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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소개

㈜파이런텍은 현대전자(구)로부터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직원들이 모여

2002년 1월 새롭게 출발한 냉동공조 및 청정실(크린룸) 제조,

설치공사와 특수시설 운영 전문회사로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노력으로 고객과 함께 21C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STRATEGY

내부 효율화

고객 중심 경영

최고의 기술력

이익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회사가치 실현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원 가치 창조

기술경쟁력 강화

MISSION

최고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 경쟁력 강화



1) 회사개요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이런텍 (www.pylontech.com)

 대표이사 : 이 병 길

 사업분야 : 

- 업태 : 제조업,건설업,서비스

- 종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공조조화장치제조업,

크린룸공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설립년도 : 2002년 1월

 인 원 : 80명

 자본금 : 11억원

 사업자등록번호 : 126-81-59398

 법인등록번호 : 134411-0019744

 주소 : 

- 본 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13층 1301호

- 화성지점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8번길11(반월동)

- 공 장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8번길11(반월동)

 연락처 :

- 본 사 : 02) 407–3488,3588 Fax : 02) 407-3487

- 화성지점 : 031) 236–2986,2988  Fax : 031) 203-2989

- 공 장 : 031) 236–2986,2988  Fax : 031) 203-2989



2021년 05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

자본금 증자(11억)

자본금 증자(7억)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 증자 (9억 5천)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고용노동부)

LG전자 냉동공조기기 판매전문점 계약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발전5사 정비적격기업 인증(HVAC, 냉난방, 항온항습기)

KPS 협력업체 등록(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2022년 01월

2016년 10월

자본금 증자(5억)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사업자원부 장관)

INNO-BIZ 인증(중소기업청)

KS S 1004-2 우수기업인증(한국표준협회)

중국법인설립(중국우시)

승강기보수업 등록

발전5사 정비적격기업 인증(냉난방,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자본금 증자(10억)

공장등록(산업용 냉동냉장장비 제조업)

직접생산증명서 신청 발급(냉각탑 외)

건축공사업 등록

2011년 08월

2011년 11월

2011년 12월

2012년 07월

2002년 01월 ㈜하이닉스반도체 설비기술팀에서 분사

2017년 10월

2012년 08월

2016년 01월

2014년 07월

2015년 05월

2016년 09월

2016년 09월

2016년 11월

2017년 03월

2017년 04월

2017년 07월

2006년 03월

2007년 01월

2007년 07월

2010년 03월

2010년 10월

2002년 04월

2004년 04월

2004년 12월

2005년 06월

2006년 01월

2) 회사연혁

㈜하이닉스반도체 공조, 전기설비 운영관리 계약2002년 01월

전기공사업 면허(134411-00974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이천 02-12-02)

서울메트로 냉방(공조)설비 운전점검 및 보수계약 (6회 연속계약)

ISO9001:2000 인증 획득(인증범위:전기설비 및 공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본사 서울 이전

진공펌프 일체형 폐기가스 처리장치 특허

냉동공조기기 서비스지정점 지정(LG전자, 현대공조)

2002년 02월



3) 회사조직도



◆설비기술사업본부 사업영역

냉동공조장비 제조 및 설치공사

크린룸공사(반도체/LCD/병원)

1.   HVAC 설계 및 시공

2.   공조 급/배기 닥트공사

3.   U/T 배관공사 & Hook-Up 

4.   Tank류 제작설치공사

5.   건축배관공사

기계설비공사

1. 크린룸 설계 및 제조/시공

2. 장비제조 및 설치공사(AHU/FFU)

3. 내장인테리어(판넬공사)

4. 경량철골공사(수장공사)

5. 크린룸 성능평가

6. 일반 건축공사

1. 터보,흡수식,스크류 냉동기 판매,설치

2. 냉각탑,항온항습기 제조 및 판매,설치

3. 공조기(AHU), FCU, 설치 및 보수공사

4. 냉난방설비 점검/진단

5. EHP, GHP 설치 및 유지보수



전기공사(반도체/LCD)

1.   생산장비 Hook-up 전기공사

2.   Main & Sub Cable 공사

3.   무정전장치 설치 및 시운전공사

4.   일반 전기공사

소방공사

1.   기계소방공사

2.   전기/통신 소방공사

3.   소방 철거 및 보완공사



순번 성명 비고

1 오창석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분야)

(소방설비특급기술자)

2 강대인 전기기사2급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태양광)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3 임의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고압가스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

4 전재규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5 장종섭 전기,특수용접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건설기술중급기술자

6 김진우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7 이상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전기산업기사

8 고병옥 용접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건설기술중급기술자

9 차윤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태양광)
연삭기능사  

10 임세연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건설기술중급기술자

11 김명수 용접산업기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12 오재교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13 윤현철 정보처리기사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 중급기술자

14 금기은 건설기술초급기술자

15 엄선용 건축설비중급기술자

16 우선근 보일러취급기능사

17 정병택 보일러취급기능사 건설기술초급기술자 전기초급기술자

18 김기석 전기초급기술자

19 정재선 전기초급기술자

20 박우성 전기초급기술자

21 이상초 전기초급기술자

22 전영욱 전기공사기능사 전기초급기술자

23 장정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24 최미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초급기술자

25 오성훈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Ⅱ. 기술인력

보유기술자격 및 등급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순번 성명 비고

26 우창보 용접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27 김동식 전기기능사

28 이상엽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29 오세영 실내건축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기기능사

30 박태성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31 전득채 인정기기검사대상조종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

32 김기홍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33 이규석 전기기사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보유기술자격 및 등급



Ⅲ. 인허가 현황

1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냉각탑, 공기조화기,스크류냉동기)

2 ) 등기부등본

3 ) 인감증명서

4 ) 건설업등록증

-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 ) 전기공사업등록증

6 ) 소방공사업등록증

7 ) 가스시설 시공업1종

8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9 ) 서울시 기계공업협동조합 가입

10 ) ISO 인증서

11) 특허증

12) 냉동기 판매 전문점(LG전자)

13) 공조설비 서비스지정점 인증서(LG전자,현대공조)

14)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공장



1) -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냉각탑



1) -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조화기



1) -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스크루냉동기



2) 등기부등본-1



2) 등기부등본-2



2) 등기부등본-3



3) 인감증명서



4)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4) 건설업등록증-시설물유지관리업



4) 건설업등록증-건축공사업



4) 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5) 전기공사업등록증



6) 소방공사업등록증



7)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8)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9) 서울시 기계공업협동조합 가입



10) ISO 인증서



11) 특허증



12) 냉동기 판매 전문점[LG전자]



13) 공조설비 서비스지정점 인증서[LG전자]



13) 공조설비 서비스지정점 인증서[현대공조]



14)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단위 : 천원]

207,817

32,813,313 2,123,277

(삼백이십팔억일천삼백삼십일만삼천원정)

2,123,277

(삼백이십팔억일천삼백삼십일만삼천원정) (이십일억이천삼백이십칠만칠천원정)

(구십구억팔천구백팔십오만육천원정)

459,718

794,153

485,803

매출액

(칠십이억칠천칠십일만삼천원정)

2020년
32,813,313

2021년

151,834

Ⅳ. 설비기술사업본부 공사실적

사업년도

2016년

22,735,124

16,533,529

17,559,412

9,989,856

7,270,713

(이십일억이천삼백이십칠만칠천원정)

당기순이익

* 첨부 : 사업년도 별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일억오천일백팔십삼만사천원정)

(이억칠백팔십일만칠천원정)

(사억팔천오백팔십만삼천원정)

(칠억구천사백일십오만삼천원정)

(사억오천구백칠십일만팔천원정)(이백이십칠억삼천오백일십이만사천원정)

(일백육십오억삼천삼백오십이만구천원정)

(일백칠십오억오천구백사십일만이천원정)

1) 연도별 매출실적현황



1-1) 2015년 표준손익계산서



1-2) 2016년 표준손익계산서



1-3) 2017년 표준손익계산서



1-4) 2018년 표준손익계산서



1-5) 2019년 표준손익계산서



1-6) 2020년 표준손익계산서



1-7) 2021년 표준손익계산서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3년 1월 마이크로인피니티㈜ 나노팹 6층 사무실 및 실험실 전기공사

2013년 1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임대시설 14층 전기분전반 설치 전기공사

2013년 2월 명성이엔지 코미코 본사S동 DI Water 증설배관공사

2013년 2월 삼성토탈 서산공장 냉동기 보수공사 1,000RT

2013년 2월 ㈜쓰리엘시스템 나노기술원 MOCVD 전기공사

2013년 2월 부강종합건설㈜ 이태원동 비상조명등 설치 전기공사

2013년 3월 서울시설관리공단 터보냉동기 오버홀 및 유지보수 240RT

2013년 3월 고양난방공사 고압 터보냉동기 오버홀공사 1,500RT

2013년 3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

관
터보냉동기 오바홀 및 세관 430RT

2013년 3월 윌테크놀러지㈜ 전기실 정류기 교체 전기공사

2013년 3월 서울증산초등학교 증산초교 공부방 설치 전기공사

2013년 4월 ㈜선명통상 JMI Bangla 메그나현장 크린룸 시공
CLASS
10,000

2013년 4월 부강종합건설㈜ 이태원동 다가구주택 누전보수 전기공사

2013년 5월 아리온테크㈜ ATMI 콘센트 설치 전기공사

2013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 터보냉동기 오버홀 350RT외

2013년 7월 서울증산초등학교 각층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전원 전기공사

2013년 7월 서울강남교육지원청 서울 개포초등학교 내진보강 전기공사

2013년 7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RUC 상황실 전기공사

2013년 8월 ㈜킨텍스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1,100RT

2013년 8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교육장비 전기 Hook-up 공사

2013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크린룸 측정장비 Hook-up 전기공사

2013년 9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운영본부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2013년 9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Control 판넬 전력공사

2013년 9월 ㈜미코  D동 2층 장비이전 건축, 설비공사

2013년 9월 이원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3층 실험대 설치공사

2013년 10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3층 연구소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2013년 10월 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  신길S/S등 2개 변전소 변압기실 천정흡음재 철거공사

2013년 10월 ㈜CJ전기 ㈜CJ전기 은련리 신축 크린룸 공사
CLASS
10,000

2013년 11월 윌테크놀러지㈜ 전기실 UPS장비 보수 전기공사

2013년 12월 네오스페이스㈜ 송도 유시티 사무실 구축 전기공사

2-1) 세부 공사실적 LIST - 2013년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4년1월 ㈜원방테크 유틸리티 배관공사

2014년2월 ㈜미코 D동1층소결룸Hot press9호기 설비공사

2014년 2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특성평가실 TEM실 구축 전기공사

2014년 2월 서울증산초등학교 증산초교 난방전원 및 분전반 증설 전기공사

2014년 3월 서울증산초등학교 증산초교 2층 냉난방기 전원 전기공사

2014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 Contact Aligner 3호기 전기 Hook-up

2014년 3월 ㈜제우스 크린룸 10클래스 공사 CLASS 10

2014년 3월 ㈜제우스 항온항습기 설치공사

2014년 4월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서비스센터 에어컨유지보수

2014년 4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Contact Aligner 3호기 전기 훅업공사

2014년 4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MOCVD 펌프전원 전기공사

2014년 4월 코리아오토글라스㈜ 냉온수기세관공사 210RT

2014년 4월 ㈜서브원 LG하우시스 본관2층 배기덕트 연장공사

2014년 5월 ㈜서브원 LG하우시스 본관2층 AO6 실험실장비유틸리티공사

2014년 5월 ㈜마이크로인피니티 마이크로인피니티 7층 실험실 전기공사

2014년 5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이천지점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공사 120RT

2014년 5월 보령아산병원 보령아산병원 터보냉동기 Overhaul  및 세관공사 220RT

2014년 5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

관
터보냉동기 세관공사 시행 430RT

2014년 5월 에스케이하이닉㈜ 흡수식 세관공사 1000RT

2014년 6월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

소
설계관 흡수식 냉온수기 수리 250RT

2014년 6월 세경건설㈜ 진공펌프교체공사 125RT

2014년 6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별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 400RT

2014년 6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1,2층 제조,품질,설비그룹 환경개선공사

2014년 7월
한국중부발전㈜인천화력본

부
인천화력 냉난방설비 정비공사

2014년 7월 ㈜에이프로 에이프로 증축공사

2014년 7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설비그룹 칸막이공사 외

2014년 7월 ㈜미코 D동1층 신규 ATM8호기 입고관련 설비공사

2014년 7월 ㈜제우스 크린룸 개보수 공사

2014년 7월 ㈜한국에이티엠아이 안전변검사 239.3RT

2014년 7월 보성아산병원 터보냉동기 Overhaul 150RT

2014년 7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1층 Test장비(2SET)칠러장비 설치및유틸리티 HookUP공
사

2-2) 세부 공사실적 LIST - 2014년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4년 7월
한양대학교에리카산학협력

단
크린룸 환경개선 공사

2014년 7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험동 2층 사무실 구축 전기공사

2014년 7월 ㈜아이티엔티 아이티엔티 변압기 및 분전반설치 전기공사

2014년 8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누전경보시스템 통합관제 개선 전기공사

2014년 8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나노기업지원센터 확장공사 전기공사

2014년 8월 ㈜아이티엔티 반도체장비 Hook-up 전기공사

2014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서브팹 콘센트설치 전기공사

2014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MOCVD 6호기 전기 Hook-up

2014년 8월 대웅바이오㈜ 1공장생산2과 공조시설 보완공사

2014년 8월 한국철도공사 냉동기 정비공사 430RT

2014년 9월 도시철도공사 터보냉동기 정비공사 300RT

2014년 9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 RFID/USN센터 케이블 포설 전기공사

2014년 9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나노기술원 6층 IT&T 사무실 전기보수공사

2014년 10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조명기구(서브팹,보일러실)추가설치 전기공사

2014년 10월 ㈜유니시스템 엘디스 장비 Hook-up 전기공사

2014년 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진능통신종합지원센터(MSC) 공조환경 개선공사

2014년 11월 서강대학교 관재시설침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공사 560RT

2014년 11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전기실 콘덴서 교체 전기공사

2014년 11월 부강종합건설㈜ 일산 원흥역사 임시조명 설치 전기공사

2014년 11월 한국과학기술원 MOCVD 6호기용 Scrubber 전기Hook-up

2014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고가수조실 MCC판넬교체 전기공사

2014년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 NIPA 콘센트 설치 전기공사

2014년 12월 KIST 나노기술원 KIST 연구실 전기공사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

소
흡수식 냉온수기 보수공사 250RT

2014년 12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1,2층 제조및품질 Lay-Out변경공사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5년 1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전기실 OAC판넬 설치 전기공사

2015년 2월 ㈜엘컴텍 크린룸내 U/T배관공사

2015년 2월 서울서신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조명기구 설치 전기공사

2015년 3월 에스디 대우전자부품㈜ 클린룸 공사

2015년 3월 미래에셋생명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시운전 240RT

2015년 3월 미래에셋생명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시운전 210RT

2015년 4월 큐알티 주식회사 불량분석 LAB 구축공사

2015년 4월 서울메트로 2015년 에어컨 유지보수 용역 용역

2015년 4월 주식회사 미코 D동 1층 UPS System 이전관련공사

2015년 4월 주식회사 미코 수소 환원로 입고에 따른 Utility 공사

2015년 4월 주식회사 에스엘에스 GMP 의료기기 제조공장 Clean Room 공사

2015년 4월 코리아오토글라스㈜ 냉온수기 세관작업 및 열교환기교체

2015년 4월 ㈜마이크로인피니티 마이크로인피니티 1층 실험실 전기공사

2015년 4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 시스템박스 설치 전기공사

2015년 5월 강원레저개발㈜ 냉온수기 세관공사 및 유지보수

2015년 5월 ㈜신영에셋지웰시티몰 냉동기 기계세관 및 유지보수

2015년 5월 ㈜지아이이 냉동기 기계세관

2015년 5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

관
터보냉동기 오바홀 및 세관 430RT

2015년 5월 보령아산병원 냉동기 오버홀 및 화학세관 150RT

2015년 5월 보성아산병원 터보냉동기 화학세관 및 일반정비 150RT

2015년 5월 주식회사 화이트스톤 Dry 공정 이전 관련 건축공사

2015년 5월 주식회사 에스엘에스 항온항습실 설치공사

2015년 5월 ㈜마이크로인피니티 1층 실험실 분전반 설치 전기공사

2015년 6월 ㈜마이크로인피니티 장비전원 전기공사

2015년 6월 주식회사 미코 강릉사업장 Spray Dryer 2차 U/T공사

2015년 6월 케이에스티 FFU 시스템 실링공사

2015년 6월 케이에스티 ACCESS FLOOR SYSTEM공사

2015년 6월 현대다이모스 냉동기 세관보수작업 600RT

2015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냉동기 및 흡수식 냉동기기계세관 150RT외

2015년 6월 강남성모병원 냉동기 설치계약 1,000RT

2015년 6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종합분석 신뢰성인증센터 전기공사

2-3) 세부 공사실적 LIST - 2015년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5년 6월 미래에셋생명보험㈜ 기계실MCC-C판넬 전기공사

2015년 6월 엠이케이㈜ 2층 크린룸 배기팬 전원공사

2015년 7월 ㈜마이크로인피니티 나노 8층 분전반 이설 전기공사

2015년 7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3층 사무실 구축 전기공사

2015년 7월 큐알티 주식회사 QRT 불량분석 LAB 구축 전기공사

2015년 7월 큐알티 주식회사 3층 사무실 구축공사

2015년 7월 큐알티 주식회사 이천 하이닉스 유틸리티 장비훅업 전기공사

2015년 7월 ㈜마이크로인피니티 마이크로인피니티 7층 실험실 전기공사

2015년 7월 우정사업본부 흡수식 냉온수기 펌프정비공사 430RT

2015년 7월 에이티엠아이 Chiller Condenser Cleaning work 200RT

2015년 7월 큐알티 주식회사 사무실구축공사 및 Scrubber 및 외부창호 마감

2015년 7월 ㈜ 엠투엔 FAB 천장누수(단열공사)

2015년 8월
한국남부발전신인천발전본

부
종합사무실 냉난방설비 정비공사 200RT

2015년 8월 주식회사 미코
H동 2층 AIN Substrate사업 치 투자계획에 따른 건축 설비
공사

2015년 9월 ㈜서남환경 1처리장소화조슬러지이송배관지지대외1종 교체공사

2015년 9월 ㈜코미코
H동 APS Costing room 전기에너지 절감 및 작업장 내부
환경개선 공사

2015년 9월 ㈜엠투엔 CLEAN ROOM 공사

2015년 9월 SK하이닉스 터보냉동기 설치/시운전 1,500RT

2015년 9월 ㈜플렉센스 CLEAN ROOM 공사

2015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 김포공항 수질자동측정국 개량공사

2015년 10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MOCVD 7호기 전기훅업 공사

2015년 11월 주식회사엠투엠 장비훅업 전기공사

2015년 11월 조아테크 CLEAN ROOM 공사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림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2015년 12월 큐알티주식회사 KANC 큐알티 종합분석기술 LAB 구축공사

2015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냉동기수리

2015년 12월 KINTEX
제1전시장 흡수식냉동기2호기 증발기 및 흡수용액 등
교체작업

2015년 12월 주식회사 에스엘에스 QC LAB 개보수공사

2015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2015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측정장비 분전반 및 시스템박스 설치공사

2015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화장실 소변기센서 전원공사

2015년 12월 조아테크 크린룸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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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디큐 CLEAN ROOM 공사

2016년 3월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본부 하동 1~8호기 터보냉동기 하절기연간 단가공사(2년간)

2016년 3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 전기공사

2016년 4월 큐알티 주식회사 진동3,4호기 PCW배관공사 및 건축공사

2016년 4월 도시철도공사 터보냉동기 정비공사 300RT

2016년 4월 미래비아이㈜ 흡수식 냉동기 1,2호기 세관공사

2016년 4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

관
냉각탑 휀축 베아링 교체 및 수조보수공사

2016년 4월 강원레저개발㈜ 냉온수기 세관공사 및 유지보수

2016년 4월 코리아오토글라스㈜ 냉온수기 세관작업

2016년 4월 미래에셋생명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시운전 240RT

2016년 4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후공정장비 전기 Hook-up 공사

2016년 4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상계중 급식실 및 식당증축 전기(소방)공사

2016년 5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크린룸 유도등 설치공사

2016년 5월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MBM Lay-out변경 건축공사 및 공조기 보수공사

2016년 5월 장방종합건설㈜ 서울의료원 감영병 안심응급실 구축공사중 크린룸공사

2016년 5월 한국보훈보지의료공단 2016년 제1차 주거환경개선공사(서울동부)

2016년 5월 주식회사 미코 B동 본관 2층로비 Lay-out변경 건축공사

2016년 4월 아산종합개발 냉각탑교체 및 소방중대 난방시설 공사

2016년 5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냉방기 및 항온항습기점검.보수공사

2016년 5월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 직팽식 공조기세관외

2016년 5월 인테그리스코리아 Screw chiller cleaning work

2016년 6월 하나방재설비 인천국제공항공사 냉동기정비공사

2016년 6월 현대다이모스 냉동기 세관보수작업 600RT

2016년 6월 주식회사 미코 R동 SOFC 신규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6년 7월 진협제과 배기덕트공사

2016년 7월 파크랩인더스트리 위첸만 리모델링공사

2016년 7월 한국마사회 렛츠런CCC, 중량 환경개선 기계설비 공사

2016년 7월 주식회사 한영세미텍 가설사무소 크린룸 장비 설치공사

2016년 7월 공군제5특수임무비행단 노후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2016년 8월 코리아오토글라스㈜ 냉온수기 교체공사   210RT

2016년 8월 ㈜세우인코퍼레이션 공조기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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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세우인코퍼레이션 CLEAN ROOM 공사

2016년 8월 엘컴텍㈜ 신축동 1,2층 냉난방기 신규 설치공사

2016년 8월 한국전력공사 도서발전소 냉각탑 충진재 교체공사

2016년 8월 메이트플러스 제이케이로지스물류센터 제습기설치공사

2016년 8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컴퓨팅 연구를 위한 양자광학실(수원나노팹)
확장공사<전기>

2016년 8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Spin Coater, Developer 장비 전기 HOOK-UP

2016년 9월 코린 다미에타 RMQC 4기 전기설치공사

2016년 9월 인천교통공사 동막역 터보냉동기 분해정비(오버홀)

2016년 10월 서울메트로 선릉역 외1역 PSD 사무실조성공사(기계,소방)

2016년 10월 서울메트로 대림역외1역 출입구 및 연결통로 기계설비공사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서울시흥초등학교 본관동화장실 변기교체공사

2016년 10월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 냉각탑 교체공사건

2016년 10월 주식회사 서브원 서관 3층 레이저실험실 크린부스 설치공사

2016년 10월 서울디지텍고등학교 2016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농구장) 전기공사

2016년 11월 ㈜성현이앤씨 이씨스㈜송도사옥 전기실 개보수공사

2016년 11월 코린 다미에타 RMQC 6기 추가 전기공사

2016년 11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G-MENS 이관장비(7대) 전기 HOOK-UP 공사

2016년 11월
한국서부발전㈜평택발전본

부
기력 1~4호기 냉동기 정비공사

2016년 11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앙공급실 냉각탑 제작설치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 돈암 삼성 외 3개단지 수도꼭지 교체공사

2016년 11월 ㈜세우인코퍼레이션 증축공장 3층 크린부스 외 공사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 돈암 삼성 외 3개단지 수도꼭지 교체공사

2016년 11월
서울지방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공기조화기 냉.온수코일,가습기 구매,설치

2016년 12월 주식회사 미코 신규장비 입고관련 설비공사 및 냉각탑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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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7년 청룡.남현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공가(연간단가)

2017년 1월 ㈜녹십자이엠 ACU 장비 제작납품

2017년 1월 주식회사 유니테스트 건식항온제습기 외

2017년 2월 주식회사 미코 강릉2공장 전기.통신.소방공사

2017년 2월 주식회사 미코 강릉2공장 Utility 설비공사

2017년 2월 ㈜성현이앤씨 ㈜이씨스 연구소 증축 전기공사

2017년 2월 일진건설산업㈜
씨앤씨인터내셔널CGMP공장 신축공사중 전기/통신/소방
공사

2017년 2월 위첸만코리아(유) 전기공사

2017년 2월 ㈜동부하이텍 상우공장 Implant & Etch Bay Room 확장공사 class 1

2017년 2월 ㈜제이시스메디칼 실험실 암후드 제작설치

2017년 2월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식당,창고 전등 교체공사 1식

2017년 2월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장비 전기 철거공사 1식

2017년 2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폐수배관 교체공사

2017년 2월 ㈜세우인코퍼레이션 지점 D동 3층 공조기 보수공사

2017년 2월 오션브릿지 판넬설치

2017년 2월 서울시흥초등학교 서울시흥초등학교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2017년 2월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배기덕트공사

2017년 3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

사
메리츠화재 대구사옥 흡수식냉온수기 교체공사

2017년 3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빈행사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2017년 3월 일진건설산업㈜ ㈜레인보우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공사

2017년 3월 큐알티주식회사 QRT 1,3층 UPS 비상 전원공사

2017년 3월 삼지테크 전기용량 150kw 증설 전기공사

2017년 3월 주식회사유니테스트 장비 HOOK-UP

2017년 3월 ㈜삼진산업 청주 임시가설 전기공사

2017년 4월 ㈜제우스 연구소 급배기 공사

2017년 4월 미래에셋생명보험㈜춘천사옥 냉온수기 세관공사

2017년 4월 윌테크놀러지㈜ COATER & ASHER 장비 HOOK-UP 공사

2017년 4월 성현이앤씨 ㈜이씨스 연구소 증축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

2017년 4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유류탱크 신축 소방 잔여공사

2017년 4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냉동기 일반정비 및 세관공사

2017년 4월 한국과학기술원
양자정보연구단(수원) 양자컴퓨팅 원천기술개발실험실구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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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성현이앤씨 ㈜테라세미콘 동탄본사 옥외정비공사중 전기공사

2017년 5월 현대공조주식회사
코닝정밀소재 2단지 MH1 냉동기 일반정비공사&안전변검
사

2017년 5월 현대공조주식회사
코닝정밀소재 1단지 MH1 냉동기 세관, 일반정비&안전변
검사

2017년 5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냉동기 일반정비 및 세관공사

2017년 5월 미래비아이㈜ 흡수식 냉동기 1,2호기 세관공사

2017년 5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발전본부 냉방기 및 항온항습기 점검.정비공사

2017년 5월 주식회사 메디톡스 서울지점
메디톡스빌딩 공조기,옥상배기,정화조
부속설비 교체공사

2017년 5월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랜드호텔 고압터보 냉동기 세관공사

2017년 5월 강원레저개발㈜ 냉온수기 세관 외

2017년 5월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송도 WM 통폐합 이전 냉난방공사

2017년 5월 서울메트로 2017년 정보통신기계실 에어컨 세척점검 용역 용역

2017년 6월 엘컴텍㈜ 저압터보냉동기 화학/기계세관 공사

2017년 6월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 17년도 냉동기 세관작업

2017년 6월 현대공조주식회사 코닝정밀소재 2단지 MHI 냉동기 정비공사

2017년 6월 큐알티주식회사 KANC 1,3층 LAB항온항습기 및 배관 변경공사

2017년 6월 성현이앤씨 임시전력인입공사

2017년 6월 해군제1함대사령부 정비고 신축 관급자재(GHP) 구매설치

2017년 6월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식회사 CABLE TRAY_Z170098 전기공사 외

2017년 6월 비상테크 장비전원공사

2017년 6월 주식회사 성현이앤씨 성수동 250kw 임시가설 전기공사

2017년 7월
한국남부발전㈜신인천발전

본부
2017년 설비용 냉난방설치 정비공사

2017년 7월 ㈜ 엠투엔 크린룸 보수공사
class
1,000

2017년 7월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행사장 공조기 팬 보수공사

2017년 7월 명성공조시스템 강촌엘리시안 리조트 저압터보냉동기 오버홀

2017년 7월 ㈜ 굿앤컴퍼니 전자식 계량기 설치 및 전등회로 분리공사

2017년 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 전도성 나노와이어 단일 광자 검출기 장비 전기공사

2017년 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ryoststs 장비 전기공사

2017년 7월 롯데자산개발㈜ 롯데몰 김포공항 수변전실 및 제어실 냉방 설치공사

2017년 7월 서울디지텍고등학교 2017년 도제학교 실습실 환경개선공사(전기)

2017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LH 경기본부사옥 흡수식냉동기 2호기 냉매 및 용액교체

2017년 7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냉동기 추기장치 및 방진스프링 교체공사

2017년 8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지하1층 인력양성사업단 교육장 구축 전기공사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7년 8월 삼성전력주식회사 평택 중앙시장 전기공사

2017년 8월 동인종합건설주식회사 제우스 파주공장 증축공사 중 설비공사

2017년 8월 현대공조주식회사 JW생명과학 MHI터보냉동기 일반정비공사

2017년 10월 ㈜원방테크 제우스 신사옥2동 CLEAN ROOM 공조 UT배관공사

2017년 10월 코오롱엘에스아이주식회사 G.Square Tower  시설 보완공사

2017년 10월 주식회사 미코 강릉공장 Cooling Tower 시설 보완공사

2017년 10월 ㈜제우스 호이스트 설치공사 외

2017년 10월 한양대학교 항온항습기(7.5RT, 15RT) 설치

2017년 10월 엠이케이㈜ 세정실 환경개선공사

2017년 10월 큐알티주식회사 하이디스 건물유틸리티 및 전기해체 2건

2017년 11월 현대공조주식회사 JW중외제약 모터 교체작업

2017년 11월 현대공조주식회사 SK하이닉스 냉동기 오일계통 보수 작업

2017년 12월 주식회사테라세미콘 장비전원공사

2017년 12월 ㈜엠투엔 UPS 및 전원공사 외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신정교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2017년 12월 아토텍코리아㈜ CLEANROOM 보수공사

2017년 12월 위첸만코리아유한회사 연구동 기계실 변경공사 외

2017년 12월 현대공조주식회사 고양CES 빙축열냉동기 압축기 정밀 분해 점검

2017년 12월 현대공조주식회사 2017년 고양CES 빙축열 냉동기 유지보수용역 용역

2017년 12월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 열처리 냉동기 보수작업

2017년 12월 ㈜에스아이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안전변 배관공사

2017년 12월 주식회사 주원 이천SK하이닉스 QRT냉동기 이설

2017년 12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Clean Oven - 8대

2017년 12월 나노윈㈜ 니스플레이 입고검사실 냉난방공사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2018년 데이터센터 항온항습기 및 냉방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

2017년 12월 서울지방조달청 온곡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중 소방공사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신고등학교 교사동(D동) 서쪽 화장실 개선공사

2017년 12월 서울메트로
지하철 1,2호선 냉방설비 운전점검  및 부대시설
보수용역

용역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18년 1월 엠이케이㈜ 공조기 Parts[Duct 교체공사 외]

2018년 1월 ㈜ 쎈포스 CLEAN ROOM 공사

2018년 1월 (주)제우스 호이스트설치공사

2018년 1월 ㈜지멤스  2019년 시설운영관리 용역 용역

2018년 2월 아이원스㈜ Clean Dry Oven 제작설치

2018년 2월 큐알티주식회사 장비 HOOK-UP 공사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타 클라우드센터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 3월~12월

2018년 2월 임팩플루이드시스템즈(유) Clean Room 보수공사

2018년 2월 큐알티주식회사 자동문설치공사

2018년 3월 주식회사 DB하이텍 상우공장 IMP South Area 확장공사

2018년 3월 주식회사 DB하이텍 상우공장 Diffusion#4 South Area 확장공사

2018년 3월 주시회사 미코 미코 강릉2공장 Utility Hook-up 시설공사

2018년 3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크리룸 보수 및 사무실 공사

2018년 3월 서울시설공단 2018년 지하도상가 고압터보냉동기 유지보수용역 용역

2018년 3월 두산큐벡스㈜ 신분당선 1단계 역사 터보냉동기 세관 및 오일교체공사

2018년 3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평택공장CDA SYSTEM 설치공사 외

2018년 3월 (재)한국나노기술원  FAB시설 유지관리 용역연장 용역

2018년 3월 강서초등학교  2018년도 서울강서초 유인경비 용역 연장 용역

2018년 4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냉동기 일반정비 및 세관공사

2018년 4월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 서산공장 열처리냉동기 오버홀 작업

2018년 4월 서울시설공단 을지로2구역 지하도상가 냉각탑 충진재 교체공사

2018년 4월 ㈜동성엔지니어링 일동병원 본관동 냉동기 보수공사

2018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냉온수기 교체공사

2018년 4월 서울시설공단 2018년 동대문 외 1개소 냉온수기(냉동기)세관정비용역

2018년 4월 주식회사에스엘에스바이오 CLEAN ROOM 공사

2018년 5월 엘지전자㈜ [고양터미널] 냉동기 교체공사

2018년 5월 한전KPS㈜파주사업소 냉각탑 배관점검 및 GT Filter 교체공사

2018년 5월 켄달스퀘어자산운용㈜ DSL물류센터 제습기 설치공사

2018년 5월 강원레저개발㈜ 냉온수보일러 세관 및 유지보수 관리

2018년 5월 주식회사 제니스티 의료기기 크린룸 공사

2018년 5월 보성아산병원 냉동기 오바홀 공사

2-6) 세부 공사실적 LIST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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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미코 ㈜미코 강릉1공장 소결룸 내 냉난방기 6SET 설치공사

2018년 6월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  2018년 성동전력지사 관내 변전소 청소용역 용역

2018년 7월 ㈜미코 미코 안성공장 B동 신규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8년 7월 ㈜미코 미코 강릉2공장 소결/탈지 장비 Utility Hook-up시설공사

2018년 7월 한국철도공사 오송역사 흡수식 냉온수기 기계세관 및 오일교체공사

2018년 8월 주식회사 코미코 F동 주차장 신설 및 보수공사

2018년 8월 켄달스퀘어자산운용㈜
목천로지스틱파크 CapEx공사중 제트팬 설치 및 공조기
철거공사

2018년 8월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스크류냉동기 제작구매설치 240RT

2018년 8월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B2 신규랩(분석실,재활용랩) 전기공사

2018년 8월 나노윈㈜ 클린부스 제작설치공사(클린룸 내 부대설치비용)

2018년 8월 나노윈㈜ 디스플레이 클린룸 린스공정 개선공사

2018년 8월 주식회사 DB하이텍 Fab2 Wet DummyStrip Clean Room 확장공사

2018년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양5단지 판형 열교환기 교체공사

2018년 8월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Clean Booth 제작 및 설치공사

2018년 8월 나노종합기술원 팹시설(FAB반도체 제조시설)유지관리 용역 계약 용역

2018년 9월 대성산업가스주식회사 SKHynix M14 PN2 압력 Sensing용 배관공사

2018년 9월 케이에스티주식회사 OCI㈜ 익산공장 HP-36 clean room 설치공사

2018년 9월 서울교통공사 5-8호선 냉동기 및 부대시설 보수 단가계약(1차년도)

2018년 10월 아지노모도제넥신㈜ 아지노모도제넥신 냉동기 열교환기 공사

2018년 10월 공군항공안전단 단본부 보일러 1대 및 설비시설 교체공사

2018년 10월 나노윈㈜ Clean Booth 제작 및 납품설치

2018년 10월 케이에스티주식회사
OCI㈜ 중앙연구소 신규클린룸 SYSTEM CEILING 및
ACCESS FLOOR 바닥 설치공사

2018년 11월 주식회사 한미디자인
코미코사무실 이전 리모델링공사 중 설비공사 및 냉난방공
사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타 노후시설 보수공사

2018년 12월 ㈜테스나 ㈜테스나 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

2018년 12월 ㈜지멤스 2019년 시설운영관리 용역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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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한국광기술원 자연냉열 열교환기

2019년 1월 경남지방조달청 부설초 냉난방기(GHP) 구매설치

2019년 1월 주식회사 미코 ㈜미코 D동 1층 클린룸 바닥 보강공사

2019년 1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2층 증설공장 보수공사

2019년 1월 ㈜유니테스트 대전 Clean Room 공사

2019년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부품 실험실 시설운영지원 용역

2019년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부품 실험실 시험분석운영지원 용역

2019년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부품 실험실 실리콘실험실운영지원 용역

2019년 2월 주식회사 광명종합건설 극동에이치팜㈜ 2공장 증축공사(2동)

2019년 2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IH관 국제학사 전면개보수

2019년 2월
WONIK SEMICONDUCTOR

TECH CO., LTD
 Dry Oven 납품

2019년 3월 ㈜세우인코퍼레이션 CLEAN ROOM 증축공사

2019년 3월
한국서부발전㈜평택발전본

부
기력 공기조화설비 냉동기 정비

2019년 3월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KDB생명타워 냉동기 세관공사 및 유지보수

2019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분당 사옥이전공사(건축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2019년 4월 ㈜미코 F2동 건축설비공사
공사금액

(19억원)

2019년 4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2019년 냉동기 세관공사

2019년 4월 강원레저개발 냉온수 보일러 세관 및 관리계약 건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부일로1길 128-3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2019년 5월 큐알티주식회사 J820F,SORTER 배관 Hook-up

2019년 5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냉동기 Overhaul 공사

2019년 5월 한국남부발전㈜신인천발전본부2019년 종합사무실 냉난방설비 정비공사

2019년 5월
WONIK SEMICONDUCTOR

TECH CO., LTD
Dry Oven(Clean 2Room) 1 SET

2019년 6월 주식회사 DB하이텍 Fab2 Overlay Access Floor Hook-up

2019년 7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IH관 국제학사 2차 보수 전기공사

2019년 7월 인천지방조달청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설치
공사 관급자재 건축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2019년 7월 ㈜세우인코퍼레이션 지하1층 창고공사

2019년 7월 DY AUTO ㈜ [아산공장 CFM#7라인 크린룸] 제작 및 설치

2019년 7월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임시초안 초소 운영관리 용역 용역

2019년 7월
WONIK SEMICONDUCTOR

TECH CO., LTD
VACCUM OVEN 1SET

2019년 7월 주식회사 제우스 Profile Booth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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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부천공장 HF 이슈 장치 외 시설투자 Hook-up

2019년 7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가톨릭대학교 LINC + 사업 센터장실 전기공사

2019년 8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부천공장 TCP 장치 외 시설투자 Hook-up

2019년 8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부천,상우공장 시설 보완투자 Turnkey 공사

2019년 8월 ㈜미코 강릉사업장 피해 복구 공사
공사금액
(13억원)

2019년 9월 ㈜테스나 3F F.T 생산라인 유틸리티 배관공사

2019년 9월 ㈜테스나 사무실 및 크린룸 LAY-OUT 변경공사

2019년 9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부천공장 고효율 냉동기 제작 설치 공사

2019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화합물시설실 운영분야 기술 용역 용역

2019년 10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평택공장 증설1차 크린룸 개보수(변경)공사

2019년 10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평탱공장 증설1차 크린룸 유틸리티공사

2019년 10월 한국남부발전㈜ 하동 1~8호기 제어설비용 항온항습기

2019년 10월 ㈜세우인코퍼레이션 D동 3층 크린룸 확장 개보수공사

2019년 10월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 주식회사 서플러스 글로벌 시설관리 용역

2019년 10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Bead Room Exhaust 개선 공사

2019년 11월 주식회사 미코 ㈜미코 F2동 2층 시스템 내 배기장치 설비작업

2019년 11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상우공장 온실가스 저감 시설 Utility Hup

2019년 11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부천공장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Utility Hook-up

2019년 11월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 구매

2019년 11월 주식회사 썬밸리 썬밸리호텔 흡수식 냉온수기 2대 세관공사

2019년 11월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 판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2019년 12월 강원레저개발 흡수식 냉온수기 납품 및 배관설치

2019년 12월 주식회사 강원랜드 팰리스호텔 흡수식 냉동기 납품 설치

2019년 12월 ㈜월드에너지 직화식흡수냉온수기 제작 납품 공사

2019년 12월 (주)미코 미코 D동 FAB 악세스 플로어 교체 외 공사

2019년 12월 (주)미코 미코 F2동 폐수배관 개선공사

2019년 12월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실험실 개보수공사

2019년 12월 ㈜테스나 ㈜테스나 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20년 1월 ㈜지멤스 2020년도 시설 운영관리 용역 용역

2020년 1월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장비 오퍼레이터 용역 용역

2020년 1월 ㈜한나래종합건설 ㈜엠투엔 용인공장 신축공사
공사금액
(22억원)

2020년 2월 동인종합건설㈜ ㈜제우스 화성 신사옥 신축공사
공사금액

(44억원)

2020년 2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2020년 냉방설비 기계분야 정기점검 보수공사

2020년 2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LINC+사업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의
실 조성 공사(전기)

2020년 2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BMCE)사업 교육환경 개선공사
(전기)

2020년 2월 서울교통공사 김포공항 역 등 17역 터보냉동기 개량

2020년 2월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H동 Lay-out 변경 시설공사(건축,설비)

2020년 3월 주식회사 미코 큰바람공장동 냉난방기 추가 설치공사

2020년 3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부천공장 Asher 투자_Hookup, Layout_Hook up

2020년 3월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 판교 임원실 Lay-out 공사(건축,설비)

2020년 3월 남양에너지 LPG 기화기 증설용 전원공급 전기공사

2020년 3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상우공장 55K Capa up & 노후장치 투자 Clean Room
조성공사

2020년 4월 서울교통공사 1~4호선 냉동기 및 부대시설 보수 단가계약

2020년 4월 서울교통공사 5~8호선 냉동기 및 부대시설 보수 단가계약

2020년 4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동탄사업장, 공조설비 가습기 수선공사

2020년 4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전력케이블 인출 및 통신선로 우회공사

2020년 4월 인천 문화예술회관 2020년 냉동기 세관공사 시행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2020년 5월 주식회사 다원이엔에스 사당별관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2대 등 기타공사

2020년 5월 ㈜코리아써키트 코리아써키트 인버터 터보냉동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2020년 5월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검찰청 공무직사무실 냉난방 및 환기시설 공사

2020년 5월 LG전자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 안산 2공장 냉방개선공사

2020년 6월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구리 도금장비(2차 도입장비) 전기훅업공사

2020년 6월 ㈜테스나 평택공장 1F 생산장비 전원 Hook-up 전기공사

2020년 6월 ㈜테스나 평택공장 콤프레셔 설치 전기공사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896-13~891-18구간 외 3개소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8-14~612-87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
사

공사금액

(16억원)

2020년 6월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B동 Lay-out 변경 시설공사(건축,설비)

2020년 6월 주식회사 화이트스톤 Glass Line 내재화 작업장 Epoxy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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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20년 6월
켄달스퀘어엘피산하전문

투자형사모부동산주식회사
켄달스퀘어 산하LP 냉난방설비 설치 및 전기부하분리

2020년 6월 인천문화예술회관 터보냉동기 1호기 냉매 교체공사 시행

2020년 6월 주식회사 코미코 코미코 S동 1F 정밀측정실 및 분석실 공사

2020년 6월 주식회사 코미코 코미코 S동 1/2F 환경개선 및 S/D동 방화구획 복구 공사

2020년 7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서울언주초등학교
서울언주초등학교 옥상 학습 및 놀이공간 조성 공사

2020년 7월 서울우유 협동조합 서울우유 본조합 냉난방시스템 공사

2020년 8월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기계설비 통합책임 유지보수 용역 용역

2020년 8월
켄달스퀘어한국물류전문

투자형사모부동산주식회사
켄달스퀘어 매곡 DC2 창고 내 제습기 설치 공사

2020년 8월 ㈜테스나 안성 신공장(지문리) 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

2020년 8월
켄달스퀘어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5호
켄달스퀘어 목천 DC 물류센터 환경개선공사

2020년 9월
켄달스퀘어한국물류전문

투자형사모부동산주식회사
켄달스퀘어 산하LP 제습기 설치 공사

2020년 9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분석장비를 위한 배기덕트 및 고압가스
라인 공사

2020년 10월 ㈜서플러스글로벌 시설관리용역 용역

2020년 10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화합물실험실 운영분야 기술용역 용역

2020년 10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상우공장 2nd Scrubber 정기 Overhaul 공사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기계)

2020년 11월 엠케이피㈜ CLEAN ROOM 공사 도급계약서

2020년 11월 ㈜미코세라믹스 강릉3공장 증축공사(설비)
공사금액

(39억원)

2020년 11월 금상건설㈜ ㈜옵토웰 공장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2020년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복합진동기시험기 유틸리티 훅업공사



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1 2021년 1월 ㈜아이에스시 2021년도 시설운영관리 용역 용역

2 2021년 1월 서울교통공사 1~4호선 냉동기 및 부대시설 보수 단가계약(2차년도)

3 2021년 1월 서울교통공사 5~8호선 냉동기 및 부대시설 보수 단가계약

4 2021년 1월 ㈜테스나 ㈜테스나 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

5 2021년 1월 ㈜에스원 냉동냉장설비 유지보수

6 2021년 1월 엠케이피㈜ U/T GAS LINE 배관공사

7 2021년 1월 ㈜제우스 제우스 2동 창고 변경공사

8 2021년 2월 ㈜제우스 진공사업부 Hook-Up 공사

9 2021년 2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협력세미나실 구축 전기

10 2021년 2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평택공장 2층 사무실 공사

11 2021년 2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평택공장 2층 리모델링 공사

12 2021년 2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2021년 중앙지사 냉방설비 기계분야 정기점검 보수공사

13 2021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성동-2 소규모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6 2021년 3월 ㈜제우스 제우스 화성 신사옥 경비실 출입구 보완 공사

17 2021년 3월 주식회사 미코파워 미코파워 F2동 1층 대수선 공사 설비부문

19 2021년 4월 ㈜테스나 평택공장 터보냉동기(1200RT) 교체 공사

20 2021년 4월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평택공장 본관동 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14 2021년 4월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상우공장 생활온수(급탕) Dual화 공사

15 2021년 5월 인천시청 2021년 냉동기 세관 공사 시행

21 2021년 6월 서울교통공사 2021년 개화산역 등 19역 19대 터보냉동기 개량

22 2021년 6월 ㈜코메 DB하이텍(21-2) Acid&Alkali Exhaust Overhaul

23 2021년 6월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전의공장
노후 냉온수기 교체

24 2021년 6월 엘지전자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배관공사

25 2021년 6월 ㈜서플러스글로벌 시설유지관리용역

26 2021년 7월
켄달스퀘어엘피안성전문

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켄달스퀘어 원곡 LP 지하 1층 제습기 설치 공사

27 2021년 7월 인천시청 터보식 냉동기 오버홀 공사 시행

28 2021년 8월 ㈜미코파워 F2동 1층 스택 Capa 설비 공사

29 2021년 8월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판교연구소 정부과제설비]기존설비 Lay out 변경관련
UT Hook-up 공사

30 2021년 8월 ㈜원익큐엔씨 안산지점 클린부스 개조 및 설치

31 2021년 8월 ㈜미코세라믹스
㈜미코세라믹스 강릉3공장 Hot Press 3대에 대한 설비
Hook-up

2021년 8월 ㈜유니테스트 CLEAN ROOM 공사

2021년 8월 ㈜디비하이텍 상우공장 열원시스템 배관 Pinhole 발생에 따른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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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년월 발 주 처 공  사  명 비 고

2021년 8월 ㈜코메 DB하이텍 2'nd Scrubber Overhaul

2021년 9월 ㈜미코 미코 S동 2층 확장공사 건축, 설비부문

2021년 9월 ㈜마이크로인피니티 전기 및 열배기 공사

2021년 9월 남강고등학교 남강고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2021년 9월 ㈜유니테스트 CDA SYSTEM  설치공사

2021년 10월 ㈜미코세라믹스 D동 1층 Heater Powder 계량룸 환경개선공사

2021년 10월 ㈜미코세라믹스 히터내구성 평가장비 Utility Hook-up

2021년 11월 ㈜디비하이텍 부천공장 L-PCW System 제작 및 설치공사

2021년 11월 ㈜미코세라믹스 강릉3공장 Phase 2-1 Utility Hook-up 설비공사

2021년 11월 환경부 국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클린룸 전기공사

2021년 11월 ㈜청우공영 공조기 제작 납품

2021년 11월 LG전자 주식회사 한화솔루션 세종 냉동기 교체 및 냉방설비 개선작업

2021년 12월 ㈜테스나 옥상 냉각탑 용량 증설공사

2021년 12월 (재)한국나노기술원 금속막 식각장치 훅업공사

202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수서역세권 A1BL  행복주택 가스시설공사

2021년 12월 ㈜미코세라믹스 강릉3공장 Phase 2-2 Utility Hook-up 설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