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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시스템 지명원서

귀 사업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성실과 책임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귀사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지명을 받고자 관계서류 일체를 포함한 지명원을 제출

하오니 검토하신 후 저희 회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엠시스템 사용인감계

아래 사용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의 (등록,입찰,

계약,기성수령)에 사용 하겠으며 아래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 계를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케이엠시스템

Company 
Information

회사소개



㈜케이엠시스템 인사말

신뢰를기반으로고객과함께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케이엠시스템은 사업자 전용 구매 루트로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업

고객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업계 최적의 가격,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LG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 업체간의 직거래로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구매자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통한

견적 진행 및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온 기술력과 성실하고 발주처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케이엠시스템 회사개요

회 사 명 (주)케이엠시스템

대 표 이 사 김 은 경

사 업 자 번 호 788-88-01543

설 립 일 자 2020년 06월 09일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6길 19
203호

연 락 처 전화 1833-7918 팩스 0504-209-8844

이 메 일 kemsystem@naver.com

홈 페 이 지 www.kemsystem.co.kr

사 업 분 야 • B2B가전 납품 전문기업

• 전자상거래업

• 가전제품 납품 및 설치시공

•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시공



㈜케이엠시스템 조직도

대표이사

총괄이사

공조기사업팀

시공1팀

온라인 영업팀

SNS 마케팅

관공서 영업분야

기술영업부

견적분야

영업분야

가전제품사업팀

주거공간시공팀

업무공간시공팀

이사회

시공2팀

감사

영업 지원팀

경리/재무분야

전자상거래분야

기업 복지몰
분야

자사홈페이지
관리



㈜케이엠시스템

Major 
Performance

주요실적



㈜케이엠시스템 주요실적

연도 발주처 프로젝트

2021

영등포오피스텔 천장형 에어컨 40대 설치공사

계명대학교제1학생회관 벽걸이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탠드에어컨 설치공사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 벽걸이 냉난방기 6대 설치공사

다짐스터디카페용산점 천장형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8대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 천장형 냉난방기 4대 설치공사

팬트짐 천장형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16대

계명대학교대명캠퍼스 스탠드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3대

대구칠곡신협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공사

미리벌신협 스탠드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16대

카페파스쿠찌 천장형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11대

고려대학교 스탠드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3대

서초더샵포레아파트 천장형 올인원에어컨 6대 공사

㈜백천제면공장 시스템 에어컨 10대 공사

2020

황금요양병원 천장형 냉난방기. 스탠드형 에어컨 128대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냉난방기 공사

이영인테리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

㈜디베리움 오피스텔 냉난방기 160대 설치 공사

상원어린이집(신우) 에어컨설치공사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공사

주식회사금속종합건설 냉난방기공사

우경정보기술 냉난방기 설치공사

고려대학교 에어컨 교체 설치

전남지방우정청 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

이매아름마을풍림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16대 설치

냉난방기 납품 및설치 시공



㈜케이엠시스템 주요실적

연도 발주처 프로젝트

2021

월성마디안의원 사이니지,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TV

대구더튼튼마취통증의학과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대영정형외과 사이니지, TV 납품 및 설치

더본연합정형외과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노트북

범어S 이비인후과 사이니지 설치,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라임비뇨의학과/피부과
LG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드럼세탁기
건조리,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업소용 청소기

2020

굳센병원 수술실 에어컨 설치

라임비뇨의학과, 피부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드럼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청소기

황금요양병원 천장형 냉난방기 및 스탠드형 에어컨 128대 설치 공사

현대연합정형외가 40평 스탠드형 냉난방기 교체공사

서대구병원 수술용 모니터

경북대학교병원 7평형 냉난방기

경기도일산하이병원 의료용 모니터 설치 및 제품 시연

도담지의원 49인치 TV, 32인치 모니터 , 냉장고 ,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료기관 납품 및설치시공

월성 마디안의원 납품 및 설치시공



㈜케이엠시스템 주요실적

연도 시공명 프로젝트

2020

경주왕신리풀빌라 냉장고, TV, 청소기, 전자레인지 , 밥솥 각 24대 설치

에센스모텔 벽걸이 에어컨 26대 교체공사

구미금오관광호텔 시스템에어컨 및 벽걸이 에어컨 각 28대 설치

포항데이토나풀빌라 시스템 에어컨 ,  TV, 냉장고, 제습기 각 20대 설치

포항신축풀빌라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시스템 에어컨 각 21대 설치

가평키즈카페풀빌자 냉장고, 빌트인전기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각 15대 설치

감포신축풀빌라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유선청소기 각 16대

YOLO호텔 벽걸이 에어컨, 세탁기, 안마기, 스타일러

남해스포츠파크호텔 TV, 냉장고, 노트북 전 객실 설치

숙박시설 납품 및설치시공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 납품 및 설치시공

경주 왕신리 풀빌라 납품 및 설치시공



㈜케이엠시스템 주요실적

연도 발주처 프로젝트

2021

영등포오피스텔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세탁기 각 40대 설치

세종대학교기숙사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공사

LH다움임대주택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각 29대

충무로오피스텔 빌트인 세탁기, 스타일러 등 가전 450대 납품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기숙사 냉난방기 청소 및 교체,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 납품

분당더샾스타파크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사 및 빌트인가전 납품

서초더샵포레아파트 천장형 올인원에어컨 6대 공사

2020

정성라임오피스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세탁기 , 빌트인 냉장고 160대

범어쌍용예가 중대형 스탠드형 냉방기

거창오피스텔 TV, 벽걸이 에어컨, 드럼세탁기, 전기레인지 154대

E편한세상아파트
TV, 식기세척기, 인덕션 전기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워시타워, 올인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수성하늘채르레브 49인치 벽걸이 TV 

목동13단지아파트 벽걸이 에어컨 49대 설치

여주소피아 C.C기숙사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TV, 세탁기 각 21대

안심시티프라디움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

고령오펠 CC 직원기숙사 TV 79대 , 냉장고, 세탁기 각 40대 설치

LH원룸 전기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48세대 설치

공동주택분야 납품 및설치시공

거창 오피스텔 납품 및 설치시공



㈜케이엠시스템 주요실적

연도 시공명 프로젝트

2021

경안여자고등학교 전자칠판 납품 및 설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탠드 에어컨, 공기청정기 납품 및 설치

포이초등학교 비디오월 사이니지 4대 납품 및 설치

대구환경공단신천사업소 디지털 사이니지 납품 및 설치

가톨릭대학교중앙도서관 TV, 일체형 PC 34대

바디프랜드전시장 사이니지 납품 및 설치

한국폴리텍대학구미캠퍼스 건조기, 세탁기, TV, 모니터 17대 납품 및 설치

대구은행파크축구장 스탠드 중대형 에어컨 3대, 전광판 설치공사

2020

합천삼가초등학교 냉난방기 2대 , 냉장고 1대 설치 공사

고려대학교국제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

㈜백천제면공장 시스템 에어컨 10대 설치 공사

HC테크공장사무동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순심고등학교 TV,모니터, 빔프로젝터 납품 및 설치

제주현대상용차전시장 TV, 스타일러, 비디오월 사이니지 설치 공사

서울용강중학교 모니터 55대 설치

서울밀레코리아 디지털보드 , TV 설치

삼보모터스주식회사 모니터 30대 데스크탑 30대 설치

동대구역 공기청정키트, 냉난방기설치 공사

기타 분야납품 및 설치시공

대구은행파크 축구장 납품 및 설치시공



㈜케이엠시스템

Partner

협력업체



㈜케이엠시스템 협력업체

이마트24 Mall

신세계 계열사 임직원 및 이마트24 경영주를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24 복지몰

나라장터

대한민국이 만든 전자조달 세계 대표 브랜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

티처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제작/유통하는 교육 전문 쇼핑몰

S2B

지정정보처리장치,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녹색장터

공공기관 전용 법정우선구매제품 구매사이트

딜라이브복지몰

케이블 방송사 딜리이브브 임직원 및 경영주를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딜라이브 복지몰

평화몰

자동차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평화홀딩스 계열사

임직원을 위한 평화홀딩스 계열사 복지몰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임직원 및 경영주를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복지몰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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