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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기계설비

발주기관 공사명  발주합계금액 계약방법

경상남도교육청 가촌중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1,337 일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구름산유치원신축공사 5,251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정고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2,4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정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3,1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정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2,1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평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3,1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평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2,100 일반

경상남도교육청 물금2초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1,243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곡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3,1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곡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2,3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빛찬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3,1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새빛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3,1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새움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3,100 일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계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 505 일반

전라남도교육청 함평골프고 교사 이설공사 27,998 일반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공공도서관 이설공사 4,070 일반

전국 교육청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공사명 발주합계 금액 계약방법

은평센타 신축공사 3,581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38,592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43,964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79,843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89,547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14,345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23,944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49,845 제한경쟁

고덕강일공공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50,589 제한경쟁

에스에이치공사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공사명 발주합계금액 계약방법 공사지역

2016년 양산지사 열배관공사 1,500 실적 경상남도

고양 국제전시장 CES 냉수냉방설비 증설공사 25,000 실적 경기도

한국지역난방공사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발주소식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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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예산액 담당부서

컨베이어 및 기계장치 보수 560 플랜트시설팀

T1 통합운영센터(AOC)시설개선조성 1,150 터미널건축팀

탑승동 IAT 시설개선 1,789 터미널건축팀

인천국제공항공사 3분기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공사명 발주합계금액

광주효천2 A4BL 행복주택 도시가스 배관공사 902

하남미사 A4BL 도시가스 배관공사 1,101

행정중심복합도시 2-2M8BL 아파트 옥외기계설비공사 2,283

파주운정지구 A21BL  아파트 자동크린넷공사 2,380

대전목동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6,200

판교창조밸리 행복주택 건설공사 12,300

광주용산 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3,500

대전중촌 2BL 아파트 건설공사 14,500

익산부송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4,775

익산부송 1BL 아파트 건설공사 14,800

청주산남2-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4,964

청주산남 2-1BL 아파트 건설공사 15,000

경주용강 1BL 아파트 건설공사 19,600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9,620

김포장기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19,671

대구국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오수) 건설공사 23,000

완도군내 1BL 아파트 건설공사 23,721

인천가정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24,600

공사명 발주합계금액

광주우산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24,600

대구읍내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24,600

제주봉개 1BL 아파트 건설공사 26,594

화성봉담2 A-6BL 아파트 건설공사 30,718

광주진월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36,800

평택소사벌 A-6BL 아파트 건설공사 42,863

동두천송내 행복주택건설공사 43,262

전주반월2 1BL 아파트 건설공사 47,126

울산송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48,272

시흥장현 A4BL 행복주택 건설공사 50,800

부산정관 A-4BL 아파트 건설공사 52,048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61,000

김해율하2 A3BL 아파트 건설공사 61,233

세종시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76,500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5교 건설공사 80,000

시흥장현 A8BL 아파트 건설공사 82,100

화성동탄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113,821

강원혁신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17,06

한국토지주택공사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공사명 발주합계금액 계약방법 공사지역

기능성양잠산물조성사업 건축공사 1,200 일반 강원도

한국농어촌공사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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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종 계약방법 예산액

언양(서울)휴게소 신축 건축 제한 1,000

한국도로공사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발주기관 공사명 발주합계금액 계약방법

강원도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1,871 일반

강원도 삼척시 근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10 일반

강원도 철원군 김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771 일반

경기도 군포시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공사 3,487 일반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760 일반

경기도 성남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85,387 PQ

경기도 양주시 U-City복합센터 건립공사 2,200 일반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제1중학교복합화시설 건립공사(건축) 15,000 일반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다산 진건3초 외 2개교 건축공사 25,000 실적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창현리 행복주택 건축공사 5,665 일반

경기도시공사 동탄(2) 제11중학교 건축공사 8,674 실적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문화원 신축 1,512 일반

경찰청 경찰교육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 신축 공사 8,648 일반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청사 신축 건축공사 3,080 PQ

관세청 부산세관 부산세관 신항 청관사 신축 10,715 일반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공사 1,200 수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미디어산업센터 건립공사 4,200 일반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창경궁 화장실 건립공사 527 일반

법무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축공사 9,665 일반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신축공사 4,300 일반

서울메트로 고속터미널역 등 3개역 본선환기설비개량 기계공사 61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6,000 일반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6,000 일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2,438 PQ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하수처리장(증설)공사 167,000 턴키

전라남도 순천시 폐자원 나누리센터(업사이클) 조성사업 5,000 일반

전라남도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7,500 일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2,000 일반

한국마사회 기수숙소 리모델링 1,056 경쟁입찰

한국마사회 노후 사무공간 및 복지시설 환경개선 1,000 경쟁입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기술본부 신축 건축공사 13,214 일반

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건립사업 955 일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수중앙감시실 설비 시설 교체 500 일반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진항 어촌마리나 시설사업 1,000 일반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매물도항 어촌 마리나역 조성공사 2,000 일반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양식관리과 해수중앙감시실 설비 시설 교체 500 일반

조달청 9월 발주계획
(단위:백만원, 5억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