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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
- a responsibility or promise to follow certain beliefs or a

   certain course of action.
-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이행 

Satisfaction
- fulfilment of a need, desire.
- 필요성과 욕망의 충족

Quality
- a high standard.
- 우수함, 고품격

Professional Solutions
- give an expert answer to a difficulties or problems.
- 전문적 해결책

Devotion
- great fondness or royalty.
- 헌신적 애정, 헌신

Sustainable Growth
- continuous development.
- 지속적 성장

Ethics Oriented
- to intend to keep moral rules or principles of behavior

    governing a person or group.
- 윤리 지향적인

Culture
- the customs, beliefs, art, music, and all the other

   products of human thought made by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at a particular time.
- 문화

SOLENOㆍOVERVIEW

Seatsolutions
         객석의자 전문업체인 혜성산업주식회사는 1963년 창립이래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연결식 객석의자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공연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상품

을 제조, 시공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서비스로 완벽한 A/S 까지 책임

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공연장의 건설 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및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CGV, MEGA BOX 

등에 고품질, 다기능의 객석의자를 설치하여 업체와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혜성은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PQ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6월에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밴더 (SAM)등

록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WIN, 일본의 KOTOBUKI, 프랑스의 QUINETTE, 영국의 Audience 그리고 미국의 Interkal 

등 세계 최고의 객석의자 전문 기업들과의 다각적으로 전략적인 사업제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모스크바

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독창성 있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객석의자 전문 제조업체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문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전문 엔지니어

링업체로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해 나감과 함께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이 순간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통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 혜성산업주식회사

‘soleno’

“예술의 공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에는 늘 혜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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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창업 (객석 의자 제조업)

1963~1979
혜성산업주식회사 법인설립 (현위치 공장 이전)

미국 IRWIN사 사업제휴 (세계 최대 객석 의자 제조)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무청)

Q마크 획득 (품질보증 업체 지정)

자본증자 15억원

벤처기업선정 (중소기업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1986~1999
1992년 01월

1995년 03월

1995년 11월

1996년 05월

1996년 05월

1998년 03월

1999년 05월 

SOLENOㆍHISTORY

History

혜성의 입증된 품질은 신뢰와 품위를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객석의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기술력과 국내ㆍ외 대형

공연장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경험과 함께 정부기관, 교육기관, 대형멀티플렉스 상영관 납품실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Since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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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012년 06월

2013년 03월

2014년 05월

산학협력 채결 (재능대)

비젼기업 선정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이탈리아 디자이너 Claudio Bellini와 디자인 협업 체결

품질우수제품 지정

해외조달시장 PQ기업 지정

미국연방정부 조달벤더 (SAM) 등록대상업체 지정

메모대 및 시트브라켓 특허획득

2011~2014

2006~2008
2006년 02월

2006년 05월

2006년 06월

2006년 11월

2007년 05월

2007년 11월

2008년 03월

2008년 07월

2008년 11월 

우수벤처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산업자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INNO-BIZ 기술혁신중소기업 선정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조달청)

100만불 수출의탑 수상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GD마크) 연결식의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

우수기업인상 수상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친환경 제품인증 획득 (연결식의자)

이업종 교류 표창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2000년 05월

2000년 06월

2001년 07월

2001년 12월

2002년 06월

2002년 07월

2003년 02월

2003년 12월

2004년 05월

2005년 10월 

유망중소기업선정 (한미은행)

BS EN ISO 9001:2000 인증획득

우수산업디자인 (GD마크) 획득 (객석의자)

자랑스런 기업인상 수상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우수중소기업상 수상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대한민국 우수 벤처기업 선정 (서울경제신문사)

품질우수 추천 제품 지정 (인천광역시)

품질보증 GQ마크 획득

혜성 시트갤러리 개관

2000~2005

2009년 01월

2009년 02월

2009년 08월

2010년 03월

2010년 07월

2010년 11월

2010년 12월

중소기업 문화대상수상

조달납품 우수업체선정 (조달청)

신형 방석반전축, 방석시스템 특허획득

           브랜드 런칭

산학협력 채결 (인천대 가족회사)

4D System 개발ㆍ상용화

전 모델 흡음성능 관리체계 확립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가 / 산학협력 채결 (인하대)

전 제품 친환경 인증마크 획득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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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혜성산업주식회사는 세계적인 객석의자 전문업체인 미국의 IRWIN, 

일본의 KOTOBUKI 등 Global Alliance를 통해 Brand value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Kotobuki
고도부끼주식회사는 세계 굴지의 기

업으로 의자의 품질에 있어서 세계최

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으로 일구어진 다기

능객석의자, 수납식 다목적시스템의

자와 국내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발

전하고있는 Street Furniture 및 Signage분야는 국내 공공시설의 품위를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혜성은 KOTOBUKI의 기술제휴파트

너이며 국내 대표작으로는 예술의전당 Concert Hall, 일산 아람누리 공연

장, 금호 Concert Hall, 두산 아트센터 등 다수입니다.

Audience
Audience Singapore
Audience사의 TX Platform은

등판이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수납식 객석의자 시스템으로

RCS보다 저렴하고 Bleacher

보다 안락한 시스템입니다. 영

국 표준인 BS기준에 근간한 강도 높은 철재를 사용한 구조물을 사용

하여 그 하부시스템은 최소 하중과 세계 최고의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의자의 방석과 등판을 이루는 소재는 실제로 야외 경기장이나 벤치 등

으로 쓰일 수도 있는 직사광선과 부식에 강한 소재입니다.

Russia 

SOLENOㆍNETWORK

Quinette Gallay
창의적인 디자인의 국제적 명성으로

유명한 프랑스 객석의자 업체로 전세

계 가장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의자는

QUINETTE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들의 고급스러움은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이루어지며, 마지막

손질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여 신뢰도와 안전, 안락함, 퀄리티를 높여

줍니다. 대표작으로는 프랑스의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중국의 베이징 오

페라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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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in Seating
Company
혜성산업주식회사와 M&M (Mix&Match) 

기술제휴를 맺은 100년 전통의 Irwin 

Seating Company는 미국Michigan주 

Grand Rapids에 제조 및 R&D를 위한 

본부를 두고 있으며 뉴욕의 카네기홀 

을 비롯한 세계의 공연장, 영화관, 강당, 경기장, 공연예술 센터 및 컨벤션센 

터 등의 납품실적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객석의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Interkal
Bleacher는 가장 심플한 수납 시스

템이며 세계적 수납식 시스템 중 가

장 저렴합니다. 등받이가 없어 앞뒤

거리가 더 확보되어 의자부위의 고장

염려가 없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 학

교나 기타실내체육관에 많이 적용되

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각 모듈은 인체공학적이며 부식, 직사광선 등에

변질이 없습니다.

Singapore

Headquarter

Soleno
Russia
고품질ㆍ다기능의 객석의자를 설

치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

다. 세계 최고의 회사들과 다각

적 전략적 제휴를 진행, 해외 수

출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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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ㆍREFERENCE

Performing Arts Center

ㆍ대구시민회관

아트센터 | 청와대춘추관ㆍ예술의 전당(오페라하우스 토월극장)ㆍ명동국립극장ㆍ세종문화예술회관ㆍ국립극장(KB하늘극장)ㆍ국립국악원(우면당ㆍ예악당) 

ㆍ국립국악원(부산, 진도)ㆍ명동예술극장ㆍ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ㆍ금강산 온정리 공연장ㆍ두산아트센터ㆍ충무아트홀(서울)ㆍ난타 공연장ㆍ덕수궁 미술관ㆍ 

인사동 아트홀ㆍ정동 팝콘하우스ㆍ레베노보 콘서트홀ㆍ씨아트홀ㆍ올림픽기념관(온양)ㆍ관광 EXPO 박람회(강릉)ㆍ엑스포 복합 문화센터(경주)ㆍ덕양 문화체육 

센터ㆍ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ㆍ안양 문화센터ㆍ웅상 문화복지센터(양산)ㆍ경기도 문화예술회관ㆍ인천 종합 문화예술 회관ㆍ대전 종합 예술의 전당ㆍ대전 여 

성문화회관ㆍ대덕 문화예술회관ㆍ대구 오페라 하우스ㆍ대구 수성아트피아ㆍ부산 문화예술회관ㆍ서부산 문화예술회관ㆍ의정부 문화예술회관ㆍ전남 문화예술 

회관ㆍ포항 문화예술회관ㆍ동해 문화예술회관ㆍ창원 문화예술회관ㆍ평창 문화예술회관ㆍ나주 문화예술회관ㆍ김천 문화예술회관ㆍ홍천 문화예술회관ㆍ속초 

문화예술회관ㆍ오산 문화예술회관ㆍ양주 문화예술회관ㆍ가평 문화예술회관ㆍ성주 문화예술회관ㆍ점촌 문화예술회관ㆍ보령 문화예술회관ㆍ태백 문화예술회 

관ㆍ울진 문화예술회관ㆍ강남 구민회관(서울)ㆍ영등포 구민회관(서울)ㆍ서대문 구민회관(서울)ㆍ마포 구민회관(서울)ㆍ중랑 구민회관(서울)ㆍ관악 문화관(서울)ㆍ 

서구 구민회관(인천)ㆍ충주 시민회관ㆍ경산 시민회관ㆍ과천 시민회관ㆍ광주 여성문화회관ㆍ고양 여성회관ㆍ광명 여성회관ㆍ용인 여성회관ㆍ부천 복지회관ㆍ 

논산 종합 복지관ㆍ천안 문화원ㆍ인천 교통회관ㆍ광주 영상예술센터ㆍ부산 학술정보센터ㆍ함경북도 예술극장(북한 사리원)ㆍ국립 부산국악원ㆍ우리금융 아 

트홀ㆍ구미문화예술회관ㆍ부산시민회관ㆍ담양 군민회관ㆍ신도림 브로드웨이홀ㆍ영월 군민회관ㆍ거제 문화예술회관ㆍ5.18기념관ㆍ여수 예울마루ㆍ용인 포은 

아트홀ㆍ광주(경기) 스포츠문화센터ㆍ한국 가톨릭 문화원 문화예술원ㆍ창녕 문화예술회관ㆍ충남 도청사ㆍ올림픽공원 태권도 공연장 K-아트홀ㆍ구리 아트홀 

ㆍ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ㆍ연세대학교 윤주용홀ㆍ서울 광림교회 공연장ㆍ수원 SK아트리움ㆍ고령군 문화체육 복지관ㆍ대구 시민회관ㆍ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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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울마루 (上)

ㆍ포은아트홀 (下)



Reference

12

SOLENOㆍREFERENCE

Multiplex Cinema

ㆍCGV 인천 스타리움

극장 | 대한극장ㆍPRADA TRANSFORMERㆍ명보극장ㆍ단성사ㆍEVERLAND GLOBAL FAIRㆍ63 아이맥스 영화관ㆍ미 8군 극장ㆍ미 8군 캠프험프리극장ㆍ정동 

이벤트홀ㆍ정동연극극장ㆍASEMㆍCGV 강변11ㆍCGV 영등포 스타리움ㆍCGV 인천14ㆍCGV 압구정ㆍCGV 야탑ㆍCGV 오리ㆍCGV 서면ㆍCGV 대전ㆍCGV 구로 

10ㆍCGV 목동8ㆍCGV 부천8ㆍCGV 수원DCㆍCGV 수원 스위트박스ㆍCGV 안양8ㆍCGV 익산5ㆍCGV 창원ㆍCGV 용산ㆍCGV 주안ㆍCGV 김해ㆍCGV 광주첨단 

ㆍCGV 안산ㆍCGV 제주ㆍCGV 구미ㆍCGV 인계ㆍCGV 계양ㆍCGV 동래ㆍCGV 북수원ㆍCGV 강남 스타관ㆍCGV 일산장항ㆍCGV 일산장항 스타관ㆍCGV 죽전 

ㆍCGV 죽전 스타관ㆍCGV 미아ㆍCGV 압구정 CINE de CHEFㆍCGV 강변 스타관ㆍCGV 서면ㆍCGV 포항상도ㆍCGV 대구 사일ㆍCGV 대구사일 스타관ㆍCGV 

대구칠곡ㆍCGV 신도림ㆍCGV 창원 더시티ㆍCGV 왕십리ㆍCGV 동탄ㆍCGV 동탄스타ㆍCGV 명동역ㆍCGV 인천논현ㆍCGV 아시아폴리스ㆍCGV 대구현대ㆍ 

CGV 대구 스타디움ㆍCGV 김포풍무ㆍCGV 홍성ㆍCGV 첨담씨네시티ㆍCGV 대전터미널ㆍCGV 여수ㆍCGV 속초ㆍCGV 전주 효자ㆍCGV 파주 문산ㆍCGV 

인천공항ㆍCGV 상암ㆍCGV 중계ㆍCGV 신촌 아트레온ㆍCGV 청담ㆍCGV 여의도(IFC몰)ㆍ롯데시네마 영등포ㆍ롯데시네마 안산중앙관ㆍ롯데시네마 

검담ㆍ롯데시네마 군산ㆍ프리머스 전주ㆍ프리머스 대구ㆍ프리머스 진주ㆍ프리머스 울산ㆍ씨네플러스극장ㆍ한신코아극장ㆍMEGA LINE 포항ㆍ전자랜드 

시네마ㆍ명동 하이헤리엇극장ㆍ평촌 주공공이극장ㆍ신촌그랜드 시네마ㆍ코아 아트홀ㆍ한신코아극장(성남)ㆍ일산 씨네피아ㆍ일산 그랜드극장ㆍ고양 

씨네피아ㆍ분당 CINE PLAZAㆍ부천 영시네마ㆍ부천 씨네올ㆍ인천 터미널 극장ㆍ인형극장ㆍ성남 중앙 극장ㆍ광명 시네마7070ㆍ시흥 월드 시네마ㆍ안산 영풍 

시네마ㆍ파주 이체 난타극장ㆍ대전극장ㆍ대전 아카데미극장ㆍ대전 중앙극장ㆍ대전 동양백화점극장ㆍ대전 선사 시네마극장ㆍ당진 시네마극장ㆍ충주 

쥬네스극장ㆍ충주 TTC 영화관ㆍ청주 마야 시네마ㆍ천안 야우리 멀티플렉스ㆍ서울 워너브라더스 시사실ㆍMEGA BOX 코엑스ㆍMEGA BOX 해운대ㆍMEGA 

BOX 서면ㆍMEGA BOX 수원 영통ㆍMEGA BOX 대구ㆍMEGA BOX 신촌ㆍMEGA BOX 동대문ㆍMEGA BOX 목동ㆍMEGA BOX 광주ㆍMEGA BOX 순천ㆍMEGA 

BOX 수원ㆍMEGA BOX 광주 첨단ㆍMEGA BOX 킨텍스ㆍMEGA BOX 일산 백석ㆍMEGA BOX 제주ㆍMEGA BOX 강남ㆍMEGA BOX 평택ㆍMEGA BOX 

이수ㆍMEGA BOX 파주ㆍMEGA BOX 별내ㆍMEGA BOX 순천 신대점ㆍMEGA BOX 금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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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MEGA BOX 코엑스 (上)

ㆍPRADA TRANSFORMER (下)



Reference

14

SOLENOㆍREFERENCE

Auditorium

ㆍ삼성엔지니어링 국제회의장

공기업ㆍ사기업강당 | 현대금강산 온정리휴게소ㆍKBS(한국방송공사)ㆍMBC(문화방송)ㆍMBC공개홀ㆍSBS서울방송 목동신사옥ㆍEBS콘서트홀ㆍ부산 

MBC문화방송공개홀ㆍ대전 MBC문화방송ㆍ강원랜드ㆍ포스틸 신사옥ㆍ현대해상 광화문사옥ㆍ현대자동차(울산)ㆍ기아자동차(안산)ㆍ삼성화재사옥ㆍ삼성항공ㆍ 

제일모직ㆍ삼성반도체 강당ㆍ쌍용투자증권ㆍGS건설 서교 주택 문화관ㆍ상암 누리꿈 스퀘어ㆍ한국 베랄 음봉공장 강당ㆍ사천 SPP 중공업ㆍ광주 주공 사옥ㆍ 

금호생명ㆍ광주은행ㆍ대구 대동은행ㆍ현대 미포조선소ㆍ현대 엘리베이터ㆍ현대중공업ㆍ창원 LG전자ㆍSK 분당사옥강당ㆍ한전서울전력구ㆍ인천 INI STEELㆍ 

유유산업 제천공장 강당ㆍ서편제전시관ㆍ분당 정보통신센터ㆍ농진청 당진도비도사업소ㆍ남양알로에ㆍ아세아농기계ㆍ재능교육강당ㆍ무등일보사옥ㆍ(주)대교 

ㆍ삼양사ㆍ파스퇴르유업ㆍ조선맥주ㆍ대구 태창철강ㆍ신도리코 온양 본관ㆍ국민연금 대전회관ㆍ도로교통안전협회ㆍ건설인협회ㆍ토지개발공사ㆍ도시개발공사 

ㆍ증권감독원ㆍ한국전산원ㆍ한전문화관ㆍ대구 열병합 발전소ㆍ수원 열병합 발전소ㆍ계마 원자력 발전소ㆍ하동 화력 발전소ㆍ대청댐 전시관ㆍ내장산 전시관 

ㆍ유관순 기념관ㆍ오동도 홍보관ㆍ광양 홍보전시관ㆍ한전 영광지점 문화관ㆍ탐지견 훈련센터ㆍ안산 소각장ㆍ천안 소각장ㆍ제주 소각장ㆍ울산 현대중공업 엔

진사업부ㆍLS타워ㆍ하계동 을지병원ㆍ한화인재경영원ㆍGS 남촌리더쉽센터ㆍ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ㆍ삼성엔지니어링 사옥(국제회의장)ㆍLG트윈타워ㆍ부산벡

스코ㆍ정부 세종시 청사ㆍ송도I-TOWERㆍSBS 미디어센터ㆍLG인화원 연암홀ㆍ종근당ㆍ국토교통인재개발원ㆍ서울아산병원ㆍ서울 국립민속 박물관ㆍ서울 한

국전력본사강당ㆍ현대하이스코ㆍ한국가스안전공사 신사옥ㆍ서울 극동방송 사옥ㆍ서울 한글박물관ㆍ중소기업진흥공단 신사옥ㆍ여수 한화케미컬ㆍ김천 대한법 

률구조공단ㆍ대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ㆍ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ㆍ파주시 교육문화회관ㆍ대구 경북 지방병무청ㆍ전주 국립전주박물관ㆍ판교 넥슨코리아 

ㆍ대교 보라매센터ㆍ서울 국립 현대미술관ㆍ한국남동발전ㆍ울산동구청ㆍ서울시 신청사 외 다수

연수원ㆍ교육원 | 사법연수원ㆍ공무원교육원ㆍ국제특허연수원ㆍ증권연수원ㆍ포스코 인재개발원ㆍ원자력연수원ㆍ신성연수원ㆍ강원교육연수원ㆍ건설경

영연수원ㆍ한국통신수련원ㆍ길병원 송도연수원ㆍ국민생명연수원ㆍ포스코 인재창조원ㆍ새마을 중앙연수원ㆍ대한항공 중앙연수원ㆍ효원연수문화센타ㆍ경기운수

연수원ㆍ한국노총중앙연수원ㆍ삼성화재 유성연수원ㆍ동양물산연수원ㆍSK이천 도드람연수원ㆍ천안 정보통신교육원ㆍ부산 학생교육수련원ㆍ대전 학생교육원 

ㆍ광명 평생교육원ㆍ제주 학생교육원ㆍ충남 자연학습원ㆍ충북 농림교육원ㆍ인천 과학교육원ㆍ인천 공무원교육원ㆍ제주 공무원교육원ㆍ수원 민방위교육장 

ㆍ동대문 청소년수련관ㆍ단양 청소년수련관ㆍ태백 청소년수련관ㆍ분당 청소년수련관ㆍ대구 청소년수련원ㆍ평창 청소년수련원ㆍ김제 청소년수련원ㆍ군산 

청년수련원ㆍ창원 청소년수련원ㆍ인천 직업훈련원ㆍ일산 직업훈련원ㆍ부산 직업훈련원ㆍ광주 직업훈련원ㆍ공주 직업훈련원ㆍ광명 청소년수련관ㆍ목동 청소년 

수련관ㆍ옥천 직업훈련원ㆍ우석대 장수연수원ㆍ안성 농협연수원ㆍ충남 신협연수원ㆍ신한은행 기흥연수원ㆍ현대모비스 전장연구소ㆍ현대자동차 마북 연수원 

ㆍ대한항공 용인 연수원외 다수

연구소 | 기흥 포스코기술연구소ㆍ국립국어연구원ㆍ대덕 에너지연구소ㆍ대전 과학기술원ㆍ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ㆍ삼양사 대덕연구소ㆍ생산 기술 

연구소ㆍLG정유 중앙기술연구원ㆍLG화학 연구소ㆍ원자력 안전기술원ㆍ진로그룹연구소ㆍ태광연구소ㆍ한국기계연구원ㆍ태평양화학연구소ㆍ포스코 

기술연구소ㆍ한국전력기술원ㆍ한양화학 대덕연구소ㆍ한국원자력연구소ㆍ오산 환경연구원, 오산 삼천리 R&D 센터ㆍ포스코 R&D센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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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리신광교회 (上)

ㆍLG 트윈타워 (下)



Reference

16

SOLENOㆍREFERENCE

Education

ㆍ서울대 공과대학

교육시설 | 서울대학교ㆍ고려대학교ㆍ연세대학교(서울,원주)ㆍ포항공과대학교ㆍ이화여자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서강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성균관대학교ㆍ 

중앙대학교ㆍ숭실대학교ㆍ한양대학교ㆍ경희대한의과대학ㆍ국민대학교ㆍ건국대학교ㆍ세종대학교ㆍ명지대학교ㆍ삼육대학교ㆍ덕성여자대학교ㆍ동덕여자대학교 

ㆍ숙명여자대학교ㆍ서울산업대학교ㆍ서울시립대학교ㆍ서울여자대학교ㆍ서울교육대학교ㆍ경기대학교ㆍ수원대학교ㆍ아주대학교ㆍ인하대학교ㆍ경원대학교ㆍ포

천중문의과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대구대학교ㆍ영남대학교ㆍ계명대학교ㆍ대구교육대학교ㆍ대구과학대학교ㆍ경운대학교ㆍ안동대학교ㆍ부산 성심의과대학

교ㆍ부산 성심외국어대학교ㆍ부산 교육대학교ㆍ인제대학교ㆍ가야대학교ㆍ경희대학교(수원캠퍼스)ㆍ천안대학교ㆍ호서대학교ㆍ전북대학교ㆍ전주대학교ㆍ조선

대학교ㆍ군산대학교ㆍ우석대학교ㆍ순천대학교ㆍ목포대학교ㆍ배재대학교ㆍ중부대학교ㆍ여주대학교ㆍ평택대학교ㆍ울산대학교ㆍ원광대학교ㆍ청주대학교ㆍ충남

대학교ㆍ한세대학교ㆍ영산대학교ㆍ공주대학교ㆍ진주교육대학교ㆍ제주대학교ㆍ제주교육대학교ㆍ영암 인제대학교ㆍ한신대학교ㆍ경상대학교ㆍ서남대학교ㆍ서

원대학교ㆍ대진대학교ㆍ동신대학교ㆍ대전대학교ㆍ해양대학교ㆍ동부산업대학교ㆍ광양산업대학교ㆍ감리교 신학대학교ㆍ성공회 신학대 학교ㆍ장로회 신학대학

교ㆍ명지대학ㆍ대림대학ㆍ안산대학ㆍ안양대학ㆍ영월대학ㆍ장안대학ㆍ혜전대학ㆍ영진대학ㆍ벽성대학ㆍ대경대학ㆍ수원대학ㆍ영동대학ㆍ담양대학ㆍ재능대

학ㆍ보건대학ㆍ경남대학ㆍ연암공업대학ㆍ연암축산대학ㆍ장홍도립대학ㆍ전주공과대학ㆍ정읍공업대학ㆍ인하공업대학ㆍ서울보건대학ㆍ대유공업대학ㆍ안동과학

대학ㆍ우송정보대학ㆍ백제예술대학ㆍ강릉영동대학ㆍ광주예술대학ㆍ전북기능대학ㆍ광주기능대학ㆍ적십자간호대학ㆍ한국정보통신대학ㆍ한국농업대학ㆍ공군대

학ㆍ계원조형예술대학ㆍ경찰학교ㆍ가락고등학교ㆍ광주고등학교ㆍ안산선진학교ㆍ우송고등학교ㆍ천안고등학교ㆍ광일고등학교ㆍ대진고등학교ㆍ경기상업고등학

교ㆍ대진여자고등학교ㆍ금산여자고등학교ㆍ여주자영고등학교ㆍ부산화명고등학교ㆍ계원여자고등학교ㆍ수원과학고등학교ㆍ천안농업고등학교ㆍ충북예술고등학

교ㆍ동래예술고등학교ㆍ덕수상업고등학교ㆍ애니메이션고등학교ㆍ서울중동중고등학교ㆍ밀알학교ㆍ한국전통문화학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강릉사임당교육

원ㆍ중앙대(서울)-루이스홀ㆍ이화여대-중강의실ㆍ연세대 120주년 기념관ㆍ이화여대 ECC영화관ㆍ계원조형예술대학-우경예술관ㆍ대림대학교 종합강의동ㆍ동

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ㆍ서울대 법과대 강의실ㆍ서강대 국제인문과ㆍ명지대 방목학술 정보관ㆍ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ㆍ추계예술대 창조관ㆍ자카르타 한

국인 학교ㆍ경남대학교 인문관ㆍ원주 연세대학교 진리관ㆍ서울대 공과대학, 서울대 15동 법학대학 외 다수 (초,중등학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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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계예술대 (上)

ㆍ서울대 15동 법학대학 (下)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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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ㆍREFERENCE

ㆍ인천계양경기장

Stadium
체육관 | 경찰학교체육관ㆍ수원 체육관ㆍ장성상무대ㆍEXPO 대전 전시관ㆍ인천 실내체육관ㆍSK와이번즈ㆍ강릉 빙상경기장ㆍ양산 실내체육관ㆍ한국농업 

학교 체육관ㆍ무주 문화체육센터ㆍ목포 시민체육센터ㆍ완도 실내체육관ㆍ창원 청소년수련원ㆍ군민회관ㆍ강화 BMX경기장ㆍ인천 계양 경기장ㆍ선학 

경기장ㆍ속초 종합경기장 외 다수

  KOTOBUKI 일본실적 

Dome Stadium ▶ SAPPORO DOMEㆍOSAKA DOMEㆍNAGOYA DOMEㆍFUKUOKA DOME

Outdoor Stadium ▶ OKAYAMA-KEN KURASHIKI SPORTS PARKㆍMUSCAT STADIUM KASIMA 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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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Nagoya Dome

▣ KOTOBUKI 일본실적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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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ㆍREFERENCE

ㆍ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문화홀

Tx-Platform System
수납식객석시스템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ㆍ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문화홀ㆍ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문화홀

  Audience 실적 

경기장 ▶ LIVERPOOL ECHO ARENA(UK)ㆍO2 ARENA(UK)ㆍWEMBLEY ARENA(UK)ㆍMEN ARENA(MANCHESTER,UK)ㆍNATIONAL INDOOR ARENA 

(UK)ㆍCARDIFF INTERNATIONAL ARENA(UK)ㆍCOLOR LINE ARENA(HAMBURG,GERMANY)ㆍPHOENIX SPORTS HALL(DEBRECEN,HUNGARY)ㆍHART 

WALL ARENA(FINLAND)ㆍARENA RIGA(LATVIA)ㆍKHALIFA SPORTS CITY(DOHA,QATAR)ㆍWESTPAC CENTRE(NEW ZEALAND)

Auditorium ▶ BBC TV STUDIOS(UK)ㆍROYAL ALBERT HALL(UK)ㆍBOURNEMOUTH INTERNATIONAL CENTRE(UK)ㆍTHE SAGE, GATESHEAD(UK)ㆍ 

THE LOWRY(MANCHESTER,UK)ㆍCOPENHAGEN OPERA HOUSE(DENMARK)ㆍROYAL CARIBBEAN CRUISELINERSㆍREVAL HOTEL CONFERENCE 

CENTRE(LATVIA)ㆍMAX M FISHER MUSIC CENTRE(DETROIT,US)ㆍHARBOURFRONT CENTRE(TORONTO,CANADA)ㆍRIYADH MARRIOTT HOTEL (SAUDI 

ARABIA)ㆍSINGAPORE NATIONAL LIBRARY BUILDING(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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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ystem 인입시 (上)

ㆍSystem 인출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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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ㆍ4D Chair

4D Chair

4D Chair System

Introduction
4D Chair System은 영상의 내용에 따른 물리적 효과를 관람객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관람객은 오감을 자극하는 현실감 있는 간접체험 

을 통해 영상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Back Tickler(2EA)

Vibrator(2EA)

3 Dof Motion Base

Cradle

Leg Tickler

ON/OFF Switch

1

2

3

5
4

6

7

8

Water Jet&Air Jet

좌석별 ON/OFF 기능

개별 구동 스위치 장착으로 체감 선택 가능

빈 좌석 비구동으로 전력 사용 최소화

탑승 감지센서를 통한 자동 비구동 시스템 구현

또한 개별 구동이 가능하여 콘텐츠에 객석 참여

효과 가능

좌석 개별 구동 가능 및 빈 좌석 비 구동으로 전력사용 최소화
ON/OFF Switch

3축 3Dof 구현 및 최소 사이즈에 최대 모션 가능

최소 단위인 1인석 단독 모션 구현

3축 회전 구동 박식으로 자유로운 모션 구현

1,2인승 등 다양한 모델에 따른 실감효과 극대화

최소단위 좌석으로 전좌석 동일한 실감효과

전좌석 최대 모션 구현으로 실감 효과 극대화

자유도가 큰 3Dof 도입으로 실감 효과 최대
3 Dof Moti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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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seating

위생실태 - 어둠속 영화관, 보이지 않는 먼지·세균의 온상

밀폐된 공연장 및 영화관 등의 실내공기와 위생관리가 어둠속에 가려진 관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가 2005년 3월~2006년 2

월까지 전국 영화관 7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영화관은 TVOC의 기준초과율이 

24.3%(평균 373㎍/㎥), 포름알데히드는 11.4%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연장 및 영화관의 오염된 실내공기와 의자, 카

펫 등에서 발생하는 집 먼지진드기, 세균 등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중요하지만 근

본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혜성 제균 객석 시스템 주요 핵심성능

- 의자방석과 등판 등에 각종 세균 및 진드기 침투방지 및 살균

- 의자나 공기중의 곰팡이균 제거로 공연장 및 영화관내부 악취 제거

- 공연장 및 영화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중의 각종 바이러스나 유해 세균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킴

주요성능

1.  박테리아의 에너지 수준을 극도로 저하시켜 가장 강력한  

 향균기능 보유 (감소율 99.9% 이상)

2.  슈퍼박테리아를 포함한 병원 감염균까지 제균 가능

 (영국왕립런던대학 연구결과)

3.  박테리아의 어떠한 저항도 나타난 증거가 없으며 가장 

 빠른 제균기능을 보임 

4.  반영구적인 반복 사용이나 세탁에서의 제균기능

    지속성과 내구성은 EU 안전 기준들을 통과하였고 Biocide  

 directive에 등록되어 있음 

특허기술

1. 이온 연계 메커니즘에 따른 특허

2. 다른 어떤 항균 기술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

3. 민감성 피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피부에도 안전

4. 사용 중일 때나, 사용 후 폐기 시에도 환경에 전혀 무해함

혜성의 제균 객석 시스템으로 청정 Zone을 구현 

Clean space

Clean seating

플리즈마 이오나이저 

기술을 접목한 

제균기 유도등

Cliniweave®

Cliniweave소재로 

특수 가공된 천 + 스펀지

항목  유해물질 효과 검증기관

제균

대장균 
(Escherichia coli)

99.6% (220min.)

한국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99.1% (180min.)

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99.4% (260min.)

냄새 제거
NH3 92.3% (240min.) 한국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HCHO 89.2% (260min.) 한국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Virous H1N1 Virus 99.2% Kitasato 환경과학센터

안전성
흡입독성 (Inhalation toxicity) Nontoxic -

Ozone Less than 50 ppb 한국 기계 연구원

Plasma lonizer 효능Cliniweave 효능

Cliniweave Aegis Silver

▲ 영국 왕립 런던 대학교에서 세균 배양기를 통한 2시간

 에 걸친 MRSA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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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ㆍBIZ SERVICE

Custom Made
- made specially for one person or group of people.
- 맞춤제작

Technology
- knowledge dealing with scientific and industrial methods

   and their practical use in industry.
- 기술

Comfortability
- something that satisfies your physical needs.
- 안락함

Durability
- long-lasting.
- 내구성

Communication
- to share or exchange opinions, feeling, information etc.
- 소통 

Engineering

Uniqueness
- being the only one of its type.
- 독창성

Creativity
- the ability to produce new and original ideas and things : 

   imagination and inventiveness.
- 창조성

Satisfaction
- fulfilment of a need, desire.
- 필요와 욕망의 충족

Design

Biz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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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gic alliance
- a close agreement or connection made for being useful

   or right for fulfilling a particular purpose.
- 전략적 제휴

Group of specialist
- A Group of people who have special interests or skills 

  in a limited field of work or study.
- 전문가 집단

Network
- a large system or lines, tubes, wires etc. that cross one

   another or are connected with one another.
- 네트워크

Harmony
- the pleasant effect made by parts being combined into 

   a whole.
- 조화

Solution Provider
- person who can give an answer to a difficulty or problem
- 문제 해결자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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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ㆍCERTIFICATION

Seatsolutions  혜성산업주식회사 - 혜성의 입증된 품질은 신뢰와 품위를 한층 더 높혀드립니다.

소재지 SALES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1805호

(역삼동, 유니온센터) | Tel. 02-569-1114 Fax. 02-557-7353

HQ / FACTORY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05번길 23(논현동) 

| Tel. 032-815-1114 Fax. 032-815-1117

전략제휴 미국 IRWIN SEATING COMPANY

일본 KOTOBUKI

영국 AUDIENCE

미국 INTERKAL

프랑스 QUINETTE

대표이사
설 립 일

김 진 철
1963년 11월

수출의 탑 수상

ㆍ사업자등록증

ㆍ공장등록증

ㆍ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