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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다른 시작

저희 넥스플러스는 2008년 디앤에스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고객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5대 핵심가치 실현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AFB 사업부를 신설하여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

다양성을 갖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미래지향

선도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합니다.

고객감동

모든 의사결정에 고객을
우선하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킵니다.

혁신과 도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신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며,

신뢰에 가치를 둡니다.

5대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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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NEXPLUS

AFB사업부 서울사무소 이전

AFB사업 개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특허취득(테이프 부착 장치)

특허취득(테이프 부착 장치)

특허취득(탭 가공 검사 지그 장치)

제49회 무역의 날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벤처기업협회 주최 제8회「벤처1,000억 기업」선정

Vestel Group(Turkey)社와「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
 
특허취득(자동테이프 부착장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MDF 기구 분과 회장사 선임

사명 변경 : ㈜인지오앤디 → ㈜넥스플러스

㈜한국씨티은행 씨티로열클럽 회원사 선정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동반성장 협약 체결

다이캐스팅(Mg/Al) 사업런칭

중국 심양몰드랜드유한공사 법인 인수

아산1사업장 및 안성사업장 → 아산공장 통합 이전 완료

본점이전(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4번지)

주식액면분할(1주당 10,000원 → 1주당 500원)

㈜알루원 법인 인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1차 협력사 등록

압출BAR(LED TV用)양산

중국 현지법인(천진) (TIANJIN INZI OLED&DISPLAY CO.,LTD)설립
투자금액 US$ 2,100,000(지분율 100.0%)

사명 변경 : ㈜디앤에스 → ㈜인지오앤디

모바일 전문 부품업체 출범

주식회사디앤에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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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NEXPLUS

대표이사

영업팀

양산설계팀

기술개발팀

관리팀

생산팀

기술연구소

영업팀

품질경영팀

경영지원팀

생산팀

생산기술팀

해외법인

AFB사업부

전자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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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NEXPLUS

넥스플러스 본사및 공장
   
AL-FORM 야적, 분류, AL-FORM 생산공장 신축예정

충남 아산

넥스플러스 AFB 서울사무소
   
AFB SYSTEM 영업, 설계, 관리

서울 서초구

AL-FORM 음성공장
   AL-FORM 및 DROP SYSTEM 생산

충북 음성

관계사

알루원
   
알루미늄 압출 (AL-FORM 압출바 생산)

경기도 반월공단

관계사

인지 에이원
   알루미늄 주조, 용해 (AL-FORM 원자재 생산)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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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NEXPLUS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서 칼리테스트 인증서

공장등록증(아산) 공장등록증(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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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서
NEXPLUS 

작성일: 2014년 4월 20일  출처: 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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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개념도 

단계별 DOWN 적용
  
▶ 작업자 임의의 자유낙하를 사전에 예방

▶ 작업자의 손높이까지 하강하여 작업대 없이 안전하게 작업

▶ 단계별 다운을 통한 소음절감

일체화된 구조
  
▶ 일체화된 구조 - 작업자 안전성 및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설치공정의 단순화 - 시공성 향상

▶ 빔의 별도의 조립과정이 없다 -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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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구성요소

AL-FORM

DROP SYSTEM

악세사리

AL-FORM(WALL)

턴바 브라켓 
1차 DOWN용 부재

내, 외부 TIE STUB PIN WEDGE PIN 브라켓

SLIDE RAIL 
2차 다운용(450mm이상)

SYSTEM 동바리 
허용하중 3TON 이상

원터치 앙커
 SL의 전복 방지

SYSTEM BEAM  
I자형 구조체

동바리 거치대 
동바리 전복방지

AL-FORM(DECK) AL-FORM(SC) AL-FORM(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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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설치순서

AL-FORM WALL 설치

AFB  SYSTEM  설치완료

데크패널 설치

SL, SC 설치

시스템 동바리 설치

내부 설치 완료

턴바 브라켓 설치

드롭형 빔 설치

SLAB 설치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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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해체순서

AFB SYSTEM

계단설치/해체순서

1차 하강 (턴바 브라켓)

해체완료

2차 하강 (슬라이드 레일)

슬래브 코너 해체

데크패널 해체/정리

드롭형 빔 해체 후 조립

시스템 동바리 해체

드롭형 빔 해체

시스템 빔 설치

해체완료 모습

계단패널 설치

서포트 빔 해체

서포트 수직 시공

계단패널 해체

설치완료 모습

서포트 빔 1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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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특징

거푸집 탈형 방법 개선
데크 패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공정 제거

01 소음 저감, 작업자 편의성 향상

계단 시공법 개선
경사 배치 동바리의 수직화, 작업동선 개선

02 시공성 향상, 구조적 안전성 향상

공정의 단순화
1인 설치 가능 및 1인 시공물량 증가

03 노무비 절감

DROP에 따른 거푸집 파손감소
패널의 전용성 증가

04 판넬 교체 감소, 자재비 절감

일체화된 DROP BEAM 사용
균일한 평활도(시공품질) 확보

05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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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평활도 확보 및 공사비절감

시공성 비교

투입인원 38명
약 40㎡/인

AL-FORM
(EBMB 설치)

AFB-SYSTEM
(DROP BEAM 설치)

유로폼 AL-FORM AFB-SYSTEM

 - 시공성 향상으로 투입인원 절감 효과 (인건비 절감) -

투입인원 30명
약 50㎡/인

투입인원 22명
약 70㎡/인

거푸집 시공품질(평활도) 확보
일체형 빔 적용에 따른 균일한 평활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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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소음저감 및 안전성

거푸집 탈형 발생 소음 측정

거푸집 탈형 발생 소음도 비교

구분 거푸집 탈형 비교 거푸집 탈형 소음계측

AFB-SYSTEM

AL-FORM

AFB 시스템 Al Form

No.1 No.2 No.3 평균 No.1 No.2 No.3 평균

등가소음도 (Leq) 85.8  84.6  88.8 86.4 101.1 101.9 98.7 106.6

최대소음도(Lmax) 102.2  106.3 110.3 106.3 122.1 122.5 120.4 121.7

Leq 응답평균 비교 Lmax 응답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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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기술비교

구분 항목 AFB SYSTEM AL-FORM P사

시공방식

시공방식 일체식(벽체+슬래브) 일체식(벽체+슬래브) 분리타설(벽체,슬래브)

구성 천정(패널+드롭형 빔)
천정

(패널+패널 연결+Prop,Head)
천정

(패널+빔+드롭헤드)

해체

1차 해체시 150mm다운 1회성-자유낙하(바닥) 1차 해체 60mm 다운

2차 해체시 450mm 이상 다운 - -

장,단점

설치인원 1인 설치 2~3인 설치 2~3인 설치

평활도 최상
부분 휩 발생

(보완작업공정발생)
부분 휩 발생

(보완작업공정발생)

큰소음
지속도

1차 다운시 1회성 슬래브 해체기간 지속 1차 다운시 1회성

해체

작업성 신속하고 단순함 복잡,불안,반복성 개별해체

안전성 안전(데크 판넬 해체 후보 제거
불안전(해체 시낙하된 판넬이 

튀는 현상 발생)
부분 불안전(보 해체후 별도의

발판 이용 판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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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구조계산서

WALL 구조계산서

SLAB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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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안전인증

안전인증서
  
▶ 품목 : 파이프 서포트

▶ 모델 : GH SUP 300 

▶ 인증번호 : 12 - DA2BP - 0017

안전 인증서 제품심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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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적용실적

조감도

현장명 신당6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10.02 ~ 2010.08

적용부위 9개동

조감도

현장명 군포 당동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12. 07 ~ 2013.09

적용부위 9개동

조감도

현장명 고양 원흥지구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12.03 ~ 2013.01

적용부위 6개동

조감도

현장명 파주 운정신도시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12.07 ~ 2013.10

적용부위 15개동

조감도

현장명 리첸시아 중동 신축공사

용도 주상복합

공사기간 2009.12 ~ 2011.04

적용부위 2개동

조감도

현장명 인천 구월 신축공사

용도 주상복합

공사기간 2012. 04 ~ 2013.07

적용부위 7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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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적용실적

조감도

현장명 청라지구 한라비발디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09.08 ~ 2010.06

적용부위 6개동(지하주차장부터 시스템적용)

조감도

현장명 구로 고척 벽산블루밍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09.08 ~ 2010.02

적용부위 1개동

조감도

현장명 안산 동명 벽산블루밍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09.10 ~ 2010.04

적용부위 2개동

조감도

현장명 용산 신계 e-편한세상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09.06 ~ 2010.02

적용부위 4개동

조감도

현장명 거제 롯데캐슬 피렌체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09.05 ~ 2010.03

적용부위 3개동

조감도

현장명 삼호가든1,2차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용도 공동주택

공사기간 2008.09 ~ 2010.01  

적용부위 7개동(대림+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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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 SYSTEM

적용실적

구분 원청사 시공업체 현장명

01 삼성건설 KBC 건설 길음8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02 대림산업 광용건설 경산1차 e-편한세상 현장

03 삼성건설 명일건설 길음8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04 대림산업 덕이토건 오포 신현 e-편한세상 현장

05 GS건설 GM콘스텍 일산식사지구 2단지 3공구 자이 현장

06 대림산업 광영개발 반포 2차 e-편한세상 현장

07 삼성건설 원영건업 반포삼호가든 1,2차 재건축 현장

08 반도건설 광호건설 평택 용이지구 3BL 반도유보라 신축현장

09 롯데건설 다린건설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현장

10 대림산업 대청공영 용산 신계 e-편한세상 현장

11 대림산업 덕이토건 천안 아산 펜타포트 주상복합 현장

12 벽산건설 금아건설 안산 동명 벽산블루밍 재건축 현장

13 한라건설 어드밴건설 청라지구 한라비발디 현장

14 한라건설 어드밴건설 청라지구 한라비발디 현장 지하층

15 금호건설 능원건설 중동 리첸시아 현장

16 벽산건설 세석건설 구로 고척 벽산블루밍 현장

17 대림산업 대림산업 신당 제7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18 대우건설 일성건설 성남 단대 재개발 대우 푸르지오 현장

19 한라건설 어드밴건설 영종동 44BL 한라비발디 현장

20 벽산건설 삼산토건 장전동 벽산블루밍 현장

21 한    양 화응건설 김포한강신도시 AB-09BL 현장

22 대림산업 대림산업 가재울3  재개발 대림 e-편한세상 현장

23 삼성건설 원영/명일건업 가재울3 재개발 삼성 래미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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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실적

구분 원청사 시공업체 현장명

24 두산건설 성림이엔씨 신월 신정 1-2 뉴타운 두산위브 현장

25 포스코건설 다리건설 인천 송도 the # 그린 에비뉴 현장

26 풍림산업 일우건업 포항 효자동 풍림아이원 신축현장

27 대림산업 대림산업 의왕 내손동 e-편한세상 현장

28 롯데건설 명서건설 용인 동백 롯데 캐슬 현장

29 삼      호 삼      호 수원 광교 A7 e-편한세상 현장

30 대림산업 대림산업 김포 한강 2차 AB-1BL

31 풍림산업 일우건업 청주 성화지구 풍림아이원 현장

32 두산건설 두리/승주건설 일산 탄현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현장

33 한라건설 삼비/여흥건설 청주 용정지구 한라비발디 현장

34 두산건설 삼지/두리건설 부산 해운대 AID 현장

35 한라건설 대성건설 여수 웅천 지웰2차 현장

36 한라건설 삼지건설 일산 탄현 주공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37 GS건설 진솔건설 대구 신천동 자이 아파트 현장

38 포스코 삼지건설 상암동 포스코 DMC 신축현장

39 삼성건설 원영건업 전농7구역 재건축 현장

40 성우종합건설 티엔에이건설 부산 장전동 현대성우 오스타 오피스텔 현장

41 한라건설 조형기술개발 전주 송천 한라비발디 현장(지하주차장 적용)

42 한신공영 운지건설 광주 마륵동 한신휴플러스 현장

43 세영종합건설 세광건설 광주 수완 세영리첼 현장

44 TEC건설 임건토건 수원 광교 A27BL 아파트 현장

45 LH(동부건설) 대임건설   군포 당동 2지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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