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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

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업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

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

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기계설비공사분리발주현황

o 분리발주와관련한법조문

기관 법조문내용 일자

행정쇄신위원회
하도급에 의한 기계설비 시공은 정 시공 및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하므로

1994. 4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설비공사는 분리발주토록 결정

기계설비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3호의

재정경제부 규정에 의하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2000. 5. 24

해당된다면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건설교통부
기계설비공사의 정 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타 공사와

2000. 5. 24
분리발주토록 각 발주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향을 미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정 시공과

교육인적자원부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타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산하기관에 2001. 3. 9

협조공문 발송

국회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시 송훈석 의원 안동선 의원이 부실공사 방지, 

2000. 11
예산낭비 방지 및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여부를 질의

대통령직속 대통력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분리발주 요건을 완하하고 발주기관의
2001. 12. 12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판단여지를 넓히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개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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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의노력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분리발주 제도개선을

위해건설교통부를비롯한각발주기관에분리발주관

련법조문및조항등을예시하는등다양한방법을통

해분리발주해줄것을촉구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기계설비공

사를 분리발주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994년 행정쇄

신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분리발주가 허용되었으며,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

위원회에서는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확정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되

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은기계설비공사는“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공정관리에지장이없는공사”이므로정 시

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능한한 타공사와

분리발주토록각발주기관및관련기관에요청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기계설비공사분리발주를추진

한과정은다음표와같다.

o 대한설비건설협회의기계설비공사분리발주추진과정

기관명및관련법 분리발주내용 년도

대한주택공사

행정쇄신위원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제70조 :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국가계약법시행령(제70조

: 공사의분할계약금지)

부산시 도로사업소 및 녹

지사업소

인천국제공항

용산국제박물관

SH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훈석, 

안동선 의원 질의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1986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결정

“기계설비가 포함된 건축공사도 분할발주가 금지되어 건설업체가 대부분 전문건설

업자인 기계설비업체에게 하도급 함으로써 정 시공 및 효과적인 품질관리 미흡” 1994

“정부가 발주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있어서 발주관서가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함”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발주자의

판단사항으로 분리발주
1994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발주자의
1994

판단사항으로 분리발주

분리발주 시행 1995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1995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1998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2000

분리발주 전면 시행 결정 2000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공문

“기계설비공사의 정 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분리발주토록 2000

전국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질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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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및관련법 분리발주내용 년도

국정감사에서 안동선, 

김덕배 의원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질의 2001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지시 공문 2001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2002

제68조 개정

옥내기계설비공사 시범 분리발주 2002

건축기계설비공사, 특수구조물의 환기설비공사 등을 분리발주 결정 2003

옥내기계설비공사 확대 적용(매년 약 3000호) 2004

쓰레기관로 이송설비공사 분리발주 2007

o 기계설비공사분리발주주요발주처현황

시행년도 기관 주요내용

1986 대한주택공사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1995 부산광역시 도로사업소, 녹지사업소 분리발주 시행

정보통신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1998 인천국제공항공사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용산국립박물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1999 대한주택공사 가스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2000
SH공사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한국담배인삼공사 분리발주 시행

2001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지시 공문 시달
국립대학 등 94개 기관)

2002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 시범 분리발주(용인 마평, 남양주 호평)

2003 한국토지공사 분리발주 시행

KT 목동 IDC 기계설비공사 발주(분리발주 최초 시행:1999년)

2006
한국지역난방공사 60억원 미만 열배관매설공사 분리발주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열병합수산지원센터 공사 분리발주

인천도시개발공사 쓰레기관로 이송설비공사 분리발주

2007 KBS방송국 춘천방송총국사옥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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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분리발주현황(10억원이상, 2002년부터)

공사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원) 지역

KT목동IDC 신축기계설비공사 KT
환경이엔지(주) 조기호

19,691,613,000 서울
(주)성아건업 정해돈

성남판교지구 특수구조물 기계설비공사 한국토지공사 지에스네오텍(주) 최성진 9,991,800,000 서울

송도4공구 1·2단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우양기건(주) 강석대
8,134,501,000

서울

쓰레기 관로수송 삼진공 (주) 전태근 인천

강북/부산 카지노 업장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동양설비 이기준 7,022,300,000 광주

리노베이션 기계설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옥
한국토지공사 (주) 풍디엔씨 최태선 6,504,100,000 서울

기계설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옥
한국토지공사 지에스네오텍(주) 최성진 6,128,265,000 서울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성우설비(주) 한관욱 5,346,100,000 부산

건립 기계설비공사

범물용지아파트 열병합발전설비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성 로벌네트웍(주)

김 훈
4,928,000,000 대구

및 노후배관 개체공사 박원진

임대아파트 소형열병합발전설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거륜에너텍 박종철 4,759,920,000 인천

구축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

상계·장암3,4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SH공사 신동양건설(주) 박종현 4,673,633,000 경남

상계·장암1,2단지
SH공사 한국플랜트서비스(주)

김신배
4,480,897,000 경기

옥외기계설비공사 이성만

강일지구 9,10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SH공사 지에스네오텍(주) 최성진 4,476,781,000 서울

상계 장암지구 3,4단지
SH공사 신동양건설(주) 박종현 4,100,786,000 경남

옥외기계설비공사

죽곡2단지 아파트건립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태솔엔지니어링(주) 현철호 4,067,560,000 대구

옥외기계설비공사

송도4공구4단지 쓰레기관로 수송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주)유경엔지니어링 김광환 4,916,147,000 부산

춘천방송총국사옥 신축기계설비공사 KBS 흥한개발(주) 이길채 4,516,378,000 광주

상계 장암지구 1, 2단지
SH공사 (주)동부엔지니어링 한준학 3,977,216,800 경기

옥외기계설비공사

도해병원 진폐전문병동 신축 및
김종서

개보수공사(기계설비)
산재의료관리원 (주)세보엠이씨 오명길 3,874,533,949 서울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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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원) 지역

울산종합운동장건립 기계공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세일설비(주) 김군위 3,852,672,000 대구

강일지구 5,7단지
SH공사

세진건설(주) 전상철
3,828,565,000

광주

옥외기계설비공사 국제산공(주) 신윤하 서울

송도4공구 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원기산업(주) 김석규 3,679,856,500 인천

옥외기계설비공사

강일지구 2,4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SH공사 성일기계(주) 오민환 3,665,762,000 서울

동지점 증축 기계설비공사 KT건설사업단 (주)한산기연 이원구 3,661,487,700 서울

강일지구 1,3단지
SH공사

(주)에스씨티 김현규
3,647,912,000

충북

옥외기계설비공사 (주)우현이엔지 조기남 서울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신우엔지니어링(주) 신종창 3,624,636,500 인천

전주우체국건립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부 노수테크(주) 김외선 3,578,190,000 대구

울산 구 아파트 옥내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진설비(주) 정호경 3,498,138,000 울산

경북 경산진량1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한전KPS(주) 함윤상 3,122,318,000 경기

옥내기계설비공사

강일지구 6,8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SH공사 환경이엔지(주) 조기호 2,995,484,000 서울

송도4공구 2단지 아파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해성산업개발(주) 이연풍 2,992,585,000 광주

옥외기계설비공사

전북동부산악권 거점
전라북도 장수군 (주)로고스인더스티리어 김홍진 2,951,437,000 서울

산지유통센터 기계설비공사

국립환경과학원 인체독성실험동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공조시스템(주) 배병준 2,905,290,268 인천

기계설비(GLP시설)공사

상암3공구 4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한성기공(주) 이창구 2,843,386,000 광주

아산배방A1,A7BL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삼건설비(주) 최기원 2,824,498,800 서울

중계3단지 지역난방 변경공사 SH공사 대웅산업건설(주) 이윤형 2,812,070,375 경기

2007년 수원지사 열배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주)웅남 한상우 2,776,161,944 서울

죽곡1단지 아파트건립 옥외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주)거화설비 곽창열 2,729,586,050 대구

고양일산(2)B2BL,A2BL 
대한주택공사 (주)원진엔지니어링 백문현 2,727,471,360 강원

옥외기계설비공사

충북 괴산동부1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주)거람 김두식 2,648,308,000 서울

옥내기계설비공사

서울산업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서울산업대학교 광송종합건설 김대원 2,618,437,000 서울

신축 기계설비공사

충남 서산예천2-1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주)금화피에스시 송기 2,607,916,000 서울

옥내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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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임상교육관 및
전남대학교 (주)용원기계설비 김성열 2,566,473,000 서울

치과병원 신축 기계설비공사

울산체육공원 내 실내수 장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해원산업(주) 허진숙 2,476,986,700 울산

건립 기계설비공사

중계4단지 지역난방 변경공사 SH공사 (주)한동이엔씨 임한용 2,325,474,000 경기

석천초 교사 대수선 기계설비공사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강산공 (주) 송인보 2,301,219,000 충남

양산 물금 3단계(1차구간) 열배관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대양엔지니어링 김창열 2,296,718,518 경기

인천논현(2)3BL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화인메컨 우광헌 2,228,277,300 서울

2007년 분당지사 열배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우림플랜트(주) 박윤백 2,288,006,000 서울

광주지사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KT건설사업단 (주)한산기연 이원구 2,210,215,800 서울

전남대학교 공대7호관 신축
전남대학교 봉화건업(주) 김종락 2,198,534,000 경기

기계설비공사

5-8호선 냉방설비유지보수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홍성종합건설(주) 김홍배 2,177,939,060 경기

단가계약

김종서

상암3공구9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주)세보엠이씨 오명길 2,175,560,000 서울

김우

포항우편집중국청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주)부림기공 임기천 2,142,944,000 인천

신축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충남 서산예천2-2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포철기연(주) 정상훈 2,142,541,000 전남

옥내기계설비공사

용인죽전 공공도서관 기계설비공사 한국토지공사 금강그린개발(주) 임한용 2,088,713,800 서울

광주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냉장설비 및 냉동·제빙설비 광주광역시청 (주)삼원기연 최상곤 2,031,928,000 경기

제작 설치공사

울산우편집중국청사 신축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신우엔지니어링(주) 신종창 1,976,071,000 인천

기계설비공사(1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장성연천 아파트 1공구 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한웅엔지니어링 송 수 1,967,153,000 부산

울산읍내1공구 아파트 옥내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건우이엔씨 임대연 1,914,782,000 서울

아동복지 및 여성보호센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한국플랜트서비스(주)

김신배
1,905,747,786 경기

지열냉난방설비공사 이성만

고양풍동A2,B1BL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명선건업(주) 김범기 1,879,915,000

인천논현14블럭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김앤드이 김종성 1,879,915,000 서울

2007년 용인지사 열배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신왕건설(주) 김재진 1,864,342,00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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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고등학교 교사이전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각급학교
(주)신우종합프랜트

김재율
1,846,338,900 부산

신축공사(기계설비) 부산해사고등학교 김민철

정선병원 시설 개보수공사(기계설비) 강원지방조달청 산재의료관리원 (합)대호건설 김갑종 1,840,841,000 강원

부안 청자전시관 건립공사(기계) 전라북도 부안군 (주)대한산업설비 송 식 1,816,486,200 전북

부천여월A1, A2BL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_엘에스이엔지 이규성 1,792,678,000 서울

02-18-6 시설공사(기계) 공군 제3155부대 (주)동화건설 서정일 1,787,135,000 경북

경북대학교 동물실험동 및
경북대학교 (주)동진플랜트 김순기 1,771,569,000 경기

병원개축 기계설비공사

군위 문화예술회관 증축
경상북도 군위군 (주)서울종합설비

이태우
1,768,219,600 경북

기계설비공사 정팔기

2007년 대구지사 열배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신우엔지니어링(주) 신종창 1,734,734,000 인천

대구 칠곡아파트 옥내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진수산업 박주찬 1,733,473,000 울산

부산국제우체국청사 신축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세일산업(주) 김건일 1,725,399,000 전남

기계설비공사(1차)

용인동백 공공도서관 기계설비공사 한국토지공사 세종엔지니어링(주) 김중동 1,680,887,490 서울

서울장위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주)컨설텍 이장섭 1,613,850,000 서울

복합화시설 기계설비공사

서청주우체국 신축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에이젯엔지니어링(주) 이황 1,608,284,500 서울

도원실내수 장 보수공사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주)거륜에너텍 박종철 1,604,929,000 인천

고양 일산B1BL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원설비(주) 박정필 1,555,847,800 충북

추동정보과학도서관건립
경기도 의정부시 한미설비(주)

김천용
1,541,403,000 서울

기계공사 김두성

2007년 상암지사 열배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암지사 (주)평강건설 최기성 1,534,338,590 울산

경북 구미도량 6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유)태 설비 이성수 1,524,700,000 경남

옥내기계설비공사

한밭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한밭대학교 대진산업설비(주) 윤준석 1,505,187,000 부산

200년 분당지사 열배관 밸브교체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주)케이이티 이은성 1,499,614,000 경기

서울산업대학교 어학원 및
서울산업대학교 대한도료(주) 우명섭 1,496,884,000 서울

도예실습동 신축 기계설비공사

부산학생교육수련원 생활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유림공 (주) 강신승 1,481,699,912 부산

신축 기계설비공사(장기계속공사)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충청북도 청주시 신우엔지니어링(주) 신종창 1,484,407,000 인천

리모델링 조성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 교체 설치공사 한국관광공사 (주)건우이앤씨 임대연 1,478,891,96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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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동가마실1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삼하기업(주) 박원양 1,468,694,000 광주

옥내기계설비공사

수원외고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원 건설(주) 박선자 1,457,349,896 경기

도원실내수 장 보수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대원기계설비(주) 이종원 1,396,270,000 서울

공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공주교육대학교 (주)제일기건 박창재 1,391,476,500 충남

및 복지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대전교도소 수용동 난방공사 법무부 성운기공(주) 박남용 1,364,170,000 서울

동래우체국 건립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삼삼설비(주) 조태묵 1,357,149,923 서울

기계설비공사(1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창원대학교 기숙사 D동
창원대학교 (주)삼창건업 이재명 1,350,305,640 대구1

신축 기계설비공사

의과대학2호간 신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대학교 새한공조 박승균 1,324,636,000 강원

용인동백C2-4BL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건우이앤씨 임대연 1,323,765,800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및 건설교통부
금문제작(주) 양기흥 1,315,882,700 서울

포장공사(소조령터널 기계설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지사 증축 및 보수 기계설비공사 KT 세일이엔에스(주) 정승일 1,315,730,000 서울

경기 제2과학고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주) 선엔지니어링 김상준 1,299,346,200 경기

경북대학교 기숙사G동 및
경북대학교 (주)동서기연 이진호 1,297,546,900 대구

향토생활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기계공사 강원도교육청 새한공조 박승균 1,296,250,000 강원

파주우체국 청사 건립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태평건설(주) 권오연 1,252,728,000 경기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남대학교 교수회관 및
전남대학교 (주)정림기연 김학기 1,226,019,910 서울

교육공학센타 신축 기계설비공사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주)선진설비 국중광 1,209,900,000 광주

정부중앙청사 본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옥산기공(주) 오명수 1,286,862,473 서울

무주수련원청사 신축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유)안성 김 성 1,281,725,800 전북

기계설비공사(1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국제스케이트장 시설개선 및 보강공사
대한체육회 (주)삼화엔지니어링 조남훈 1,277,569,000 전북

(기계, 동결설비 및 부대공사)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충청북도 음성군 (주)광명설비 이석규 1,275,418,500 충북

기계설비공사

통일동산우체국청사 신축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미작산업(주)

배태석
1,271,677,420 서울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김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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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생명과학원 및
충남대학교 (주)부성 김양자 1,262,447,000 대전

공동동물실험센타 신축 기계설비공사

상암고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양파이프라이닝(주) 김종우 1,247,316,700 서울

동울산우체국청사 신축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주)협진건설 임종섭 1,219,974,000 서울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부산구치소 수용동 난방공사 법무부 (주)동양기계설비 김학수 1,219,194,286 경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발문관 신축
한국교원대학교 우일기업(주) 김종성 1,189,553,080 대구

기계설비공사

대구 고,지검 청사 보수공사 법무부 (주)서령엔지니어링 박주호 1,183,610,200 서울

오창-진천간 도로확장 및 건설교통부
(주)신일 김경수 1,175,845,370 광주

포장공사(진천터널 기계설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솔안초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부천교육청 (주)범강기연 김 기 1,167,760,600 서울

창원대학교 제5공학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창원대학교 기건엔지니어링 구자웅 1,156,480,440 서울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신축
경기도교육청 (주)신우종합프랜트

김재율
1,152,607,660 부산

기계설비공사 김민철

경북대학교 국민체육센터 신축
경북대학교 (주)동부엔지니어링 한준학 1,150,878,000 경기

기계설비공사

훙천중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용인교육청 신호건설(주) 홍민호 1,142,451,063 경기

운암고 신축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동제건설(주) 고택준 1,137,500,000 경기

정자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성남교육청 우성설비(주) 안진환 1,133,193,000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동력동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주)성우이엔지 박준 1,129,836,800 경북

냉난방시설 개량공사

정부중앙청사 본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일공업(주) 배광호 1,126,886,000 울산

냉난방 시스템 개선공사

고양풍동A4BL 옥외기계설비공사 대한주택공사 (주)거람 김두식 1,120,654,000 서울

대구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대구교육대학교 진경설비(주) 최 근 1,098,496,000 대구

신축 설비공사

공과대학 교육강의동 신축 기계설비공사 전북대학교 화남이엔씨(주) 전인성 1,095,759,000 서울

머내초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성남교육청 성진건설(주) 김문자 1,094,376,200 경기

2007년도 정선시설 확충사업 공사
국립종자관리소 (주)동양기계설비 김학수 1,086,876,010 경기

(기계분야)

초지중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안성교육청 대원건설(주) 최인집 1,082,976,400 경기

천안북부고등학교 교사신축
충청남도교육청 대화공 (주) 이순자 1,080,354,000 경기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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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관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경기도고양교육청 신흥건설 방석근 1,072,086,000 경기

기계설비공사

고창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전라북도 고창군 (주)용원기계설비 김성열 1,072,070,780 서울

건립 신축(기계설비)공사

서곡초 교실증축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동방산업설비(주) 전병환 1,067,187,000 경남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옥산기공(주) 오명수 1,057,273,000

기계설비공사

안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설비공사 안동대학교 대하산업개발 이정희 1,049,790,000 광주

진흥초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안산교육청 (주)현대설비 박종관 1,038,362,877 대구

청주서부경찰서 개축 기계설비공사 조달청 도림공 (주) 김희종 1,017,026,200 서울

서울정금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서울특별시동장교육청 (주)범강기연 김 기 1,017,547,600 서울

부지조성 기계설비공사

서울홍파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주)국제이엔지 추용엽 1,014,816,000 경북

o 분리발주추진예정현황

발주기관명 내 용 공사예정금액 발주시기

정보통신부
용인우체국 기계설비공사 약 18억원 추진중

화성동탄우체국 기계설비공사 약 17억원 추진중

SH공사
신정지구 5개 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 미정 추진중

우면지구 옥외기계설비공사 미정 추진중

수도권고객센타 미정 추진중

KT
문경예천지사 미정 추진중

대천지사 미정 추진중

서강양, 남진주, 철원, 과천 지사 등 미정 추진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지구 옥내 아파트 시범 발주 미정 2007년 시행예정

흡연을 하면 뇌세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조지

아대학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은 체내에 흡수

되는 과정에서 코티닌(continine)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

는데, 적당한 양을 투여하면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세포가

파괴되어 일어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中에서

흡연, 두뇌엔 보약?
건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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