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벤처기업확인서(kibo)
벤처기업인증(기술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선정서(kibo)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K마크 인증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우수제품지정증서(조달청)
신기술지정증서(국토해양부장관)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환경표지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Kibo A + Members 선정서

특허총 26건, 실용신안 총 2건

1976. 동아 기업사 설립 (서울 중구 봉래동)

(주)동아도건 전문업체 설립1982. 

본사 이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2005. 

밴처기업 인증(Kibo)
ISO 9001 : 2000
KS A9001 : 2001 인증
특허 1건 (특허청)

2006. 

기업부설연구소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제2공장설립 (막ㆍ철골공장 / 충청북도 괴산군)
자본금 6억원으로 증자
(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 면허 취득)
특허 1건

2007. 

상호변경 (주)동아스트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벤쳐기업인증(기술보증기금)
특허 5건, 실용신안 1건 

2008.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우수조달제품지정(조달청장)
K마크인증(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특허 2건, 실용신안1건

2009. 

본사사옥 이전(경기도 안양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환경표지인증(한국 환경산업기술원장)
특허 5건

2010. 

(주)동아스트 두바이 지사설립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알펜시아 뮤직 텐트 시공
여수세계박람회 막구조 시공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종합경기장 시공
특허 3건

신기술인증 (국토해양부장관)
인천아시아게임 주 경기장 수주
Abdali Mall in Amman City of Jordan 수주
특허 5건

2011. 

2012. 

세종시 정부청사 베르누이 시공
특허 4건

2013. 

2004. 자본금 3억으로 증자
상호변경 (주)동아피앤에스
지붕판금 및 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제1공장설립(막ㆍ철골공장 / 경기 고양시)
자본금 4억원으로 증자





We, Dong-Ast Co.,Ltd, have worked in the construction field for more than 37 years since established 

in1976 under the name of Dong-A Enterprise Co.

Especially we, Dong-Ast Co.,Ltd, changed the company name from Dong-A Enterprise Co. to Dong-Ast

Co.,Ltd in 2008 to be one of the global spatial structure company in the world.

We, Dong-Ast Co.,Ltd, have equipped with very well trained engineering team and excellent facilities 

for fabrication of membrane raw material and steel structure.

Now,  we,  Dong-Ast Co.,Ltd, are ready to serve a good quality performance to any requirements from 

potential clients.

To secure the first leading company of the global spatial structure company in the world for real beauty 

and safety, we all will do our best with pride and honor.





































Jeonju tennis court
Dimension  :  90m x 45m  /  Fabric : PVF

전주 테니스장













Slow  Park Outdoor Stage of  Cheongsando
Dimension  :  14m x 14m  /  Fabric : PVF

청산도 느림공원 야외무대









Ootdoor Stage of Bucheon
Dimension  :  7m x 4.2m  /  Fabric : PTFE

부천송내 녹지대 야외무대









































Jeonbuk Innocity Bridge
Dimension  :  40m x 14m  /  Fabric : PVF

전북 혁신도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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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il Gangjin Pergola
Dimension  :  21m x 13m  /  Fabric : PVF

임실 강진 퍼걸러



Daejeon gapcheon Pergola
Dimension  :  50m x 35m  /  Fabric : PTFE

대전 갑천



Busan Suyeong Pergola
Dimension  :  80m x 7.5m  /  Fabric : PTFE

부산 수영구청 퍼걸러
Danyang Waterfront Park
Dimension  :  14m x 6m  /  Fabric : PVF

단양 수변 공원









보령 성주면, 보령웅천, 

보령신흑, 보령천북

인천중구, 영종 복합청사

성동 응봉 체육공원

성북 개운공원

전국 게이트볼 경기장 동아스트 시공현황

2013년 현재 53개소 시공완료

단양가곡

삼척도계, 삼척원덕, 평창대화면,

평창 용평면, 철원화자리, 원주지정

군위 의흥

청도 새마을공원

예천지보, 구미 송정동

함양유림, 진주 이현

울주 범서

동구판암

진안 동향면, 순창 공설운동장

군산회현, 전주완산면, 전주 완산공원

신안 안좌, 여수성산, 여수진남

광명 철산, 부천 산새공원, 

평택안중, 양주광적, 양주고읍,

양주백석, 양주덕정, 화성반월, 

포천노인복지회관, 포천영복교육문화센터, 

성남영장공원, 화성시복합복지타운,

수원영통, 수원고렴공원, 파주 물푸레,

성남 대원공원, 안성공도읍, 안성대림동산.

양주 장흥면, 부천 중앙공원, 수원 만석공원,

수원 권선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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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yang Gagok Gateball court
Dimension  :  22m x 17m  /  Fabric : PVF

단양 가곡 

Samcheok Dogye Gateball Court
Dimension  :  20m x 17m  /  Fabric : PVF

삼척도계

Sunchang Gateball Court
Dimension  :  50m x 20m  /  Fabric : PVF

순창



Enviromental Facilities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es

Membrane Testing



ETFE Technical Data

400 W/㎡k

40MPa

40N/mm

25

35 94
949025









Enviromental Facilities









(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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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rane Testing )



( Membrane Comparison )



Abdali Mall Project in Amman City of Jord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