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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코스 회사소개서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샘코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1992년 창립 이래 오직 크린룸(CLEAN ROOM) 한 길 만을 걸어왔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크린룸”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cGMP와 같이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선진국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샘코스 임직원 일동은 지속적인 기업 품질 관리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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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사 말

無 信 不 立

임직원 일동

[무신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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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 샘코스 회사소개서2. 회사연혁 / 수상경력

HISTORY

1992’s ~ 현재

2015’s
(주)알엔투테크놀로지 본사 신축 크린룸 시공사 감사패 수상.

보령제약(주) 안산공장 페니실린동 신축공사 외 건축설비공사 감사패 수상.

01.

12.

2016’s 삼성제약(주) 건강식품공장 구축공사 시공.12.

2018’s
(주) 보락 건기식 및 의약품 작업소 Remodeling 공사 시공.

보령제약㈜ 예산 생산장비 Interconnection공사 시공.

04.

12.

2019’s ㈜보령바이오파마 K동 G동 크린룸 설비공사 시공.04.

2021’s ㈜샘코스 용인공장 준공07.

4

2022’s ㈜샘코스 본사이전(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03.

2021’s ㈜유영제약 진천 GMP공장 크린룸 공사 시공.07.



㈜ 샘코스 회사소개서2. 회사연혁 / 수상경력

2002’s 대전.충정지역 본부 설립.01.

2005’s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보령제약(주) 세파계 GMP공장 및 창고 증축 공사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

기계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취득.

01.

03.

05.

2006’s (주)보령바이오파마 생물학제 제제GMP공장 증축 공사 시행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01.

2007’s

본사이전 (주)샘코스 상호변경.

평양 대동강제약 공장 증축공사

자본금 5억원 증자.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04.

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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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s
06.

06.

2010’s 보령제약(주) 원료합성 cGMP 증축 GMP 설비 공사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09.

2012’s 대전지사 본사로 재 편입.03.

2014’s (주)이노웨이브 오산공장 크린룸 신축공사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획득.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 .

2009’s (주)보령바이오파마 생물학제 제제GMP공장 증축 공사 시행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09.



㈜ 샘코스 회사소개서2. 회사연혁 / 수상경력

1992’s 대성엔지니어링 설립(개인). 01.

1995’s (주)대성엔지니어링 설립(법인).01.

1996’s 보령신약(주) 동물사육실 GMP시설 공사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09.

1997’s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취득.12.

1998’s 삼성전기(주)  상주업체 선정.12.

1999’s

보령제약(주) 중앙연구소 이설 공사 시행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

자본금 3억원으로 증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취득.

삼성전기(주)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 감사패 수상.

04.

05.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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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07.

07.

11.

12.

12.

ISO9001 인증 획득.

보령제약(주) 발효 합성 BGMP 건설공사 시행의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

삼성전기(주) 우수 협력업체 선정.

공장이전설립.

삼성SDI(주) 상주업체 선정.

2001’s

화일약품(주) BGMP건설공사 시행의 봉사정신 및 우수성 인정 감사패 수상.

본사 및 공장 확장이전.

한국 바이린㈜ 업무 협정 체결.

1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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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도

구매

(주)샘코스
대표이사

지원본부 기술영업부 공장

총무 경리 설계기술영업 시공 관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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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분야 / 자격사항

Business field

크린룸 사업

설비 공사업

부대하는 사업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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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분야 /자격사항

CBTP 수료증

공장등록증

산.학 교류 협약서 회원증 가족회사 증서

ISO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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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22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콜마비앤에이치㈜음성공장 KBH 음성 3공장 4층 GSK 건설공사 1식

㈜보락 항암동 공조기 2대 교체공사 1식

㈜브랑제리홍종흔 동탄공장 동탄 공장 냉각실 개선공사 1식

㈜비알팜 원주공장 배관설비 공사 외 1식

㈜스퀴즈브루어리 순창공장 급기 시스템 공사 1식

㈜유영제약 주사제 리모델링 반제품 보관실 항온 제습기 설치공사 1식

㈜유영제약 리모델링 주사제 작업장 설치공사 1식

㈜유한양행 과립시설 배관공사 1식

㈜유한양행 코팅기 배관공사 1식

㈜켐포트 4동 판넬공사 1식

㈜한국백신 레이아웃 변경공사(건축설비공사) 1식

고려은단헬스케어㈜ 1캠퍼스 제습장비 설치공사 1식

HLB제약㈜ PASS BOX 설치공사 외 1식

㈜보령 A동 ANP주사제 작업장 및 2층 포장실 레이아웃 변경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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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22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보령 안산공장 A동 수처리실 급, 배기 구축공사 1식

㈜보령 I동 위수탁그룹 사무실 구축공사(건축설비공사) 1식

㈜보령 B동 용각산 작업장 Lay-out 및 용각산 쿨 포장라인 신규 충전기 설치공사 1식

㈜보령 안산공장 A동 1층 세정실(A104) 공사 1식

제5708부대 00부대 직할대 병영식당 보수공사(기계) 1식

육군 제3221부대 (7공병)572대대 간부숙소 보수공사(기계) 1식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이천중 급식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1식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용인시 정수장 침정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공사 1식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용인정수장 탈수기실 배기휀 설치 기계공사 1식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소규모 가압장 2개소(중동, 역북동) 개선공사 1식

지상작전사령부 00부대 본청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1식

지상작전사령부 00시설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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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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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21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유영제약 ㈜유영제약 진천 GMP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Clean Room공사 1식

㈜보령바이오파마 ASTX Lay-out 변경공사 1식

㈜보령바이오파마 동물시험실 확장공사-GMP설비공사 1식

㈜브랑제리홍종흔 동탄공장 동탄공장 Lay-out 설비공사 1식

㈜비알팜 GMP 설비공사 1식

㈜유영제약 QC Lay-out 변경공사 1식

㈜유영제약 생산본부 항온 제습기 설치공사 1식

㈜셀트리온 청주공장 연구소 사무실 및 장비 재배치 공사 1식

고려은단헬스케어㈜ 안산캠퍼스 2층 HACCP Clean Room공사 1식

고려은단헬스케어㈜ 안산캠퍼스 A동 HACCP Clean Room공사 1식

보령제약㈜ 대천펜션 보수 공사 1식

삼성제약㈜ 냉동고(리아백스 전용) 개조공사 1식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용인정수장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시설 보수공사 1식

지상작전사령부 00부대 기계실 온수기 교체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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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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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20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보락 Ca-CMC 냉난방기 설치 및 의약품 작업소 보수공사 1식

㈜보락 SD실 및 Fragrance 작업소 Clean Room공사(HACCP) 1식

㈜보령바이오파마 G동 K동 Clean Room공사 1식

㈜브랑제리 홍종흔 동탄공장 냉동창고 설치공사 1식

㈜브랑제리 홍종흔 동탄공장 Clean Room공사(HACCP인증) 1식

㈜유영제약 신규정체/캡슐 자동선별기 2,3호기 Clean Room 보수공사 1식

㈜유영제약 기구보관실 Lay-out 변경공사 1식

㈜유영제약 수전실 냉방기 설치공사 1식

㈜유영제약 냉장보관소 설치공사 1식

㈜켐포트 4개동 Clean Room공사 1식

㈜코아바이오 충전기 Clean Booth설치공사 1식

고려은단헬스케어㈜ Clean Room공사 1식

보령제약㈜ 뮤코미스트 BFS충전기 도입관련 Lay-out 변경공사 1식

보령제약㈜ 합성동 반응기 냉각용 냉동기 설치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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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20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보령제약㈜ 보령제약 예산공장 소용량 생산라인 공조 설비공사 1식

보령제약㈜ LVP팀 열수멸균기 도입관련 Lay-out  공사 1식

보령제약㈜ 안산공장 제제연구소 증설공사 1식

보령제약㈜ (구)합성동 화관법 관련 벽체 판넬 공사 1식

보령제약㈜ 안산공장 제제연구소 Clean Room공사 1식

삼성제약㈜ 저온보관소 이전 설치공사 1식

시흥시평생교육원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노후설비 교체공사(기계) 1식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인천 인천 송도 공장 생산설비공사 1식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용인정수장 송수펌프동 배수밸브 액츄레이터 설치 1식

퓨어플러스㈜ B-Line Filter Room 및 공조(급, 배기)설치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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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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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19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보락 상수도 및 알코올 이송배관 공사 1식

㈜보락 핑거루트 추출분말 및 파이롯 설비 구획공사 1식

㈜보령바이오파마 K동 G동 증축 GMP 설비 공사 1식

㈜보령바이오파마 K동 4층 보관소 설치 및 G동 바이알 포장실 이전공사 1식

㈜보령바이오파마 G동 3층 LAY-OUT EHP 설치공사 1식

㈜유영제약 품질관리팀 레이아웃 변경공사 1식

㈜유한양행 신규 과립시설 설치공사(배관공사) 1식

㈜유한양행 혼합실 이전공사(배관공사) 1식

㈜이노웨이브 보일러 설치공사 1식

보령제약㈜
콜롬비아 INVIMA실사대비 미생물 시험실 lay-out 변경계획 및
공조기 제작 설치계획

1식

보령제약㈜ 원료의약품 생산동 (H동)예비동 냉동기 설치공사-설비고사 1식

보령제약㈜
A동 수처리실 증류수 제조기 설치 관련 설비 및 lay-out 

변경 공사
1식

보령제약㈜ Isolator 무균시험실 구축공사 1식

보령제약㈜ 공무동 3층 lay-out 변경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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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19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용인시상수도사업소 기흥가압장 광역상수도(5단계)유입밸브 교체공사 1식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용인정수장 배출수 처리 공정 개선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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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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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18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보락 원료보관소1 개선공사 1식

㈜보락 건기식 및 의약품 작업소 Remodeling 건축공사 1식

㈜보락 치약향 작업소 신축공사 1식

㈜보령바이오파마 17호, 18호 공조기 덕트 추가 및 히팅 코일 교체 1식

㈜보령바이오파마 난방코일(10,19,20호) 교체공사 1식

㈜영지 보령바이오파마 G동 3층 증축공사 중 포장라인 LAY-OUT변경공사 1식

㈜유영제약 레이아웃 변경 설치공사 1식

㈜유영제약 BGMP LAY-OUT변경 및 유틸리티 공사 1식

㈜이노웨이브 크린부스 설치공사 1식

㈜코스팜 크린룸 LAY-OUT변경공사 1식

㈜함소아제약 냉각수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작업 1식

고려은단㈜ 안산2캠퍼스 배기덕트 설치공사 1식

고려은단㈜ 안산1캠퍼스 A동 레이아웃 변경공사 1식

보령제약㈜ 보령제약 예산 생산장비 Interconnection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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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실적

2018년 주요실적

발 주 처 공 사 명 수 량 비 고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제제개발팀 연구용 Pilot 장비_설비공사 1식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침전지(4지) 스크레퍼 시설 보수공사 1식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용인정수장 응집제 투입시설 개선공사 1식

용인시하수도사업소 기흥분뇨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기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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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는 공조설비의 핵심으로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온/습도 및 청정도를 실내의 조건에 맞게 공급해주는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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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AIR SHOWER

Clean Room에 입실하는 사람의 의복 표면이나 반입물품의

표면에 붙어있는 먼지 및 미립자를 청정화된 고속의 공기를

불어 부착입자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1. JET NOZZLE에서 공급되는 공기의 속도는 20~25m/sec이상. 

2. NOZZLE을 벽면에 위치하여 생기는 기류의 와류현상을 방지키 위해 NOZZLE을 매립하고 SOUND CAP을

설치하여 고속에 의한 소음과 진동 와류현상을 최소화. 

3. AIR SEPARATOR를 설치 공기의 속도를 유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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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AIR CONTROL UNIT

A.C.U는 Clean Room 내의 먼지제거는 물론 냉방,난방,가습,
제습 등 모든 Clean Room환경의 자동조절이 가능하며 실험실, 
무균실에 적합하며,IN SPACE를 고려하여 최소의 두께로
제작되어 COMPACT 하고 실내의 활용공간을 최대화하게
제작되는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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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는 냉방,난방,가습 등 모든 Clean Room 환경의

자동조절이 가능하며 온도와 습도는 관계가 있어, 공조기 보다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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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PASS BOX

청정구역과 비청정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설비로 사람이

출입하지 않고 물품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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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CLEAN BENCH
CLEAN BENCH는 국부적으로 완전청정한 환경에 이르게 하는

장치로 실내전체를 제어하는 CLEAN ROOM에 비교해 저렴한

시공비로 청정환경을 만들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전자공업,

약품공업, 정밀공업,의학 등 모든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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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CLEAN BOOTH

CLEAN BOOTH는 본체의 주변에 비닐커텐을 씌우고 상부에는
HEPA FILTER를 취부하여 청정공기의 흐름을 DOWN FLOW형
으로 만든 간이형 CLEAN ROOM으로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부분에 간단히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무균무진장치
(CLASS 100~10,000)이다. 

특징

작업 공정상 특정한 부분에 고도로 CLEAN화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며 조작이 간편한 것이 이 장치의 특징이다.

CLEAN BOOTH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방식과 천정에 고정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의 2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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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FAN FILTER UNIT
FFU SYSTEM은 규격화된 유니트를 천정면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외 최고급 슈퍼

크린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조라인의 부분 청정도 유지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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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BLOWER FILTER UNIT

BLOWER FILTER UNIT 는 FILTER 유니트에 소형 BLOWER가

부착되어 있으며, DUCT 연결 TYPE 및 자체순환 TYPE이 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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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HEPA FILTER UNIT

BLOWER FILTER UNIT 는 FILTER 유니트에 소형 BLOWER가

부착되어 있으며, DUCT 연결 TYPE 및 자체순환 TYP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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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RELIEF DAMPER

실내의 정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기의 흐름방향을 제어하여

실내외 또는 인접실과의 공기 차압을 제어하는 기기로 실외 오염

공기가 역류하여 CLEAN ROOM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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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린룸장비

CleanRoom Equipment

SKS - HEPA FILTER

HEPA FILTER는 D.O.P TEST결과 정격 풍량에서 PARTICAL 
SIZE 0.3㎛를 기준으로 99.97%이상 포집하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INDUSTRIAL CLEAN ROOM(초정밀공업,반도체 산업)및
BIOLOGICAL CLEAN ROOM(제약공업, 병원), C/R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내의 공기 청정도

현대인은 실내에서 90%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실외보다 실내에서의 공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IAQ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HEPA FILTER(0.3㎛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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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위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53번길 27-20 (서천동)

전화 : 031-216-4494 / 팩스 : 031-216-4498 / 홈페이지 : http://www.cleansys.co.kr

㈜샘코스 고객상담센터

031-216-4494
상담시간 : 09:00~17:30
(월~금, 공휴일 휴무)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46번길 5-2(덕성리 1281-5)

전 화 : 031-216-4494 / 팩 스 : 031-216-4498 

홈페이지 : http://www.cleansys.co.kr

이 메 일 : samkos@hanmail.net

http://www.cleansys.co.kr/
mailto:samko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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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금번 귀사에서 실시하는

PROJECT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와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저희 ㈜샘코스는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언제

어디서나 100% 고객 감동과 더불어 웃음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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