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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에도, 에너지 효율 걱정에도

이제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소방 솔루션 최강자와 글로벌 빌딩 솔루션 최강자가 만나 

Johnson Controls란 이름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변함없이 변화하는 Johnson Controls, 

고객 사업장에 가장 최적화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Johnson Controls

Johnson Controls,  
이제 단 하나의 이름으로

완벽한 빌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EO Message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 

저희 Johnson Controls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1885년 창립 이래 Johnson Controls는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400만 이상의 고객들에게 

빌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기업입니다.   

2016년 소방, 보안 솔루션 분야의 리더인 

Tyco와의 합병으로 최고의 제품, 기술 및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Johnson Controls와 Tyco가  

지닌 최고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새롭게 탄생한 Johnson Controls는 앞으로 

고객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열정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Johnson Controls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 safe, comfortable and 
sustainable world.

사장  Brad Buckwalter  

02 | 03   Building Technologies & Solutions 



동방전자산업 (DBE)
‘Tyco Korea’로 상호 변경

Seaplus 인수 이젠 Tyco와
Johnson Controls가 
함께 합니다

2012

2016

Tyco International 
설립

Tyco Marine 
Services Korea 
(TMSK) 설립 

동방전자산업 
(DBE) 인수

Tyco와 
ADT 합병

Simplex Time  
Recoder 인수

1960 1997 1999 2001 2003

Delphi 자동차 배터리 
사업인수

YORK International
인수

2005

2005

Johnson Service 
Company 설립

Johnson
Controls Korea 
설립

Johnson 
Controls Inc.로  
사명변경

세계 최초 컴퓨터 이용 
자동제어시스템 
JC80 개발

대형빌딩 관리시스템
Metasys 개발

1885 1972 1974 1990 1999

변함없이  소방에 대한 모든 솔루션에는 

Tyco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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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빌딩 솔루션 

Johnson Controls가 함께 합니다



에너지 관리는 더 스마트하게

위험의 대비는 더 세이프하게

Johnson Controls의 

빌딩 통합 솔루션을 만나 보십시오

Building
Technologies &
Solutions

솔루션 분야 

적용 분야

•  고층 타워 및 대형 빌딩

•  쇼핑 아케이드 및 리테일 몰

•  대형 에너지 설비 시설

•  석유 화학 플랜트

•  원자력 발전소

•  공항, 정부기관 등 사회 간접 시설

보안

빌딩 서비스 및 부품

소방

조명 제어

에너지 저장

정보 운영 및 결손 방지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

제어

에어 시스템

에어컨 설비

빌딩 시스템 통합 리테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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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많은 랜드마크가 
Johnson Controls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초고층 타워와 대형 빌딩은 물론 

SOC 시설 및 해양 플랜트 등 특수 시설에 이르기까지 소방 및 빌딩 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레퍼런스

•  잠실 롯데월드타워

•  여의도 파크원

•  JW메리어트 호텔 (판교,동대문)
•  상암동 MBC사옥

•  세종 정부청사

•  서천 국립생태원

•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부산 국제금융센타

•  부산 센텀시티 백화점

•  서울시 신청사

•  동부산 국제복합쇼핑몰

•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고양)
•  삼성병원 (서울, 강북, 창원)
•  상암동 YTN 미디어센타

•  신한금융그룹 데이타센타

•  하나금융그룹 데이타센타

•  이케아 고양점

•  롯데 속초리조트

•  마곡 LG사이언스파크

•  월드컵 경기장

•  인천 국제공항

•  삼성동 코엑스

•  일산 킨텍스전시장

•  국립 중앙박물관

•  신세계백화점

•  CJ Blossom Park
•  코오롱 마곡 미래 기술원

•  신세계 아이앤씨 디지털 센터

•  인터플렉스 안산 스마트센터

•  서울 강남 성모병원

•  은평 성모병원

•  영남대병원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건국대병원

•  자라코리아

•  구찌코리아

•  버버리코리아

•  이마트

•  올리브영

•  롯데마트

•  에잇세컨즈

•  노브랜드

•  CJ R&D Center
•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구미 LGD P1~P6 
•  파주 LGD P9 PJT, P10 
•  평택 삼성 고덕지구 
•  천안 삼성 DR 5 Line
•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  청라 하나금융센타  
•  삼성 바이오로직스 
•  한미약품 평택공장

•  일동제약 안성공장

•  CJ Healthcare 오송공장

•  서흥캅셀 오송공장

•  한화토탈 서산공장 
•  신한울 1, 2호기 원자력

•  태안화력 석탄취급 9, 10호기

•  당진화력 석탄취급 9, 10호기 
•  Rapid O&G (Malaysia)
•  Colon LNG (Panama)
•  SBPL Power (Philippines)
•  Red Dragon Power (Chile)
•  Az-Zour Power (Kuwait)
•  RPLC O&G (Venezuela)
•  Karbala O&G (Iraq)
•  SAFI Power (Morocco)
•  Jubair O&G (Iraq)
•  TACE O&G (Turkmenistan)
•  PTT LNG (Thailand)
•  Talimarjan power (Uzbekistan)

•  Inpex Ichthys FPSO & CPF
•  Total E&P Egina FPSO
•  Total E&P Clov FPSO
•  Petronas I, II LNG FPSO
•  Zadco Platform
•  Transocean Platform
•  Seadrill Drillship
•  Statoil Drilling Rig
•  Odebrecht Drilling Rig

•  Maersk Drilling Rig
•  ATWOOD Drill ship
•  DP QUAD 204 Platform
•  ENI Goliat FPSO
•  Jangkrik FPU
•  Total MOHO NORD FPU / TLP
•  Total USAN FPSO
•  Nexus FPSO
•  Total Dalia FPSO

•  가락동 헬리오시티

•  부산 장전3래미안

•  김포 풍무푸르지오

•  동탄 더샵센트럴시티

•  울산 대우블루마린시티

•  서울숲 꿈에그린

•  광교 M3오피스텔

•  일산 킨텍스원시티

•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  수원 SK VIEW
•  평택 힐스테이트 1, 2, 3차

•  이촌 래미안첼리투스

•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1차

•  해운대 I-PARK
•  연산동 더샵시티애비뉴 1, 2차

•  용산역 래미안더센트럴

•  도곡동 타워펠리스

•  대방아파트

빌딩/쇼핑몰/호텔/리조트/복합건축물 R&D Center/Plant 아파트

Marine &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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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Gakuen Cocoon Tower (Japan)  Central Embassy (Thailand) Empire State Building (USA)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ingapor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Japan)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Hong Kong) Abenou Harukas (Japan) Jem (Singapore)

Kyoto Aquarium (Japan) National Theatre (China) Mitsui Tower (Japan)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China)



Business Area 
6 Building Solutions
만만치 않은 교체비용을 생각하면 관리만큼 중요한 투자는 없습니다. 

빌딩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만드는 일, 

빌딩에 대한 통합 솔루션, Johnson Controls라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방 분야 No.1
자부심의 이름, 동방전자산업  50년에서 시작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만나 보십시오.

전기 분야

설비 분야

개선 & 보수 분야

•  스프링 쿨러 헤드 / 스프링 쿨러 밸브

•  물분무 소화장비 / 청정소화 및 HP CO2 소화 가스장비

•  소화설비 기자재 (소화기, 노즐, 옥내소화전 등)

•  기계 설비 밸브류

•  알람 컨트롤 패널 

•  스프링 쿨러 헤드 / 스프링 쿨러 밸브

•  화재 감지기류 

•  피난 유도등류 

•  R형 종합 방재 시스템, Network P형 시스템 

•  원격감시 솔루션 및 제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아날로그감지기, 주소형감지기, 특수감지기 (공기흡입형, 광센서, CO) 

•  국내 및 국외 최신 화재 경보 제품군 보유 

•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화재경보 시스템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조기 경보를 위한 솔루션

•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원격 시스템 구현

사업 영역

•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솔루션

•  분말, 포소화, 물분무, 가스 소화 설비

•  기계 설비

사업 영역

•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 방재 시스템

•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솔루션

•  분말, 포소화, 물분무, 가스 소화 설비

•  소방 정밀 종합점검 서비스

사업 영역

제공 장비

제공 장비

제공 장비

•  주차장 지역 관리를 위한 번호판 인식 출입 장비

•  내부 출입 시 슬라이딩 / 스윙 방식의 스피드 게이트 설치

•  카드리더기, 컨트롤러 등 출입자 관리 장비

•  HID 등 우수한 장비 공급

•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출입통제 시스템

•  UL, CE인증을 통한 공인된 시스템

•  확장성이 우수한 강력한 보안응용 프로그램

•  출입통제, 방문자관리, Guard Tour 등 지원

빌딩 에너지 효율성은 냉·난방 및 환기시설에서 결정됩니다.
사용자 만족도는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글로벌  No.1 브랜드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최고 브랜드  제품을 기반으로 빌딩 내 모든 솔루션 제공

빌딩에서 특수 빌딩까지 다양한 에너지 열원 활용, 혁신적인 비용절감

HVAC

•  빌딩 공조용 HVAC 장비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컨설팅  
   (오피스 / 공공기관 / 상업시설 / 호텔 / 병원 / 공연장 / 도서관) 

•  산업용 HVAC 장비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컨설팅 
   (반도체 / 제약 공장 / 생명 과학시설)

•  특수산업용 HVAC 장비 공급 
   (저온창고 / 물류창고 / 화학공장 / 실험실)

•  터보 냉동기 / 스크루 냉동기 / 히트펌프 / 프리쿨링 냉동기

•  바닥공조 시스템

•  공기조화기 / 항온항습기 / 변풍량 터미널 / 팬코일유니트

•  저온 냉동용 압축기 유니트 / CDU / 증발식 응축기 /  
 판형 열교환기

•  메가픽셀 CCTV & 열감지 특수 카메라

•  IR 및 레이저 카메라 등 스팟에 맞는 장비 설치

•  모니터링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

•  호환성 있는 NVR장비를 통한 기록 저장

기존 출동 중심 보안서비스를 넘어 360도 통합 보안시스템 및 재난관제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ecurity System의 세계 1위인 의 우수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빌딩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최상의 빌딩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고의 시스템 를 통해 효율적인 빌딩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격지에서 시스템 감시 가능(기본 Web 버전)하며 다양한 통신 방식 수용

User 추가에 따른 User Interface Client(추가 제어 및 감시용 PC) 추가 시 추가 비용 없이 가능(기본 5 User제공)

COntROlS

•  설비 / 전력 / 조명 자동제어

•  BEMS (에너지 및 관리 영역 시스템 구축)

•   기반 주요시설 통합 컨트롤

•  출입통제, CCTV, 주차관제 등 IBS 시스템 구축

•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공사 및 시운전

•  BEMS 시스템 구축 공사 및 시운전

•  IBS 시스템 구축 공사 및 시운전

•  원격 접속 서비스

FiRe

사업 영역 사업 영역

통합관제형 보안장비

주차 및 출입관리장비   

제공 서비스 제공 장비

출입통제 시스템

•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및 대응

•  소방, 구조계측, 지진, 출입통제 등 통합이 용이

•  사전에 수립된 정책에 의한 대응매뉴얼 (SOP) 구동

•  개방형 통합 플랫폼 (PSIM)

재난관제통합플랫폼 (P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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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SeRViCe

•  빌딩 화재안전 종합정밀점검

•  빌딩 소방설비 보수 사업

•  빌딩 화재시스템 유지관리

•  Johnson Controls 장비 관련 서비스 전담

•  기계 및 부품 안정성 유지 및 지속적 관리

•  에너지 효율 관련 컨설팅 및 현황 분석

•  (구)동방전자산업 모든 제품 AS

•  소방 설비 모든 제품 노후교체 서비스

•  빌딩 화재안전 진단 서비스

•  에너지 성과보증 사업 관련

•  자동제어 시스템 개보수 및 업그레이드

•  HVAC 시스템 장비 개보수 및 업그레이드

•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정기점검 및 긴급AS)

•  HVAC 시스템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정기점검 및 긴급AS)

국내 유일 24시간 콜센터와 전국 서비스 지사를 갖춘 한편 스마트폰 감시시스템까지

운영하며 Johnson Controls 전 시스템을 완벽히 관리합니다.

환경 보호차원의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한편 웹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공간 제약 탈피, 
업계 최초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각 지역 사무소 운영으로 실시간 서비스 제공

•  선박 소방 설비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관리

•  선박 화재탐지 장치 유지 보수 관리

•  보수 업체 교육 및 개발

•  World wide service network 구축

•  가스 소화 시스템

•  선박용 알람 시스템

•  수계(포말, 물분부) 소화 시스템

•  LPG & LNG 가스 선박용  분말 소화 시스템  

•  선박 및 해양플랜트 소방 방재 설비 생산 및 설치 

•  선박용 화재탐지 및 경보 장치 생산 및 설치

•  소방선 소방 장비 생산 및 설치

•  시스템 공급, 설계, 엔지니어링 Total Solution 제공

글로벌 선두 업체로서 선박 및 해양 플랜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수년간 축적된 설계력과 기술력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Marine & Offshore

•  메카닉 관련 서비스 (전 메이커 및 공조시스템)

•  24시간 비상 대기 및 전산실 관리 서비스

•  에너지 성과보증 사업 관련

•  Johnson Controls 장비 관련 서비스 전담

•  에너지 효율 관련 컨설팅 및 현황 분석

•  기계 및 부품 안정성 유지 및 지속적 관리

용산, 평택, 대구에 주둔한 미군기지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에너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사 인력이 직접 상주하며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SG

•  Fire Alarm & Detection System (Simplex)

•  Gaseous System (CO2, INERGEN, FM-200, NOVEC)

•  Foam System (Ansul, Chemguard)

•  Kitchen Suppression System (R102, Piranha)

•  Sprinkler & Extinguishers

PPOG Market에 적합한 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가스시스템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소화기, 인명구조기구 등

특별한 시설에는 특별한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준 가장 넓은 적용범위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심도있는 노하우와 기술인원을 자랑합니다.

PPOG (Petrochemical, Power, Oil & Gas)

세계적인 명성 그대로 만의 상품 도난방지, 적정 재고관리 및  
효율적 통합 매장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품 도난방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반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 
대형몰 및 마트에 최적화된 미래지향적 체크아웃 시스템

RetAil

• 도난방지 솔루션

• 재고관리 솔루션

• 고객행동분석 솔루션

• 출입통제 솔루션

• 영상감시 솔루션

사업 영역

사업 영역

• 58 KHz 단일 주파수대의 AM 도난방지안테나 적용

• RFID를 통한 재고 및 물품 통합관리

•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People Counting 데이터 제공,  
 매장 방문 고객분석, 유동인구 모니터링

• 주요 공간 출입 관리 및 보안시스템 확립

• NVR, VMS 기반, CCTV 영상 통합 관리 솔루션 제공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 영역

사업 영역

사업 영역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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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증 / 전기공사 등록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주)

자 본 금   9,530,780,000
시공능력평가액   86,085,700,000 
주요업종  소방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설비 공사업 / 

   소방시설관리 유지업 / 소방설비의 설계, 감리, 정비 및 진단용역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유)

자 본 금 4,000,000,000
시공능력평가액 기계설비공사업   47,086,676,000
   기계설비공사업 자동제어공사   31,311,165,000  
주요업종 냉동공조사업 / 빌딩관리사업 / 에너지성과 보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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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