кожей, промыть проточной водой и обильно нанести крем для рук.
При попадании в глаз, промывать проточной водой в течение минимум одной минуты.

● Беречь от огня.

● Хранить в темном и прохладном месте.

● Срок эфф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 1 год с даты производства.

●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ь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хим.анкеров М-серии, поставляемых в стекле.

● Оптима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достигается при работе теплым материалом.

● При низкой температуре, время полимеризации материал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 При перемораживании материала во врем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ли хранения, прочность 
   продукта может снизиться на 20-30%.

● При работе в температуре ниже -5°C, обратитесь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к поставщику.

● Прочность конструкции так же зависит от качества основания.

● Время отверждения зависит от условий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При расчете материала в картриджах, принимать во внимание, что часть смеси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первичного смешивания, ещё часть - остается в смесительном носике.

●  Поставщик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материал, использованный не по прямому 
   назначению.

● Утилизация производится в соотве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метс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вяжитесь с поставщком.



SONGLIM CHEMICAL ANCHOR

REFERENCES
시공사례

차수벽 공사

건물신축공사

도로건설공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전시장 건설공사

교각내진공사

아치판넬 지붕공사

아파트 건설 공사

교량난간 보수공사

SONGLIM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РЕФЕРЕНЦ
시공사례

차수벽 공사

건물신축공사

도로건설공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전시장 건설공사

교각내진공사

아치판넬 지붕공사

아파트 건설 공사

교량난간 보수공사

SONGLIM

Подпорная стенка

Быстровозводимые здания

Дорож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Установка разделительной полос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ыставочного зала

Противовибрацион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моста

Установка панелей на кровле

Жил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нтаж дорожных ограждений

Примеры применения



송림기업(주)의 케미컬앵커는 고객의 신뢰에 힘입어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사용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도신설공사

지하연결통로 공사

진출입로 설치공사

교각 가설공사

조경공사

구조개선공사

태양광공사

노반신설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18 19

송림기업(주)의 케미컬앵커는 고객의 신뢰에힘입어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애용되고있으며

사용영역이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철도신설공사

지하연결통로공사

진출입로 설치공사

교각 가설공사

조경공사

구조개선공사

태양광공사

노반신설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18 19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SONGLIM COMFIX применяются как в Корее,
так и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стоянно расширяя географию поставок.

18 19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оннеля

Ремонт путепровод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ста

Плотина

Ремонт плотины ГЭС

Строителство солнеч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поры моста

Устройство ограждений



COMFIX
ХИМИЧЕСКИЕ АНКЕРЫ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2길 11

T.031-543-6100 F.031-542-6477

Songlim Fastener Co., Ltd.
11, Geombawee 2 gil, Soheul-eub, Pochon-city, Gyeonggi Province, Korea
T. 82-31-543-6100     F. 82-31-542-6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