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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YOUR BRAND

귀 사업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성공적인 공사를 위하여 성실과 

책임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귀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명을 받고자 관계서류 

일체를 포함한 지명원을 제출 하오니 검토하신 후 저희 

회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안 석 환

(주)신안스틸



COMPANY 
INFORMATION

회사소개

신안스틸의 경쟁력

·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맞춤형 제작 시공!

· 자체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제작, 가공하여 경제성 향상!

· 최신식 금속 가공 시설로 원하는 제품 100% 제작!

· 금속 가공 및 다양한 현장경험 시공 전문 기술자 보유!

· 견적부터 시공 후 AS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

www.sinahnst.com(주)신안스틸



GREETING 인사말

(주)신안스틸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오직 정직과 성실로써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건강한 건설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오늘 여러분 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 가공 및 제작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속 및 창호 관련된 모든 공정(견적, 제작, 시공, AS, 
유지관리 등)을 본사가 직접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각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실력을 향상시켜왔으며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건설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희 주식회사 신안스틸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온 창의력과 기술력, 단합과 성실 속에서만 발산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무궁한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안 석 환



COMPANY 회사개요 및 연혁

(주)신안스틸

주식회사 신안스틸

안 석 환

435-86-01422

180111-1232204

2019년 08월 13일

일금 152,000,000원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50번길 57-12, 1동(대화동)

전화 042-624-6008  팩스 042-624-6009

sinahnst@naver.com

www.sinahnst.com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대전대덕19-07-01)

· 건축 외장 공사
· 창호 제작 및 시공
·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설립일자

자본금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건설면허

사업분야

회사설립

법인설립

금속구조물 , 창호, 온실공사업 면허취득

안석환 대표이사 등기

회사 확장이전

회사연혁
2014년 

2019년 08월 07일 

2019년 08월 27일

2019년 08월 27일

2020년 04월 01일



ORGANIZATION CHART 조직도

(주)신안스틸

대표이사

총괄이사

공사관리부관리부 시공부

설계/견적분야경리/재무 금속공사업

공사관리공무 창호공사업

성   명

이대성

이대성

이헌국

김하식

이영구

임창준

자격종목 및 등급

건축산업기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전기기능사

자격번호

07203141875O

04404140600H

00405135188I

14405130944G

06405080797G

15405041569H



REGISTRATION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신안스틸의 경쟁력

·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맞춤형 제작 시공!

· 자체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제작, 가공하여 경제성 향상!

· 최신식 금속 가공 시설로 원하는 제품 100% 제작!

· 금속 가공 및 다양한 현장경험 시공 전문 기술자 보유!

· 견적부터 시공 후 AS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

www.sinahnst.com(주)신안스틸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주)신안스틸

사업자등록증(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우)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주)신안스틸

인감증명서(좌)
공장등록증명(신청)서(우)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주)신안스틸

건설업등록증(좌)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우)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주)신안스틸

회원증(좌)
대리점인증서(우)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주)신안스틸

납세증명서(좌)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우)



CERTIFICATE 등록 및 인증서

(주)신안스틸

인증서(좌)



MAJOR
PERFORMANCE

주요실적

신안스틸의 경쟁력

·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맞춤형 제작 시공!

· 자체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제작, 가공하여 경제성 향상!

· 최신식 금속 가공 시설로 원하는 제품 100% 제작!

· 금속 가공 및 다양한 현장경험 시공 전문 기술자 보유!

· 견적부터 시공 후 AS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

www.sinahnst.com(주)신안스틸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주)신안스틸

· 학교법인 장훈학원 금속, 창호시공

· 도마더힐 1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 오투크리닉 금속, 창호공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금속공사

· 한화종합연구원 금속공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금속공사

· 세종시 아름동 주차타워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 대전시 라온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

· 제천시 강제동 CGV 신축공사중 금속판넬 및 수장공사

· 대전시 한빛고등학교 금속공사

· 대전시 글꽃중학교 금속공사

· 한국전기안전 공사 전기안전교육원 금속공사

· 효성화학㈜ 창고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

· SK대덕기술원 BMR Scale-up Pilot Projest 건축공사중 금속공사

· 세종SK바이오텍 PLATFORM 제작 및 설치외 금속공사

· 봉명동 생활형 숙박시설(베가시티)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 세종시 행복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

· 마곡동 KH에너지 R&D센타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주)신안스틸

제천 CGV A/L복합판넬공사 세종 주차타워 A/L루버및창호공사 공주 A/L창호공사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주)신안스틸

대전 봉명동 행복빌딩 A/L창호공사 대전 학하동 O2크리닉 A/L창호공사 옥천 증약리 A/L창호공사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주)신안스틸

공주 금흥동A/L창호공사 대전 학하동 난간대및 루버공사 대전 효성화학 공장증축공사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주)신안스틸

익산 황등난간대공사 대전 도안동난간대공사 대전 도마동 도마더힐 P/L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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