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설비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사지명원

공사지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 중

귀사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폐사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귀사에서 시공 중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니, 심의하여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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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세방테크
대표이사

박계석

강치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A-1201 (문정동 SK V1 지엘메트로시티)
Tel 02)579-5551, Fax 02)57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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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상

호

주식회사 세방테크

대표이사

박 계 석, 강 치 성

본사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1201-1203호)

연

락

처

TEL : 02-579-5551, FAX : 02-579-4385

설

립

일

1978년 6월 1일

자

본

금

12.35 억원

허

설비공사전문 (서울 12-45 호)

면

소방설비전문 (서초 85-2 호)
강구조물전문 (송파-18-18-02호)
사업분야

냉난방 및 위생설비공사
플랜트 배관, 제작, 설치
소방설비공사
CLEAN ROOM 공조, DUCT 설비 시공
밸브, 파이프 제조 및 판매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보유공장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소재

음성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소재

동탄공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팔탄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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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18

11
10
07
04

당진공장 준공
GS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강구조물공사 사업개시
본사 이전 (양재동 → 문정동)

2016

09
08
07

효성건설 업체 등록
포스코ICT 업체 등록
KCC건설 업체 등록

2015

02
01

삼성바이오로직스 DS2공장 감사패 수상
박계석, 강치성 공동대표이사 취임

2014

09
06
02
01

GS건설㈜ 안전우수협력회사 선정
㈜한화건설 업체등록
삼성물산㈜ 2014年 우수협력회사 선정
신성철 대표이사 공동대표 취임

2013

09

GS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2012

05
04

롯데건설㈜ 업체 등록
㈜서브원 업체등록

2011

10
06

에스비이엔티㈜ 흡수합병
건설의날 기념 동탑산업훈장 수상

2010

05
02

삼성에버랜드㈜ 업체 등록
삼성물산㈜ 특별공로상 수상

2009

08
03

법인분할 에스비이엔티 설립
현대산업개발㈜ 업체 등록

2008

05
03

성우종합건설㈜ 업체 등록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 납세자상 수상

2007

07
03

기흥 제2공장 준공
대우건설㈜ 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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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06

11
06
03

신세계건설㈜ 업체 등록
GS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상 수상

2005

02

삼부토건㈜ 업체 등록

2004

06
02

건설의날 기념 국무총리상 수상
삼환기업㈜ 업체 등록

2003

09
03

㈜태영건설 업체 등록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 감사장 수상

2001

03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부문 우수시공업체상 수상

2000

12
08
03

삼성물산㈜ 건설부문 품질부문 우수업체상 수상
자본금 1,450,000,000 원 증자
주식회사 세방TEC 로 상호변경

1999

05

LG건설(주)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1998

07 LG건설(주)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1997

09
07
05

기흥공장 준공
LG건설(주)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종업원지주제 전환

1996

11
07
03

KSA 9002; 1995/ISO 9002 ;1994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LG건설(주)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삼성물산(주) 건설사업부문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1994

10

세방빌딩으로 이전

1993

10
03

곤지암 클럽하우스 설비공사 우수시공업체상 수상
현대산업건설㈜ 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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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992

12
10

럭키개발(주) 안전관리 우수업체상 수상
재향군인회관( 별관) 설비공사 우수업체상 수상

1990

07
06
03

삼성종합건설(주) 우수협력업체 선정
삼성전자 T.H.P 공장 설비공사 우수업체상 수상
삼성전자 기흥공장 설비우수업체상 수상

1989

04

강부인 대표이사 사장 취임

1985

07
06

소방설비업 면허취득( 기계 1종)
삼성종합건설(주) 용인반도체 우수시공업체 선정

1984

05

삼성종합건설(주) 용인반도체 우수시공업체 선정

1983

05
01

포항제철 제2고로 개보수 공사 우수설비업체 수상
동부건설(주) 설비전문 우수시공업체 선정

1982

09
03

럭키 청주공장 설비전문 우수시공업체 포상
삼성종합건설(주) 설비전문 우수업체선정

1979

03
03
03

럭키개발 업체 등록
미륭건설 업체 등록
삼성종합건설 업체 등록

1978

08
06

현대건설 업체 등록
세방설비 주식회사 법인전환

1972

01

세방공업사 창립

05

조직구성

CEO

경영지원본부

공사지원본부

기술영업팀

PM 팀

재경팀

공사관리팀

총무팀

외주팀

품질안전팀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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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기계설비공사
공기조화, 냉난방, 급수, 오배수 등 전문설비분야의 다양한 건축물에서 배관 및 덕트공사를
시공해 왔습니다

소방설비공사
소화배관, 하론, CO2,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화설비분야의 다양한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
Module Rack 제작, 공동구, 기계실 등의 각종 기계설비공사에서 강구조물 사업을 수행해 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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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모듈공법
최근 하이테크 설비공사의 추세는 급격하게 대형화, 고하중화되고 있습니다. 모듈공법은
설비 모듈을 외부 샵에서 제작한 후, 운송, 양중, 설치하는 단계적 시공방법입니다.
모듈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규격화와 정밀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안전사고예방,
품질향상, 공기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전자 평택 P-Project에서
메가모듈 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최근, 당진공장을 대규모 증설하여, 모듈화
에 대비 전문화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무비계공법
무비계공법은 모듈이 최종적으로 설치될 공간에 럭 및 브라켓(Lug, Braket)을 미리
시공한 후, 단계적으로 제작된 모듈을 양중, 용접하는 과정으로 시공됩니다.
무비계공법을 시행할 경우, 비계 관련 원가 및 공기가 감축되고, 안전사고위험 및 관리비
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측정, 양중, 설치의 모든 공정에서 섬세한 시공이
핵심적인 요소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회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세방테크는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의 기술수준과 공사품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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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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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력
직위

성 명

기술 자격 종류

부사장

강치성

소방기계기사(기계)

부사장

강치성

토목기사1급

상무

송기민

건설안전산업기사

상무

송기민

건축산업기사

상무

송기민

건축설비기사

상무

송기민

건축설비산업기사

상무

송기민

소방설비기사(기계)

상무

송기민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사

홍종우

전기용접기능사

이사

홍종우

건축설비기사

이사

홍종우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사

홍종우

보일러시공기능사2급

이사

홍종우

보일러취급기능사 2급

이사

홍종우

소방설비기사(기계)

이사

홍종우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사

홍종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부장

장우식

건축설비산업기사

부장

장우식

소방설비기사(기계)

부장

장우식

소방설비기사(전기)

부장

이상우

소방설비기사(기계)

부장

김영호

건축설비산업기사

차장

유인성

건축배관기능사2급

차장

권태진

건축설비기사2급

차장

유용상

건축설비산업기사

차장

유인성

건축설비산업기사

차장

정해일

건설기계기사 2급

차장

정해일

산업안전기사 2급

차장

김의용

건축설비산업기사

차장

남용우

건축설비산업기사

과장

안태환

건축설비기사

22

기능인력
직위

성 명

기술 자격 종류

사장

박계석

기계 중급

상무

안재훈

기계 초급

상무

송기민

기계 고급

상무

차지훈

건축 특급

이사

홍종우

건축 고급

부장

장우식

건축 특급

부장

김종섭

기계 초급

부장

심상현

건축 초급

부장

이상우

건축 중급

부장

김종규

기계 초급

부장

윤종열

기계 초급

부장

장용한

기계 고급

부장

조병희

건축 초급

부장

김영호

기계 초급

부장

차성수

건축 초급

차장

김의용

기계 고급

차장

유인성

건축 초급

차장

권태진

기계 중급

차장

박진우

기계 초급

차장

천봉진

건축 초급

차장

안수환

기계 고급

차장

유용상

기계 고급

차장

정해일

기계 초급

차장

이완주

건축 초급

차장

최병훈

토목 초급

차장

최우동

기계 초급

차장

김지원

기계 초급

차장

백경록

기계 초급

차장

남용우

기게 초급

차장

손성준

기계 초급

과장

김동섭

기계 중급

과장

윤정우

기계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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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본

사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1201-1203호
TEL : 02-579-5551, FAX : 02-579-4385

24

위치정보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60-39
TEL : 041-363-0113, FAX : 070-7789-5600

25

위치정보
음성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56
TEL : 043-882-5551, FAX : 043-882-5562

26

위치정보
동탄공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3길 20-23
TEL : 031-376-2409

27

위치정보
팔탄공장

경기도 화성시 무하로 149-26
TEL : 031-356-4685

공사실적
construction performances

28

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평택 Retrofit 일반설비공사

14,762,000,000

2019/06~2021/03

삼성물산㈜

천안 DR 2차 일반덕트(2공구)

14,949,000,000

2019/06~2020/03

삼성물산㈜

평택P2-PJT대기방지 일반배관

9,350,000,000

2019/04~2020/01

삼성엔지니어링㈜

평택P2-PJT대기방지 일반덕트

9,664,682,900

2019/03~2019/12

삼성엔지니어링㈜

평택 FAB 2기 소방기계 2공구

4,125,000,000

2019/02~2019/12

삼성물산㈜

평택 EUV 신축공사 소화배관공
사

13,750,000,000

2018/10~2019/10

삼성물산㈜

DS-Retrofit 일반덕트(2차)

15,684,670,100

2018/09~2020/08

삼성물산㈜

6,722,573,000

2018/09~2020/08

삼성물산㈜

38,994,630,400

2018/09~2019/11

삼성엔지니어링㈜

8,415,000,000

2018/08~2019/10

삼성물산㈜

평택 FAB 2기 일반배관공사3공
구

26,169,000,000

2018/05~2019/12

삼성물산㈜

E-PJT 일반배관4공구

33,573,100,000

2018/04~2019/10

삼성물산㈜

평택 1LINE 서편일반설비1공구

35,948,000,000

2018/01~2019/06

삼성물산㈜

전자대기방지 P-PJT PH4 덕트

6,370,898,600

2017/12~2018/10

삼성엔지니어링㈜

P10-Project(경기) C/R공사

35,223,100,000

2017/10~2018/12

GS건설㈜

평택 1LINE 동측소방기계2공구

16,830,000,000

2017/09~2019/01

삼성물산㈜

평택공장(부속창고)신축공사

13,113,430,000

2017/09~2018/10

삼성물산㈜

아산 DC 2차 일반덕트공사

14,581,600,000

2017/08~2019/10

삼성물산㈜

평택 1LINE 서편P-PJT 7공구

22,880,000,000

2017/07~2019/01

삼성물산㈜

DS-Retrofit 소화배관(1)(2차)
평택 전자 UT동 P2-PJT PH.1 B
화성 E-PJT 일반배관 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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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시공기간

건설사

28,050,000,000

2017/07~2018/09

삼성물산㈜

평택 1LINE 서편P-PJT 가설공사

4,059,000,000

2017/07~2018/05

삼성물산㈜

전자대기방지 P-PJT PH3 일반덕
트

6,554,710,800

2017/07~2018/04

삼성엔지니어링㈜

천안DR 2차 일반덕트공사

10,450,000,000

2017/06~2019/05

삼성물산㈜

아산7-1L T-PJT 덕트소화공사

21,204,235,800

2017/05~2018/06

삼성물산㈜

아산7-1L T-PJT 일반배관공사

20,815,982,200

2017/05~2018/06

삼성물산㈜

PH-02 일반배관 1공구

29,700,000,000

2017/02~2017/11

삼성물산㈜

화성 16-2 PJT 마감공사

15,895,000,000

2017/02~2017/09

삼성물산㈜

전자 대기방지 PH2일반덕트

6,262,740,000

2017/02~2017/07

삼성엔지니어링㈜

아산7-1L T-PJT 기계철거공사

16,297,600,000

2017/01~2017/11

삼성물산㈜

Plant Ⅱ Modification Project

924,000,000

2016/11~2017/06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성17L FAB 마감일반설비 D공
구

3,553,000,000

2016/10~2017/09

삼성물산㈜

A3 증설공사 중 기술동 소방공사

1,765,885,000

2016/09~2018/06

삼성엔지니어링㈜

파주P10 345kV 변전소 설비공사

3,657,610,000

2016/08~2018/09

GS건설㈜

평택 P-PJT 소방기계공사 (B)

4,185,500,000

2016/07~2017/06

삼성물산㈜

전자P-PJT 대기방지 일반덕트

8,544,800,000

2016/07~2017/06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로직 EDISONIII PJT
DUCT 및 HVAC공사

39,548,729,000

2016/06~2019/05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로직스EDISONIII PJT
소방기계공사

23,538,900,000

2016/06~2018/06

삼성엔지니어링㈜

DS Retrofit 소화배관공사

10,373,000,000

2016/04~2019/04

삼성물산㈜

평택 1LINE 서편P-PJT 1공구

도급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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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DS Retrofit 일반덕트공사

17,817,800,000

2016/03~2018/10

삼성물산㈜

평택P-PJT 일반배관공사 A공구

77,440,000,000

2016/03~2017/08

삼성물산㈜

평택154KV변전소 소방공사

19,904,500,000

2015/11~2017/08

삼성물산㈜

EFU Coverage Odor보완공사

2,210,800,000

2015/11~2016/05

삼성물산㈜

천안DR 일반덕트공사

4,881,030,000

2015/10~2018/04

삼성물산㈜

S3 Phase2공장 일반설비공사

25,883,000,000

2015/09~2016/07

삼성물산㈜

아산DC 일반덕트공사

10,109,000,000

2015/07~2018/05

삼성물산㈜

전자화성MR2 FAB 덕트공사

4,653,000,000

2015/06~2016/01

제일모직㈜

평택 P-PJT 가설공사

2,877,589,000

2015/05~2016/03

삼성물산㈜

전자기흥UT1동 소방기계공사

4,746,500,000

2014/07~2015/03

제일모직㈜

949,300,000

2014/07~2014/06

제일모직㈜

4,730,220,000

2014/06~2015/06

제일모직㈜

SDC아산 A3 Q-PJT (C-A)공구

13,288,990,000

2014/06~2015/04

제일모직㈜

SDC아산 A3 Q-PJT 소방공사

1,768,030,000

2014/06~2014/10

제일모직㈜

탕정단지공장 클린룸덕트B

5,358,914,000

2014/02~2015/11

현대건설㈜

EDISON PJT 2차 소방공사

5,685,900,000

2014/01~2015/05

제일모직㈜

스태츠칩팩 기계공사 1공구

8,243,180,000

2014/01~2014/11

현대건설㈜

SR-PJT 2차 일반덕트공사

11,330,000,000

2013/12~2016/08

삼성물산㈜

SR-PJT 2차 소화설비공사

17,820,000,000

2013/12~2016/08

삼성물산㈜

SDC아산 MOD 7F 소방마감공사
생활가전 통합공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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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S3-PROJECT 옥상 배기 덕트공사

14,767,311,900

2013/12~2016/04

삼성엔지니어링㈜

EDISON PJT 2차 덕트공사

20,353,520,000

2013/12~2016/01

삼성엔지니어링㈜

S3 신규라인 일반덕트공사B

30,235,095,000

2013/11~2014/10

삼성물산㈜

생활가전 이전공사 2공구

2,836,790,000

2013/10~2014/02

삼성에버랜드㈜

천안 DisplayCity2 덕트1공구

2,719,200,000

2013/09~2015/06

삼성물산㈜

탕정LCD밸리4차 일반덕트공사

16,813,500,000

2013/09~2015/06

삼성물산㈜

천안 DisplayCity2 덕트 2공구

6,574,480,000

2013/09~2014/06

삼성물산㈜

10,881,860,000

2013/08~2014/09

삼성에버랜드㈜

S3-A PJT 일반덕트공사 B공구

3,025,000,000

2013/08~2014/06

삼성물산㈜

화성그린1동 급배기 덕트공사

1,032,080,500

2013/08~2014/02

삼성엔지니어링㈜

16라인 B2 S.LSI 전환소방공사

1,412,400,000

2013/04~2014/08

삼성에버랜드㈜

천안 DisplayCit일반덕트공사2

3,049,090,000

2013/04~2013/12

삼성물산㈜

15라인 폐수 재이용시설 소방

440,000,000

2012/07~2012/10

삼성에버랜드㈜

2,842,400,000

2012/05~2013/06

삼성물산㈜

P8E C/R&UTILITY 설비공사

253,297,000

2012/04~2013/04

GS건설㈜

16라인 B2 ZONE 소방공사

2,791,800,000

2012/03~2012/09

삼성에버랜드㈜

10,934,000,000

2010/10~2011/10

삼성물산㈜

1,719,300,000

2010/09~2011/05

㈜다우와키움

777,700,000

2010/08~2011/07

삼성물산㈜

S3-B 신규 승강기 소방설비공사

16라인 B2 마감 덕트공사(B)

화성16라인 FAB동 덕트공사(B)
멜파스 안성 기계설비공사
천안LCD6Line증축 덕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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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SMD탕정A-라인 소방공사(A)

3,231,470,000

2010/08~2011/08

삼성에버랜드㈜

세메스1층 크린룸 조성공사

1,730,300,000

2010/06~2010/08

삼성에버랜드㈜

T8-PH2 옥상열배기 덕트공사

1,142,900,000

2010/04~2011/03

삼성엔지니어링㈜

탕정LCD8L 2차 PH2덕트공사

10,607,300,000

2010/03~2011/06

삼성물산㈜

화성16라인 소화배관공사

2,981,000,000

2010/01~2010/09

삼성물산㈜

탕정LCD 8라인2차덕트공사

2,136,200,000

2009/12~2010/05

삼성물산㈜

탕정LCD밸리2차 덕트공사

6,710,000,000

2009/09~2012/15

삼성물산㈜

천안LCD사업장 덕트공사

2,307,800,000

2009/09~2012/03

삼성물산㈜

세미콘파크3차 기흥 소화

5,494,500,000

2009/09~2011/07

삼성물산㈜

세미콘파크3차 화성 덕트

5,737,600,000

2009/09~2011/07

삼성물산㈜

K3 PROJECT 공조닥트공사

1,133,000,000

2009/05~2009/10

㈜지셀이엔씨

동부제강 열연공장 소방공사

2,068,000,000

2009/01~2009/12

동부건설㈜

탕정T8-2L PH1옥상배기공사

478,800,000

2008/08~2008/09

삼성엔지니어링㈜

탕정T8-2 PH1 PJT 덕트공사

12,298,000,000

2008/07~2009/03

삼성물산㈜

NH TG-K2 LINE 덕트공사

1,120,000,000

2008/03~2008/08

㈜지셀이엔씨

탕정 LCD 밸리 일반닥트공사

1,480,600,000

2008/01~2009/09

삼성물산㈜

탕정T8-1 PH2 일반덕트공사

5,360,000,000

2007/12~2008/05

삼성물산㈜

H1 FAB 일반덕트공사

715,400,000

2007/12~2008/02

삼성물산㈜

한국쿠제㈜포승공장

228,000,000

2007/10~2007/12

㈜지셀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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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온양 V2-PROJECT 닥트공사

1,208,655,800

2006/11~2007/03

삼성물산㈜

K1LINE PROJECT 닥트공사 외

1,092,300,000

2006/11~2007/03

㈜지셀이엔씨

탕정T8 PROJECT 일반배관3

3,822,500,000

2006/09~2007/07

삼성물산㈜

탕정T8 PROJECT 일반덕트1

6,367,900,000

2006/09~2007/07

삼성물산㈜

534,050,000

2006/08~2008/07

삼성물산㈜

3,173,500,000

2005/12~2006/07

삼성물산㈜

평택 K3 PROJECT 증축공사

747,780,000

2005/11~2006/02

삼성물산㈜

종합기술원 DISPLAY FAB

124,865,400

2005/08~2005/09

삼성물산㈜

NRD 연구개발동 닥트공사

3,580,500,000

2005/07~2006/11

삼성물산㈜

천안 ITD Center 닥트공사

1,382,150,000

2005/05~2006/06

삼성물산㈜

탕정LCD7 LINE2차덕트공사

13,750,000,000

2005/05~2006/03

삼성물산㈜

온양 V-PROJECT 신축공사

2,877,435,000

2005/01~2005/06

삼성물산㈜

기흥 S-PROJECT 신축공사

8,030,000,000

2004/07~2005/07

삼성물산㈜

Q-PJT 복지동 설비공사

1,901,900,000

2004/03~2004/06

삼성물산㈜

천안 LCD PH2 일반닥트공사

1,283,590,000

2004/01~2005/05

삼성물산㈜

11,220,000,000

2003/12~2005/02

삼성물산㈜

G-PROJECT 사무동 및 복지동

1,045,000,000

2003/12~2004/03

삼성물산㈜

평택 K2-PROJECT

1,177,000,000

2003/07~2004/02

삼성물산㈜

천안 PH-3 닥트설치공사

5,324,000,000

2003/04~2003/12

삼성물산㈜

탕정 LCD 밸리 일반설비
평택 PL-3,4 PROJECT 닥트

탕정LCD 7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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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천안 LCD-6LINE PROJECT

2,989,800,000

2003/02~2003/12

삼성물산㈜

기흥 T2-PROJECT 사무동

1,964,600,000

2002/10~2003/10

삼성물산㈜

천안 LCD 4 LINE PHASE 3

613,470,000

2001/08~2002/12

삼성물산㈜

삼성전자 온양 S-PROJECT

3,872,000,000

2000/11~2001/08

삼성물산㈜

천안 LCD 4 LINE PHASE 2

238,700,000

2000/09~2001/03

삼성물산㈜

제천주유소 설비공사 외 4건

2,650,164,000

1990/01~1999/12

럭키개발 ㈜

구포대교 가설공사 외 2건

2,208,184,000

1990/01~1999/12

삼성종합건설

중앙일보 안산공장 설비공사 외
2건

5,522,965,800

1990/01~1999/12

삼성물산㈜

116,000,000

1990/01~1999/12

경원산업 ㈜

금성일렉트론 GI-PROJECT

90,200,000

1990/01~1999/12

LG 건설 ㈜

원일사 안성공장 설비공사

44,000,000

1990/01~1999/12

원일기업

유성사 안성공장 설비공사

112,200,000

1990/01~1999/12

유성사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설비 외 14
건

8,086,387,300

1980/01~1989/12

삼성종합건설

포항제철 고로 개보수 공사 외 6
건

3,538,063,254

1980/01~1989/12

현대건설(주)

럭키치약 청주공장 기계설비 외
5건

584,128,400

1980/01~1989/12

럭키개발(주)

삼천포 화력발전소 설비공사 외
4건

301,998,914

1980/01~1989/12

한라건설(주)

삼척산업 전기로 교체공사 외 4
건

2,359,940,000

1980/01~1989/12

미륭건설(주)

대전 대우자동차 A/S 센터 외 4
건

900,185,000

1980/01~1989/12

대창기업 ㈜

럭키치약 초읍공장 이설공사 외
2건

141,548,000

1980/01~1989/12

(주)럭키

경원산업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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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 플랜트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대한은박지 기계설치공사

46,200,000

1980/01~1989/12

대한은박지

해군00기지 탱크제작설치

51,700,000

1980/01~1989/12

동방건설(주)

2,100,547,900

1980/01~1989/12

동부건설 ㈜

6,160,000

1980/01~1989/12

삼성전관(주)

제일모직 구미공장 설비공사

126,907,000

1980/01~1989/12

삼성중공업

세화섬유 반월공장 설비공사

110,000,000

1980/01~1989/12

세화섬유

16,170,000

1980/01~1989/12

한국종합기계

포항제철 원료처리공장설비 외 5
건

206,000,000

~1979/12

현대건설(주)

현대양행 군포공장 설비

123,000,000

~1979/12

현대양행

삼성전관 수원공장 설비공사

120,000,000

~1979/12

삼성종합건설

진해 00기지 유류탱크 제작

38,600,000

~1979/12

미륭건설(주)

포항제철 냉연 6.7.9차 설비
삼성전관 수원공장 개보수

삼미특수강 기계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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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연산동 이마트 일반설비공사

8,954,000,000

2018/11~2020/08

신세계건설㈜

네이버 신사옥 기계설비공사

15,555,980,000

2018/08~2021/02

삼성물산㈜

LG사이언스파크(서울) 설비공사

856,460,000

2018/04~2018/06

GS건설㈜

대명리조트 진도 신축공사 기계
설비공사-B공구

7,603,200,000

2018/04~2019/06

㈜대명건설

하남미사오피스텔현장 설비공
사

8,008,000,000

2018/02~2019/11

신세계건설㈜

KT신사관광호텔 수영장설비공
사

674,740,000

2017/12~2019/06

GS건설㈜

동천초등학교 증축공사

3,020,663,370

2017/12~2018/09

㈜신삼호

GEC사무실이전 기계설비공사

3,361,120,400

2017/12~2018/04

삼성물산㈜

755,150,000

2017/09~2018/01

신세계건설㈜

Kt신사관광호텔개발사업 설비공
사

8,894,479,000

2017/05~2019/06

GS건설㈜

구로 지식산업센터 일반기계공
사

2,563,440,000

2017/02~2018/07

㈜대명건설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3공구)

6,390,732,385

2016/10~2022/07

한국도로공사

256,300,000

2016/10~2017/01

신세계건설㈜

PK마켓 일반설비공사 1공구

1,355,200,000

2016/05~2016/09

신세계건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설비공사

8,162,000,000

2016/03~2017/04

신세계건설㈜

이화여자대학교 설비공사 2공구

21,914,944,800

2016/02~2019/04

대림산업㈜

삼성전자 영덕연수원 신축공사

8,308,300,000

2016/01~2017/06

삼성물산㈜

판교사옥 이전공사 설비공사

3,685,000,000

2016/01~2016/04

삼성물산㈜

34,145,870,000

2015/11~2018/10

현대건설㈜

시코르강남점 마감공사

동대구이마트전문점마감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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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하남복합백화점 설비공사1공구

7,166,500,000

2015/10~2016/09

신세계건설㈜

남악신도시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6,548,212,000

2015/09~2017/01

GS건설㈜

16,816,580,000

2015/07~2017/06

삼성물산㈜

1,806,258,300

2015/07~2016/06

대명건설㈜

21,615,407,000

2015/06~2018/03

GS건설㈜

229,266,400

2015/05~2015/11

대명건설㈜

도화동 비즈니스호텔 설비공사

1,407,032,000

2015/05~2015/06

삼성물산㈜

대명리조트 삼척 신축공사 B공구

5,421,350,000

2015/03~2016/07

대명건설㈜

116,120,000

2015/03~2015/04

대명건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설비공사

21,301,368,000

2014/12~2019/04

삼성물산㈜

동대구역 설비공사 5공구

16,313,000,000

2014/12~2017/01

신세계건설㈜

1,062,930,000

2014/11~2015/04

삼성물산

877,800,000

2014/06~2015/04

삼성물산㈜

수원 소재연구단지 개선공사

2,496,428,000

2014/06~2014/10

삼성물산㈜

청담분더샵 일반설비공사 A

1,725,240,000

2014/03~2014/12

신세계건설㈜

청담분더샵 일반설비공사 B

1,414,160,000

2014/03~2014/12

신세계건설㈜

11,081,609,000

2014/01~2016/04

GS건설㈜

SDS 상암 데이터센터 1공구

8,712,000,000

2013/12~2015/05

삼성물산㈜

우면동 R&D센터 소방설비공사

2,909,500,000

2013/10~2015/08

삼성에버랜드㈜

DSR C 타워 증축공사 설비공사
소노빌리지2단지 설비공사2
LG사이언스파크 설비공사
소노빌리지 2단지설비공사(옥외)

소노빌리지 1-2단지 신축공사

SDS 과천전산센터복구 설비공사
우면동 R&D센터 배관연립공사

창원경상대학교 설비공사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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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시공기간

건설사

78,914,000

2013/08~2016/08

신세계건설㈜

우면동 R&D센터 기계설비공사

13,851,651,000

2013/07~2015/09

삼성물산㈜

트리니티CC현장 일반설비공사

824,424,700

2013/03~2014/01

신세계건설㈜

창원경상대학교 설계공사(BIM)

194,150,000

2013/03~2013/10

GS건설㈜

8,610,131,200

2012/09~2014/07

GS건설㈜

17,415,200,000

2012/09~2013/12

삼성물산㈜

1,765,280,000

2012/07~2014/03

삼성에버랜드㈜

781,471,900

2012/07~2012/10

신세계건설㈜

양주섬유센터 설비공사

2,002,990,000

2012/04~2013/12

동부건설㈜

DIGITAL CITY 게스트하우스

1,934,900,000

2012/03~2013/04

삼성에버랜드㈜

189,200,000

2012/03~2012/08

신세계건설㈜

청진동12-16지구 설비공사

15,439,600,000

2011/11~2014/03

GS건설㈜

부품연구소현장 설비공사

17,581,740,000

2011/11~2013/11

삼성물산㈜

화성봉담이마트 설비공사

3,457,300,000

2011/10~2012/06

신세계건설㈜

SBS제작스튜디오 설비공사

1,013,540,000

2011/10~2012/04

태영건설㈜

비코코리아 R&D현장 설비공사

360,030,000

2011/10~2012/04

다우와키움

울산 SDI 보육시설 설비공사

216,700,000

2011/09~2011/12

삼성에버랜드㈜

R5-PROJECT B공구 설비공사

17,466,900,000

2011/06~2013/09

삼성물산㈜

NC SOFT 판교 R&D 설비공사

7,134,710,000

2011/06~2013/08

GS건설㈜

신사동복합빌딩 기계설비공사

판교호텔 복합시설 신축공사
전자소재연구단지 2공구
삼성화재 판교사옥 신축공사
자유CC증설사업

장안동 이마트 설비공사

도급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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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R5-PROJECT 신축 소방기계공사

6,999,740,000

2011/06~2013/05

삼성물산㈜

우리기업 콜센터 설비공사

3,900,600,000

2011/04~2012/07

동부건설㈜

이마트 송림점 현장 설비공사

1,048,300,000

2011/03~2011/07

신세계건설㈜

판교R&D현장 설비공사

5,050,551,000

2010/12~2012/03

삼성물산㈜

파주운정이마트현장 설비공사

3,721,300,000

2010/12~2011/07

신세계건설㈜

이수이마트현장 일반설비공사

981,200,000

2010/10-2011/04

신세계건설㈜

서울시청사 설비공사

4,287,646,000

2010/09~2012/05

삼성물산㈜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비공사

2,830,300,000

2010/08~2012/09

삼성물산㈜

천안에스원연수원 설비공사

2,040,500,000

2010/08~2011/07

삼성에버랜드㈜

909,106,000

2010/06~2012/02

삼성물산㈜

진접이마트 일반설비공사

2,721,400,000

2010/05-2011/03

신세계건설㈜

가양점 이마트 설비공사

1,458,820,000

2010/05~2010/09

신세계건설㈜

기흥연구동 소화설비공사

2,593,800,000

2010/04-2011/07

삼성물산㈜

서조산업빌딩 기계설비공사

650,661,000

2010/04-2011/06

삼성물산㈜

탕정 사무동 마감 설비공사

862,400,000

2010/01~2010/07

삼성중공업㈜

KCC Home CC 인천점

1,720,400,000

2009/08-2010/06

KCC건설㈜

연대 송도 글로벌 캠퍼스

4,621,980,000

2009/06-2010/08

현대건설㈜

연세대 송도 캠퍼스 설비공사

3,575,000,000

2009/06-2010/01

현대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비공사

32,372,060,000

2009/05-2014/10

문화체육관광부

성대근로벌 교육시설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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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국제템플 스테이센터 설비공사

1,518,000,000

2009/04-2010/11

삼환기업㈜

죽전동 수산물센터 설비공사

2,667,500,000

2009/03-2010/02

다우와키움건설

경방백화점 리노베이션 설비공사

4,916,343,300

2008/12-2010/07

GS건설㈜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설비공사

4,063,400,000

2008/12-2009/10

동부건설㈜

558,067,400

2008/10-2009/09

신세계건설㈜

월배이마트 문화센터 설비공사

1,115,500,000

2008/10-2008/11

동흥산업개발

식사동 쓰레기 자동집하설비

5,048,340,000

2008/08-2010/10

GS건설㈜

21,184,383,000

2008/07-2012/08

GS건설㈜

우리은행상암동 종합지원센터

671,000,000

2008/06-2009/04

삼성SDS㈜

여의도 자이 이마트

142,000,000

2008/03~2008/05

신세계건설㈜

왕십리 역사 이마트

435,000,000

2008/03~2008/05

신세계건설㈜

우리은행 DMC센터 설비공사

4,114,000,000

2007/12-2009/09

삼성물산㈜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8,874,034,000

2007/11-2010/12

GS건설㈜

여주 이마트 물류센타

2,180,000,000

2007/09~2008/04

동흥산업개발

11,768,440,200

2007/08-2009/10

GS건설㈜

문화재 종합병원 일반설비공사

1,127,500,000

2007/08-2008/05

삼부토건㈜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7,519,078,600

2007/06-2009/03

GS건설㈜

퍼시스 서울본사 신축공사

965,800,000

2007/03-2008/06

삼성물산㈜

신세계푸드 전처리 물류센터

602,800,000

2007/03-2007/09

신세계건설㈜

영등포 이마트 일반설비공사

IFC SEOUL 기계설비공사

경방 K-Project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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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신세계마트 서대전점

1,061,390,000

2007/02-2007/03

신세계건설㈜

신세계마트 화정,탄현점

2,356,508,000

2006/12-2007/05

신세계건설㈜

서초 TOWER 신축공사

1,900,800,000

2006/06-2008/05

동부건설㈜

누리꿈스퀘어 신축공사

6,353,600,000

2006/03-2007/11

삼성물산㈜

전남 생물산업지원센터

1,467,400,000

2005/11~2006/05

㈜휴먼텍코리아

삼성암센타

8,807,700,000

2005/06~2007/10

삼성물산㈜

서울중앙우체국 신축공사

3,787,058,000

2005/03-2007/10

GS건설㈜

서초 프로젝트 C 신축공사

11,169,400,000

2005/02~2011/02

삼성물산㈜

휴맥스 빌리지 신축공사

3,690,500,000

2005/01~2006/08

삼성물산㈜

나노종합FAB센터

3,018,246,000

2004/03~2005/04

동부건설㈜

한국국제전시장 JV

8,074,000,000

2003/06~2005/06

삼성물산㈜

서초복합빌딩 신축공사

2,119,700,000

2002/09~2005/08

삼성물산㈜

수원시 종합 사회복지관

2,558,380,000

2002/09~2004/05

LG건설㈜

을지의과대학교둔산병원

6,520,481,000

2001/10~2004/04

LG건설㈜

LG 전자 남양주 물류센타

360,100,000

2001/10~2002/02

LG건설㈜

한남동 하이페리온 신축공사

2,193,400,000

2001/08~2002/12

현대건설㈜

덕양문화 체육시설 조성공사

11,581,900,000

2001/06~2004/07

LG건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161,700,000

2001/04~2001/05

LG건설㈜

LG 슈퍼 포천점 신축공사

156,735,700

2001/01~2001/03

LG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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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LG전자 정보통신 중앙연구소

2,330,240,000

2000/12~2001/10

LG건설㈜

2002년 아시아 강서경기장

1,669,140,000

2000/09~2002/06

삼성물산㈜

정동 컬처 플라자 신축공사

190,675,100

2000/08~2000/11

LG건설㈜

서남권 농산물도매시장 설비

2,725,588,800

2000/04~2001/05

동부건설㈜

안양역사

2,894,760,000

2000/02~2002/07

LG건설㈜

998,429,300

2000/01~2002/02

동부건설㈜

반도패션 강남빌딩 공조설비 외
14건

29,364,631,970

1990/01~1999/12

LG건설㈜

고대인촌기념관 공조설비 외 13
건

10,028,981,773

1990/01~1999/12

럭키개발㈜

인천도시철도 1-10공구 설비 외
5건

6,661,079,000

1990/01~1999/12

동부 건설㈜

광양문화원 공조설비공사 외 9건

20,727,890,486

1990/01~1999/12

삼성물산㈜

오금동 스포츠쎈타 공조설비 외
1건

2,970,764,500

1990/01~1999/12

삼성건설㈜

서울대학교 공학관 공조설비 외
1건

5,979,702,045

1990/01~1999/12

현대산업개발

그린파크오피스텔 공조설비

330,856,900

1990/01~1999/12

동아건설㈜

송파빌딩 공조설비공사

174,500,000

1990/01~1999/12

보배건설㈜

구리 신안상호금고 공조설비

179,300,000

1990/01~1999/12

신안상호금고

강화터미날 공조설비

536,250,000

1990/01~1999/12

한솔건설㈜

캐릭터 그린빌 신축공사

2,099,900,000

1990/01~1999/12

우성 건설㈜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6,600,000,000

1990/01~1999/12

한국고속철도

동방생명 동부영업소 설비 외 7
건

1,583,353,200

1980/01~1989/12

삼성물산㈜

강릉시청사 신축공사 (덕트)

43

업무시설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한국은행 청주지점 설비공사 외
4건

2,328,736,900

1980/01~1989/12

럭키개발㈜

춘천 어린이회관 설비공사 외 4
건

547,625,130

1980/01~1989/12

한라건설㈜

충북대학교 농대.공학관 외 4건

1,119,133,711

1980/01~1989/12

현대건설㈜

도고 선하스 공조설비공사 외 2
건

1,247,906,000

1980/01~1989/12

대창기업㈜

경찰대학교 신축설비공사 외 1건

234,410,000

1980/01~1989/12

미륭건설㈜

수원실내체육관 3차 설비 오 1건

120,710,000

1980/01~1989/12

선경건설㈜

지적연수원 설비공사 외 1건

243,165,000

1980/01~1989/12

선경종합건설

신촌거구장 공조설비공사

160,600,000

1980/01~1989/12

신동아㈜

81,400,000

1980/01~1989/12

쌍용종합건설

86-55-4 공군부대 설비공사

201,789,000

1980/01~1989/12

코오롱건설

강남종합상가 설비공사

154,000,000

1980/01~1989/12

한일상공㈜

6,600,000

1980/01~1989/12

현대시멘트

대오빌딩 설비공사

현대시멘트 사옥 보완공사
김일체육관 설비공사 외 5건

256,500,000

~1979/12

현대건설㈜

현대양행 창원사옥 설비공사 외
4건

373,700,000

~1979/12

한라건설㈜

한양전문대학 설비공사 외 3건

187,700,000

~1979/12

한양개발㈜

삼성정밀 창원공장 B동설비 외 1
건

157,200,000

~1979/12

삼성물산㈜

문화방송 증축 설비공사

26,000,000

~1979/12

문화방송

한양증권 사옥 설비공사

3,000,000

~1979/12

한양증권㈜

28,000,000

~1979/12

현대시멘트

현대시멘트 사옥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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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공사명
현대양행 군포사옥 설비공사
호주대사관 설비공사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38,000,000

~1979/12

현대양행㈜

1,000,000

~1979/12

호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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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비산자이아이파크(경기) 설비공
사

7,449,057,000

2019/06~2021/12

GS건설㈜

서초우성1차 재건축 설비공사

9,760,342,914

2019/06~2020/09

삼성물산㈜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설비
공사

9,742,577,650

2019/04~2021/12

대림산업㈜

방배그랑자이(서울) 설비공사

8,277,193,000

2019/04~2021/06

GS건설㈜

광명에코자이위브(경기)설비공사

6,161,361,000

2018/11~2020/11

GS건설㈜

상계 주공8단지 기계설비공사

6,571,114,550

2018/09~2020/11

한화건설

시흥은계 S4블록 아파트 건설공
사 7공구(경기) 설비공사

9,619,915,000

2018/07~2020/07

GS건설㈜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13블
럭 공동주택 기계설비공사

8,990,567,570

2018/06~2020/04

대명건설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공사

9,126,280,000

2018/04~2020/12

GS건설㈜

한숲 E-편한세상 설비공사

14,460,600,000

2018/02~2020/12

대림산업㈜

신반포센트럴자이 설비공사

10,382,731,000

2018/02~2020/04

GS건설㈜

개포시영재건축 아파트 2공구

13,774,360,321

2017/10~2020/09

삼성물산㈜

그랑시티자이 설비공사 2공구

18,634,879,000

2017/06~2020/02

GS건설㈜

동천자이2차 설비공사

12,982,454,000

2017/06~2019/05

GS건설㈜

자이더빌리지 설비공사

3,667,209,000

2017/04~2018/07

GS건설㈜

e편한세상 상록 현장

8,170,972,031

2017/03~2019/12

대림산업㈜

김포풍무5지구 2차 설비공사

9,911,031,840

2017/02~2019/03

㈜한화건설

12,469,067,600

2017/01~2019/04

포스코ICT㈜

6,254,050,000

2016/10~2018/08

GS건설㈜

인천청라지구복합시설 신축공사
동탄파크자이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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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은평스카이뷰자이 설비공사

4,820,357,000

2016/08~2019/01

GS건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8,988,775,730

2016/08~2018/06

대림산업㈜

신반포자이 설비공사

7,260,269,000

2016/03~2018/10

GS건설㈜

동천자이 설비공사

7,812,899,000

2016/02~2018/10

GS건설㈜

가락시영아파트 설비공사2-1

9,213,148,640

2016/01~2018/12

삼성물산㈜

오산세교자이 설비공사

4,415,892,000

2016/01~2018/02

GS건설㈜

한강센트럴자이 2단지 설비공사

4,864,957,000

2015/08~2017/06

GS건설㈜

e편한세상 수지현장 1공구

6,533,917,135

2015/07~2017/08

대림산업㈜

보문파크뷰자이 설비공사

4,723,595,000

2014/10~2017/01

GS건설㈜

우성3차아파트 기계설비공사

4,944,725,566

2014/10~2016/12

삼성물산㈜

안양덕천 주택공사2-1공구

11,048,797,572

2014/09~2016/11

삼성물산㈜

한강센트럴자이 설비공사1

7,977,418,000

2014/08~2017/01

GS건설㈜

15,718,699,700

2014/05~2017/05

삼성물산㈜

고덕시영 기계설비공사2공구

8,506,085,758

2014/05~2017/01

삼성물산㈜

목동 힐스테이트 신축공사

5,516,637,330

2014/02-2016/07

현대건설㈜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현장

6,026,054,300

2013/05~2015/12

GS건설㈜

동탄센트럴자이 현장

4,887,524,890

2012/12~2015/01

GS건설㈜

부평5구역 재개발 현장

5,778,587,851

2012/12~2014/09

삼성물산㈜

마포용강2구역 재개발현장

4,774,653,506

2012/11~2014/09

삼성물산㈜

용산역 전면 3구역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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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강남자곡아파트 2공구

5,238,770,900

2012/09~2014/05

삼성물산㈜

신촌자이엘라 신축현장

1,700,633,000

2012/07~2014/12

GS건설㈜

마포자이 2차(서울)설비공사

4,390,080,200

2011/12~2014/03

GS건설㈜

우면2지구B 1.2단지 설비공사

1,740,398,000

2011/12~2013/01

태영건설㈜

전농7구역 아파트 설비공사

5,197,555,290

2011/01~2013/04

삼성물산㈜

우면2지구B 6,7단지 설비공사

3,590,355,000

2011/01~2013/03

태영건설㈜

수원권선1,3차 설비공사

7,107,360,000

2010/03~2011/09

GS건설㈜

김포양촌 아파트 설비공사

2,206,108,000

2009/02~2010/10

태영건설㈜

청라자이 설비공사

4,885,210,000

2008/10~2010/06

GS건설㈜

삼부 르네상스아파트 설비공사

1,550,000,000

2008/09~2010/06

삼부토건㈜

이수자이 설비공사

2,609,673,000

2008/08~2010/12

GS건설㈜

173,382,000

2008/05~2008/12

GS건설㈜

진접 센트레빌시티 설비공사

4,641,731,338

2008/03~2009/12

동부건설㈜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 설비공사

3,817,613,000

2007/12~2009/12

GS건설㈜

서초 아르누보씨티2 설비공사

1,930,500,000

2007/12~2009/06

삼환기업㈜

원당2주택재건축 설비공사

2,880,900,000

2007/07~2009/10

삼성물산㈜

용인삼환나우빌 신축공사

3,194,577,282

2007/02~2007/12

삼환기업㈜

반포2 재건축아파트(1-1공구)

5,294,811,000

2006/11~2009/07

삼성물산㈜

701,800,000

2006/09~2007/01

㈜은민씨엔씨

권선주공 재건축 설비공사

NSC MARKETING CENTER ANN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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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여의도 자이 신축공사

5,576,406,000

2005/11~2008/04

GS건설㈜

용산파크타워

4,163,199,180

2005/10~2008/08

삼성물산㈜

화성 동탄 삼부르네상스

1,470,657,000

2005/07~2007/02

삼부토건㈜

화성동탄삼성래미안 아파트

3,194,705,600

2004/12~2007/02

삼성물산㈜

서초하임연합재건축

584,100,000

2004/12~2006/01

삼성물산㈜

서초연립재건축

303,270,000

2004/12~2005/11

삼성물산㈜

성남금광재건축아파트

2,236,025,000

2004/08~2006/11

삼성물산㈜

LG수지자이 설비공사

4,509,138,000

2004/08~2006/05

LG건설㈜

317,219,479

2004/08~2005/05

삼성물산㈜

도곡동 재건축

4,863,061,000

2004/03~2006/01

LG건설㈜

광진트라팰리스

3,036,748,099

2004/02~2006/07

삼성물산㈜

서초현대 재건축아파트

233,530,000

2003/12~2005/04

삼성물산㈜

등촌동 삼부르네상스

544,500,000

2003/09~2003/09

삼부토건㈜

용산LG에클라트

4,123,790,000

2003/07~2006/01

LG건설㈜

안암1구역 재개발아파트

1,804,000,000

2003/07~2005/05

삼성물산㈜

신봉 LG빌리지 2차 신축공사

2,438,440,000

2002/11~2004/12

LG건설㈜

공덕4구역 재개발아파트

2,149,088,180

2002/08~2004/08

삼성물산㈜

문정동 재개발아파트

2,182,789,620

2002/07~2004/09

삼성물산㈜

마포 진주 LG 빌리지

2,893,389,000

2001/09~2003/12

LG건설㈜

서초삼보연립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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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LG METRO CITY 4차

1,612,264,000

2001/05~2003/07

LG건설㈜

용인수지 LG빌리지 6차

2,993,100,000

2001/01~2003/03

LG건설㈜

종암 2구역 재개발 아파트

1,248,500,000

2000/11~2003/05

삼성물산㈜

의왕내손 공무원 아파트

2,450,350,992

2000/09~2002/11

LG건설㈜

LG METRO CITY 3차 신축공사

1,719,520,000

2000/07~2002/11

LG건설㈜

용인 수지 LG 빌리지 5차

2,624,553,800

2000/05~2002/08

LG건설㈜

용인 수지 LG 빌리지 3차

3,214,872,100

2000/04~2002/08

LG건설㈜

신공덕3재개발 아파트

1,100,000,000

2000/03~2002/05

삼성물산㈜

울산 남운파크 신축설비 외 32건

26,883,740,170

1990/01~1999/12

럭키개발㈜

부산LG 개금 APT(설비+소화) 외
14건

16,248,153,180

1990/01~1999/12

LG건설㈜

부산 망미동APT 설비공사 외 7건

10,181,245,000

1990/01~1999/12

삼성물산㈜

6,305,937,327

1990/01~1999/12

동부 건설㈜

도봉동 재개발 아파트 설비 외 1
건

984,419,688

1990/01~1999/12

성우 건설㈜

구미 대우전자사원APT

216,960,800

1990/01~1999/12

대창기업㈜

충주 교현동APT 설비공사

324,000,000

1990/01~1999/12

동아 건설㈜

1,477,300,000

1990/01~1999/12

삼성 건설㈜

969,059,520

1990/01~1999/12

현대건설㈜

논현동 현대빌라 설비공사 외 11
건

2,080,939,706

1980/01~1989/12

현대 건설㈜

청주사직동주공APT 설비 외 11
건

2,184,727,942

1980/01~1989/12

럭키개발㈜

신림동 재개발APT 설비 외 3건

고양일산화정APT 설비
개봉동 재개발 아파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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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과천태양열주택 설비공사 외 9건

1,329,751,227

1980/01~1989/12

삼성물산㈜

대구 송현APT 배관공사 외 5건

2,558,276,002

1980/01~1989/12

대창기업㈜

개포동주공APT 설비공사 외 2건

324,982,000

1980/01~1989/12

선경종합건설

마산 현대APT 배관공사

121,161,415

1980/01~1989/12

한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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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청담분더샵1층 리뉴얼공사

231,000,000

2016/12~2017/02

두양건축

지하1층 식품층 리뉴얼공사

275,000,000

2014/02~2014/05

광주신세계㈜

자유CC클럽하우스RM현장

628,078,000

2013/02~2013/05

신세계건설㈜

7,194,000,000

2012/12~2014/01

삼성물산㈜

187,000,000

2012/08~2013/06

삼성물산㈜

본부건설회관리모델링공사

1,560,141,000

2011/12~2012/09

GS건설㈜

서면점 11RM 현장 설비공사

1,483,020,000

2011/06~2011/10

신세계건설㈜

46,942,500

2011/06~2011/06

신세계건설㈜

ASK K4 PROJECT 일반 덕트공사

1,595,000,000

2011/05~2011/12

비원엠이씨㈜

송림점 11RM현장 일반설비공사

1,048,300,000

2011/03~2011/07

신세계건설㈜

조선호텔10RM 일반설비공사

3,493,050,000

2011/01~2011/08

신세계건설㈜

793,466,630

2010/07~2010/12

신세계건설㈜

가양점09RM현장 일반설비공사

1,317,800,000

2010/03~2010/08

신세계건설㈜

은평점 09RM현장 설비공사

1,260,790,300

2009/06~2009/12

신세계건설㈜

244,970,000

2009/05~2009/10

신세계건설㈜

기흥 SEMICON PARK 화성단지
부대동 개보수공사

2,979,900,000

2006/05~2007/08

삼성물산㈜

기흥 SEMICON PARK
여자기숙사리모델링

2,455,200,000

2005/11~2006/08

삼성물산㈜

933,900,000

2003/09~2006/02

삼성물산㈜

호텔신라 리모델링 설비공사
호텔신라 리모델링 MOCK UP

덕이에브리데이 설비공사

구성점 10RM현장 설비공사

영등포09RM현장 설비공사

한국체육대학교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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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명

도급금액

<V.A.T 포함>

시공기간

건설사

고려대학교 정경관 리모델링

275,000,000

2003/07~2003/08

삼성물산㈜

LG백화점 부천점 리모델링

748,000,000

2003/06~2003/08

LG유통

LG홈쇼핑 스튜디오 리모델링

576,950,000

2003/02~2003/05

LG건설㈜

강서로교회 리모델링

195,800,000

2003/01~2003/05

삼성물산㈜

국제경영연수원 리모델링

605,000,000

2003/01~2003/03

삼성물산㈜

1,243,000,000

2002/09~2004/01

삼성물산㈜

448,800,000

2002/07~2002/08

삼성물산㈜

수원 전화국 리모델링

3,265,636,000

2001/10~2003/10

KT

기흥 SDI연구소 리모델링

1,046,100,000

2001/08~2002/05

삼성물산㈜

삼청각 리모델링

566,280,000

2001/07~2001/10

LG건설㈜

LG백화점 안산점 리모델링

980,000,000

1999/12~2000/07

LG유통

마가레트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여의도증권협회 리모델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