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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초 화장실 개보수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7.21 182,470,307 교림건설(주) 김교식 경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저온창고 1식)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7.21 67,875,170 광명TECH 박종구 울산경남

광주예술고 등 2교(학교시설지원단) 

냉난방기교체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7.21 66,403,730 근영산업개발(주) 최윤철 광주전남

세종청사 화장실 등 시설개선공사 국민안전처 7.21 68,119,900 (주)인강 김성원 대전세종충남

동촌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기타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7.21 302,694,154 (주)금탑설비 이장희 대구

가야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7.21 45,221,200 부산테크(주) 문진국 부산

2016년 서부 및 동부지사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점검보수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7.21 56,507,722 수상개발(주) 박상일 서울

청라복합문화센터 샤워장 온수장치 

시스템 개선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7.21 39,588,921 (주)이안 김월선 인천

천안신촌초등학교 화장실수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7.21 299,108,963 자연이엔지(주) 한필수 대전세종충남

연소실험동 노후 유류탱크 및 관로 

시설 공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7.21 64,303,180 (주)세일시스템공조 임형택 인천

창서주민 공동소득기반 구축사업

(냉동설비공사)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7.21 86,925,300 (주)대한냉동사 방희선 울산경남

중앙기계동 노후장비 교체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21 355,529,210 영화엔지니어링 이필신 경기

고양유통센터 개보수공사(저온설비부분) (주)농협하나로유통 7.21 149,400,000 (주)한국메스 김필승 경기

순천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근로복지공단본부 7.21 1,443,197,710 (주)산단이앤지 최종탁 광주전남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39병동) 

확충공사[설비]
서울대학교병원 7.21 716,131,988 (주)대림이엔씨 정우교 대전세종충남

해양수산연구원 노후배관 및 펌프류 등 

보강공사
제주특별자치도 7.21 162,796,866 (주)명진기계설비 최근복 제주

보건소 시설개선공사(기계) 강원도 인제군 7.22 45,153,900 (주)우림 이정헌 강원

춘천 공공승마장 건립공사(기계) 강원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7.22 48,162,500 (주)한경이텍 김광수 강원

삼척초 급식소 개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7.22 58,521,340 (주)한동 김명예 강원

기린중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7.22 40,322,900 (주)그린텍 함은아 강원

2016년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도시가스 

전환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7.22 39,784,562 경남하이테크(주) 박기은 울산경남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제5공학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기계)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7.22 47,041,041 에이치피아이(HPI) 최재민 대전세종충남

(단위 : 원, 2천만원 이상)

회원사 분리발주 수주현황
(2016년 7월 21일 ~ 8월 20일)

자료제공 : 조달청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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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여과재 교체 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7.22 34,645,480 우영 박덕우 울산경남

시청별관 냉난방기 재배치 공사 대구광역시 7.22 113,538,890 (주)대성설비산업 이성수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냉동기 교체 및 

노후배관 정비에 따른 설비공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7.22 36,476,723 (주)대원기업 이기식 대구

대구송정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7.22 92,159,547 대구냉열설비 백운길 대구

대전동문초 외 3교 급식실 배관교체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7.22 218,298,083 에스엠공영(주) 신석인 대전세종충남

대전동화중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7.22 39,651,000 (주)장원산업개발 김인희 대전세종충남

양재고등학교 본관 급수배관 개선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양재고등학교
7.22 26,563,000 대현산업기술(주) 윤영근 서울

2016년 본관 및 2관 냉난방시설 

가스배관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양공업고등학교
7.22 48,527,880 (주)현주에너지 백현순 서울

인천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7.22 20,802,200 (주)신승이엔지 김승곤 인천

전주솔내고 식생활관 증기설비 교체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7.22 30,198,000 (유)효동건설 김진석 전북

정우초 다목적강당 신축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7.22 66,111,204 (유)미건이엔지 박대규 전북

서귀북초 별관동 증축 기계설비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22 72,090,000 (주)형원 김성철 제주

학돌초등학교 급식실 수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7.22 49,993,000 (주)우림이엔지 권덕호 대전세종충남

청풍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시스템 설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화순지사
7.22 961,662,940 (주)혁신이앤씨 김수화 경북

강원과학고 기계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7.22 68,382,770 (주)한일티앤씨 유제황 강원

경북대 사대부초 교육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경북

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7.22 68,405,431 (주)금강도시가스 이명훈 대구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설비 보완공사 및 

재인증 용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7.22 89,900,000 (주)웃샘 이명식 충북

경남산업고 화장실보수 기계설비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7.22 43,831,290 수성건설(주) 박영희 울산경남

연초중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기계설비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7.22 33,587,315 (주)거제엔지니어링 박유봉 울산경남

2016년 절임식품 제조가공 현대화사업

(냉장설비공사)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7.22 117,134,600 마스터텍 김종열 울산경남

동래여자고등학교 화장실 개수 기계설비

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여자

고등학교
7.22 174,447,400 (주)길천기공 구태명 부산

노후연구동 환경개선사업 기계설비공사 한국기계연구원 (경남 창원) 7.22 1,036,683,800 아이에스산업(주) 하옥연 울산경남

절임배추 제조가공 구축지원사업 기계공사 강원도 영월군 7.25 99,458,009 우남엔지니어링(주) 김의재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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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초 화장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7.25 44,187,410 (주)대경 이주섭 강원

거진중 화장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7.25 83,001,195 (주)국제설비 김종원 강원

점동초등학교 도시가스 시설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7.25 37,597,200 (주)대양에너지 전대석 경기

서울홍제동우체국 노후시설 개선공사

(기계설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

본부 서울지방우정청
7.25 22,115,630 대흥이앤지(주) 강성오 서울

대천중학교 급식실증축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7.25 174,986,650

아쿠아테크코리아

(주)
김해숙 부산

아름관 및 다산관 노후 증기배관 교체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25 38,386,890 (주)장복엔지니어링 정연복 서울

재능중학교 화장실 개선 기계설비공사외 

1건 시설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재능중학교
7.25 57,485,924 한진건설산업(주) 전한익 인천

옥과고등학교 도시가스 인입공사 전라남도교육청 옥과고등학교 7.25 31,349,000 (주)명한이엔지 유춘영 광주전남

체육관동 화장실 오배수배관 및 기계실 

증기배관 교체 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7.25 52,677,930 (유)제일공영 정성조 전북

학생회관 헬스장 설치공사[기계설비] 한국교통대학교 7.25 35,975,500 (주)테크윈 정붕익 충북

경북중 냉난방개선 및 급식소개선 

도시가스 배관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7.25 33,422,980 도원이엔씨(주) 성우종 대전세종충남

아주초외 1교(연초중) 급수배관 및 

물탱크 교체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7.25 30,241,650 (주)나라 박귀영 울산경남

문창초외 1교(군산남중) 옥외배관 

교체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7.25 43,290,500 (유)도안이엔지 강현욱 전북

2016년도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 

조성사업 기계설비 공사
서울대학교 7.25 335,449,000 준영공영(주) 정종인 서울

진위고 교사동 냉난방 중앙제어 설치공사 경기도교육청 진위고등학교 7.25 61,092,790 플러스원이엔씨(주) 한영우 경기

목행초 본관 학생화장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7.25 71,176,280 (주)청송엔지니어링 심창구 충북

2016년 분당사업소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7.25 3,378,525,590 (주)한은이엔씨 이제환 서울

문혜초 다목적강당 신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7.25 23,629,000 (주)태양건설 윤춘녀 강원

구미사곡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7.25 174,353,140 (주)금송설비 윤석호 경북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7.25 36,253,864 (주)케이디엠텍 정원군 울산경남

융합과학기술원 연구실 개보수 공사 인천대학교 7.25 109,415,363 한진건설산업(주) 전한익 인천

석전중학교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7.25 66,130,580 오션플랜트(주) 강경수 경북

2016년 상록구 시랑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공사
경기도 안산시 7.25 29,276,000 (주)제이오 심재혁 경기

양포초등학교 화장실개선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7.25 237,414,090 (주)성보건설 오정원 경북

천사들의 집 심야간선 설치공사(기계설비) 강원도 원주시 7.26 43,200,000 고려엔비텍(주) 윤종하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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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중 화장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7.26 53,738,280 성주산업건설(주) 함주옥 강원

명학초 화장실 개선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7.26 135,592,900 씨앤지테크(주) 윤종득 경기

왕방초 냉난방개선 및 급식소개선 

도시가스 배관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7.26 52,672,000 (주)비케이에너지 이복경 경기

와우중학교 도시가스 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7.26 78,387,540 (주)아텍 김한수 경기

광주충장중 물탱크 교체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7.26 48,336,700 (주)경동건설 박민정 광주전남

두암초 급식실 냉난방기 설치 

기계설비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7.26 30,077,900 시스템에어컨(주) 김성신 광주전남

서일초 급식실 냉난방기 설치 

기계설비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7.26 26,354,900 (주)대원개발 장성환 광주전남

오정초 급식실 냉난방기 설치 

기계설비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7.26 23,080,900 (주)지구산업 박호현 광주전남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증축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7.26 1,037,444,650 (주)평화플랜트 이정철 대구

대구식약청 실험실 배수관 교체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26 37,660,600 대열엔지니어링 최세광 대구

목포중앙초 본관동 증,개축 기계설비공사 전라남도교육청 7.26 207,460,000 (주)지엔이엔지 김학봉 광주전남

김제중앙초 외 1교(김제초) 급식소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7.26 27,200,200 (주)지오엔지니어링 이삼기 전북

실험실용 흄후드 교체에 따른 기반공사 제주대학교 7.26 26,358,400 대흥공영(주) 김종범 제주

영평초 교실, 화장실 및 계단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7.26 69,506,560 (주)미래이엔지 이후신 제주

금계분교 화장실수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금산교육청 7.26 53,297,000 (주)동경산업개발 임창호 대전세종충남

1,2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 및 다이옥신 제거

필터 집진기(Roof Door) 제작 및 교체공사
한국시거스주식회사 7.26 165,706,800 (유)명지엔지니어링 유제영 전북

구이초 다목적강당 신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7.26 56,659,256 (유)미건이엔지 박대규 전북

삼례공고 신소재화공과 교사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7.26 44,369,000 (주)가덕 조찬웅 전북

2016년 단원구 안산서초,

안산석수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공사
경기도 안산시 7.26 35,697,500 (주)거성종합설비 한광현 경기

광덕 교직원연립사택 보수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7.26 75,089,200 (주)삼성시스템공조 황선기 경북

영동과일나라 테마공원 온실 지열에너지 

설치공사
충청북도 영동군 7.26 173,165,800 세연기업(주) 김성배 충북

안현1권역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기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
7.26 60,551,310 (주)태형 김구 강원

마곡-발산 열수송관 연계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7.26 1,505,904,700 (주)동영플랜트 황동연 인천

씨감자 저장설비 보완공사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7.26 69,889,112 (주)부성기연 김길식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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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119안전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7.27 97,910,000 (주)에이스텍 김동순 부산

남천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7.27 428,255,570 (주)거산이엔씨 이영순 부산

화양초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전라남도교육청 7.27 116,151,500 대진설비(주) 최재태 광주전남

서울명원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7.27 29,472,516 (주)성창기전 지광섭 서울

서울고명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7.27 29,289,100 (주)정림기연 김학기 서울

서울영풍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7.27 21,536,930 이레비앤디(주) 김옥화 서울

목포대학교 도시가스 교내 관로공사 목포대학교 7.27 292,263,497 청원산기(주) 김길태 광주전남

2016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인헌고등학교 외 13개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7.27 86,642,500 (주)예성이엔지 김훈 서울

서울정목초등학교 옥외 급수배관 

개량공사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서울정목초등학교
7.27 44,882,671 수봉산업(주) 김선희 서울

상모초등학교 특별교실증축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7.27 100,987,850 (주)부건산업 오상철 경북

경주디자인고등학교 외 1개교 화장실 

개선 기계설비 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7.27 170,651,500 (주)태진산업 이주원 경북

경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기계설비 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7.27 173,103,000 한라오엠에스(주) 한상희 경북

동해중앙초 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7.28 95,653,596 (주)엘림엔지니어링 차재헌 강원

사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7.28 44,697,000 명신기업(주) 이상학 경북

유강중학교 급식실 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7.28 142,393,700 (주)동인엔지니어링 김경희 경북

1파워플랜트(68동) 발전기실 환기설비 

개선 및 기타보수공사
서울대학교 7.28 29,027,480 (주)청보엔지니어링 지철연 서울

서울거원초 화장실 및 양치대 개선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7.28 158,056,626 (주)현대바스 이춘화 서울

동화초 화장실 및 교실 수리 기계설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7.28 203,961,110 (주)영건 장영흥 제주

정읍권역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기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정읍지사
7.28 173,137,880 (주)지성지오텍 안은영 전북

서울선린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7.28 23,873,804 (주)다보산업관리 정채열 서울

하동고등학교 외1교(악양초) 화장실 보수 

및 기타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7.28 59,807,000 한기발전기계(주) 조을영 울산경남

서울묘곡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7.28 39,208,900 (주)오성엔지니어링 권태정 서울

공동구내 구내용수배관 교체공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7.28 124,019,080 (주)원일이엔씨 유재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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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소각시설 1호기 

2차 연소실 교체공사
경상남도 통영시 7.28 174,521,650 (주)덕성이앤티 김의겸 울산경남

대전만년중 노후 급수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7.28 39,325,000 (주)서남 채남호 대전세종충남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동 배수배관 

교체 등 공사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2교도소
7.28 34,094,500 (주)길산업 조길환 경북

바이오전자현미경연구동 액체질소(LN2) 

공급라인 설치공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28 128,932,500 신상건설(주) 홍영옥 충북

서라벌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기계설비 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7.28 217,555,750 (주)금송설비 윤석호 경북

양월마을회관 태양열 설치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7.29 26,243,454 합동전기(주) 강정환 울산경남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7.29 183,627,958 (주)서경엔지니어링 김진한 대구

명서초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도시가스 

시설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29 42,379,560 (주)서흥테크 이상판 부산

전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기계) 전북대학교 7.29 150,514,330 (유)일진엔지니어링 한창주 전북

덕진수영장 배관열교환기펌프 

업그레이드 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7.29 31,822,410 (주)진원 최봉근 전북

고대중학교 상수도인입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7.29 25,000,000 (합)현대기건 차준창 대전세종충남

동신초등학교 외백수선 및 

기타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7.29 82,679,380 천하설비(주) 김진완 대전세종충남

천도초등학교 화장실수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7.29 77,071,460 (주)명성 방건식 대전세종충남

경의초 냉난방 교체 도시가스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7.29 29,216,910 한우리건설(주) 차경수 경기

동명초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도시가스 

시설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29 61,015,000 (주)우영플랜트 장종현 부산

귀래중학교 교사동 화장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원주교육청 

귀래중학교
7.29 67,649,857 (주)우정기계건설 이미정 강원

여과지 방수배관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7.29 107,307,890 삼국엠이씨(주) 송병열 경기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설비공사 부경대학교 7.29 42,980,650 경성이엔씨(주) 이제경 부산

서부지사 3호기 축열조 점검 및 보수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7.29 45,318,000 우양기공(주) 이희유 인천

진산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금산교육청 7.29 38,614,100 (주)새미테크 유주연 대전세종충남

호계초 별관 화장실 개선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8.1 72,348,960 (주)아진기계설비 정경철 경기

청암초 노후화장실 개선 기계설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8.1 100,937,717 (주)상신엔지니어링 최상용 경기

호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

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8.1 44,373,695 (주)문경공조 조영래 경북

부산과학교육원(연수관) 화장실 개량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8.1 111,990,940 (주)거산이엔씨 이영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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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외 4개역 위생급수설비 보수공사 서울메트로 8.1 38,735,423 수봉산업(주) 김선희 서울

순천공고 급식실 도시가스 인입공사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8.1 28,200,000 남선개발(주) 백운모 광주전남

고창교육지원청사외 2교(아산초, 심원초) 

증축 및 기타수선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8.1 102,203,000 (주)대현산업개발 박노성 전북

무주고 외 5교 사택수선 기계설비공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8.1 28,907,240

한국설비건설

협동조합
송주만 전북

본청 별관동 대수선 및 승강기시설 

증축 기계설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1 79,459,760 (주)탑 전병춘 제주

태을초 외 1교(오전초) 화장실 및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8.1 233,915,667 (주)아산엠이씨 임재호 경기

서이초 외 1교(신중초)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8.1 50,686,335 (주)경성에너지 이영철 서울

왕실의 의례, 대한제국과 황실 전시실 

리노베이션 공사(기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8.1 39,011,790 (주)우현이앤지 조기남 서울

계룡공업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계룡공업고등학교
8.1 55,977,530 (주)대륙기업 김병호 대전세종충남

한국해양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환경개선 공사(기계)
한국해양대학교 8.1 72,614,894 (주)성원산업 정이원 부산

도계초 화장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8.2 26,400,000 매일건설(주) 이성교 강원

둔대초 급식실 증축 및 개선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8.2 95,921,620 세광산업(주) 김재붕 경기

영상산업센터 2단계 건립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8.2 838,592,830
에이스엔지니어링

(주)
양윤석 부산

사직중학교 급식실현대화 도시가스 

시설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8.2 33,052,500 (주)중구에너지 정태영 부산

서울개운초등학교외 1교(미아초)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8.2 70,322,900 (주)한울산업개발 김용권 서울

서울성북초등학교외 1교(인수초)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8.2 63,988,300 (주)에이텍코리아 전민권 서울

가락시장 수출물류시설 저온창고 판넬 

설치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8.2 34,880,660 (주)씨케이테크피아 이동수 서울

회야하수처리시설 침사설비 보수공사 울산광역시 8.2 46,930,700 (주)선우오토텍 김제환 울산경남

온양여자고등학교 급식실증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8.2 170,626,804 반도엔지니어링(주) 김제남 대전세종충남

기혼자기숙사 공동구 노후배관 교체공사 한국과학기술원 8.2 199,045,510 미래정보산업(주) 김일수 대전세종충남

서울잠일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8.2 84,780,355 (주)태성 박차출 서울

서울가동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8.2 57,384,670 (주)경동하우징 송득종 서울

서울방이초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8.2 24,618,820 금성소방산업(주) 황선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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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초 노후화장실개선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8.2 33,948,640 (주)경성산업 최동환 경기

속초여중 감성화사업 및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8.2 20,238,000 (주)하나설비 박영희 강원

횡성초 교실 및 화장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8.2 42,359,309 (주)삼원씨앤지 김태원 강원

국제스케이트장 증기 난방 배관 보수 대한체육회 선수촌 8.2 176,590,020 (주)휴텍엔지니어링 유경종 서울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8.2 770,530,533 (주)제이엠텍 김용만 충북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공사(기계) 강원도 평창군 8.2 367,699,100 (주)석강 홍연옥 강원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 8.2 62,205,003 (주)하온아텍 김영무 인천

우성초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8.2 24,658,050 대웅이앤씨(주) 이한규 대전세종충남

동명119지역대 이전신축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 칠곡소방서 8.3 72,183,189 (주)반다 이형진 경북

축산물도매시장 노후 기계시설물 개보수

공사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8.3 390,282,100 (주)도경이엔지 김종삼 대구

대전대동초 화장실수선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8.3 251,185,940 (주)경국 장기상 대전세종충남

하수처리장(중앙, 녹산, 서부)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8.3 225,630,309 (주)형강이엔지 신경주 부산

자연광병용 식물공장 시설보완 공사 충청남도 8.3 128,393,470 (합)공영산업 양승길 대전세종충남

학교급식 농산물 가공 및 전처리시설 

신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8.3 79,550,711 대교설비산업 현병태 대전세종충남

송전지구농어 업에너지이용효율화 

폐열재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기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8.3 234,082,327 (주)아름 함비현 광주전남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온수공급용 

급탕탱크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3 61,441,600 (주)엑신건업 김재선 서울

종합운동장 도시가스배관 변경설치 공사 강원도 원주시 8.4 27,172,473 (합)동부엔지니어링 이문연 강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음압병실등 

치료시설 기계공사
경기도의료원 8.4 93,496,000 (주)가립 조수기 경기

수제화 슈즈센터(가칭) 조성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 중구 8.4 41,249,342 (주)서경엔지니어링 김진한 대구

구로구-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기계·소방설비)
서울특별시 구로구 8.4 120,440,800 영난이엔지(주) 유인찬 서울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증축)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8.4 172,455,990 (주)왕성이엔씨 조창훈 서울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기계실 

보일러 교체공사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8.4 179,204,300 (주)오에스아이 주용성 광주전남

어린연어사육동 자동청소시스템 구축 

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 양양연어사업소
8.4 110,733,000 한스개발(주) 한광용 강원

도곡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기계·소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8.4 190,686,000 (주)초록이노텍 양기준 서울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기계설비(저온창고설치) 공사
충청남도 부여군 8.4 259,226,040 (주)리노테크 강은주 대전세종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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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정수장 염소배관정비 및 중염소설비 

설치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8.4 66,254,600 (주)서정개발 이호광 울산경남

남면 신남2리 경로당 신축공사(기계설비) 강원도 인제군 8.5 22,461,900 (주)그린텍 함은아 강원

광산소방서 문서고 이전 및 식당확장 

공사 등(기계)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8.5 22,105,380 해성산업개발(주) 이연풍 광주전남

서울삼선초외 1교(돈암초) 화장실 및 

양치시설 개선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8.5 70,311,000 (주)청풍이엔지 김유석 서울

서울삼양초외 1교(종암중) 화장실 및 

양치시설 개선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8.5 67,861,500 씨엔에이치테크(주) 백운남 서울

서울혜화초등학교 급식실 

닥트개선공사 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서울혜화초등학교
8.5 24,275,217 (주)선진이앤에스 허동현 서울

범서중 등 5교 옥상물탱크 교체공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8.5 77,963,300 (합)중보건설 김중열 울산경남

성덕중학교 급식실 이전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성덕중학교
8.5 186,182,750 (주)신일이엔씨 김영술 대전세종충남

평생직업교육대학육성사업 아카데미과정 

실습실 환경개선 공사(기계설비)
창원문성대학교산학협력단 8.5 73,724,000 (주)화명건설 박용호 울산경남

장호초 급식소 신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8.8 29,145,630 (주)천명 김승수 강원

내정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8.8 57,282,478 (주)도향이엔지 윤대성 경기

모동 농산물 가공공장 수리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8.8 67,212,000 신진건설(주) 구창식 경북

서울숭덕초외 1교(오현초) 화장실 및 

양치시설 개선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8.8 134,315,350 대종엔지니어링(주) 임호빈 서울

벡스코 냉온수기 보수공사 주식회사 벡스코 8.8 336,458,700 (주)삼협엔지니어링 이영석 부산

(창원)삼계초등학교 오수펌프 및 

자동기동방식 소방펌프 교체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

교육지원청 삼계초등학교
8.8 37,063,850 (주)경민이엔지 김윤기 울산경남

담양공고 신관기숙사 기계실 보수공사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담

양교육지원청
8.8 54,351,000 대원개발(주) 김원일 광주전남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

(교반, 살포기 등)교체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8 206,289,960 (주)혜성 유계호 제주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공사
충청북도 영동군 8.8 93,909,406 대양건설(주) 김완배 충북

약품투입 노후배관 개량공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8.8 84,282,426 (주)선진이앤에스 허동현 서울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1,2호기 폐열보일러 수관벽 교체공사
경기도 성남시 8.8 1,653,290,996 우양기공(주) 이희유 인천

밀양초 외 1개교(예림초) 급수설비 및 

오수관로 개선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8.9 46,752,536 태양이엔지(주) 박준희 울산경남

가람초 상수도 인입 배관공사 및 과학실 

배관공사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가람초등학교
8.9 27,118,800

(주)금성냉동엔지니

어링
배도운 울산경남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소강당 리모델링 

기계설비 공사
경상북도교육청 8.9 25,487,840 (주)제일산업 손흥석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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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초등학교 급수배관 교체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8.9 22,978,803 삼성기전(주) 양진원 경북

대구용산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8.9 142,093,750 맥엔지니어링(주) 김상길 대구

시립체육재활원 기능보강사업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 8.9 597,165,444 성우엔지니어링(주) 김선규 대전세종충남

대전중촌초 급식실 배관교체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8.9 39,124,373 우주에너텍(주) 이춘서 대전세종충남

서울돈암초 수영장 보일러 추가 설치 및 

기타 공사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서울돈암초등학교
8.9 66,646,290 영문기계설비(주) 신영식 서울

이도초 교실과 화장실 증축 부대시설 기계

설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8.9 82,227,000 (주)한국공조시스템 이종근 제주

서울대공원 노후동물사 기계설비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8.9 406,429,400 (주)삼천리이엔지 정희돈 서울

벽제수질복원센터 공기 송풍기 및 생물 

반응조 산기관 추가 설치 공사
경기도 고양시 8.9 53,424,150 지오산업(주) 서철 경기

아양아트센터 고효율보일러 교체공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8.9 49,289,900 (주)평화플랜트 이정철 대구

청리중학교 외1교 급수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8.10 102,433,600 (주)성학 이종미 경북

서부소방서 별관동 증축공사(기계)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8.10 58,422,000 (주)남도산업 최지숙 광주전남

칠곡시장 쿨링포그(안개분사) 시스템 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8.10 34,109,840 (주)대경공조 조재태 대구

오수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 인천환경공단승기사업소 8.10 91,958,233 (주)삼화이엠씨 김택수 인천

대천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수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8.10 105,694,350 일진산업(주) 이기성 대전세종충남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육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경북대학교 8.10 97,784,590 중앙아이엔티(주) 인상익 대구

2016년 연구지원 노후 인프라 보수 

기계공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0 388,483,000 (주)덕성엔지니어링 김영득 대전세종충남

군서농협 벼 맥류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설치 공사
군서농업협동조합 8.10 593,084,819 (주)대원지에스아이 서용교 경북

군서농협 벼 맥류 건조저장 양곡창고 

냉동설비 공사
군서농업협동조합 8.10 295,647,720 (주)성주 배성찬 광주전남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온돌 

보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8.10 20,435,841 (주)새한공조 이세문 제주

광주도시철도 승강장 공조배기설비 

설치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1 266,364,000

(주)에스엠인베스트

먼트
박종호 광주전남

특별전시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기계)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8.11 207,002,591 (주)중앙이엔지 이계순 대전세종충남

2처리장 유입펌프 분해정비 공사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8.11 86,727,272 동현기계설비(주) 김종석 서울

음식물 파쇄 선별기 B호기 보수 인천환경공단송도사업소 8.11 31,733,817 엔코텍건설(주) 김태웅 서울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기계설비공사(2차)
충청북도교육청 8.11 31,538,900 (주)대신공영 이경호 충북

통영시 도천아파트 가스차단기 설치공사 경상남도 통영시 8.11 143,900,000 (주)영신엔지니어링 강미숙 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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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선별장 선별동 하부이송 컨베어 

보수공사
전라북도 김제시 8.11 30,514,800 금전기업(주) 홍종식 전북

울진금강송브랜드전시관 리모델링공사

(기계설비)
경상북도 울진군 8.12 26,851,902 (주)경동기공 조성철 경북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화장실 개선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8.12 57,717,100 (주)선호무대장식 고동수 경북

만덕119 안전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8.12 93,811,720 (주)에이스텍 김동순 부산

백화여자고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
전라북도교육청 

백화여자고등학교
8.12 42,435,730 성원이앤지(주) 손성래 전북

공주정보고 화장실 보수공사(기계설비)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정보고등학교
8.12 65,870,677 (주)대유 문미심 대전세종충남

김제권역(하랑영농)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기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8.12 2,021,272,342 명성이엔지(주) 원주연 대전세종충남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전라북도 완주군 8.12 180,819,800 (유)풍산건설 박정근 전북

남면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기계) 강원도 인제군지방상수도 8.16 31,063,970 정우엔지니어링(주) 이재민 강원

외남초등학교 외1교 특별교실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8.16 47,677,900 신진건설(주) 구창식 경북

충주국토 관내터널 기계설비 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8.16 271,981,375 (주)아산이엔지 김충호 충북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동원막사)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8.16 464,577,640 (주)태양이엔지 신맹균 부산

신대방역 내진보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서울메트로 8.16 33,079,420 (주)태림이엔씨 이창훈 서울

천안월봉고등학교 보일러교체 및 

배관수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8.16 42,284,000 성창엔지니어링(주) 박필순 대전세종충남

예산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8.16 100,766,000 (주)명성에너텍 이찬희 대전세종충남

(가칭)동탄18 유치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8.17 677,217,393 (주)백웅 최선민 경기

실험실 안전시설 기계설비 공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8.17 71,473,370 (주)청구환경 안병찬 울산경남

매화목욕탕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경상북도 울진군 8.17 47,995,480 (주)계영 임이규 경북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개축 

기계설비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8.17 404,403,033

(주)지오이엔씨

(GOE&C)
진석원 부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첨단분석실 

조성(기계설비) 공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17 44,265,500 (주)대명엔지니어링 홍성술 대전세종충남

KRISO D동 난방배관 및 회류펌프실 

배수관 교체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8.17 22,979,400 (주)윤진엔지니어링 우청제 대전세종충남

경인식약청 설비 개보수 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17 36,342,060 (주)동훈엔지니어링 신동인 인천

경인식약청 가스라인 보강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17 22,467,857 (주)라마이엔지 김상학 인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설비) 경상북도 안동시 8.17 60,934,920 (주)보광 나옥애 경북

성문고 급식시설개보수공사 경기도교육청 성문고등학교 8.17 66,773,000 한담건설(주) 최원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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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실수요기관 개찰일시 낙찰금액 업체명 대표자 회원사지역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엘리베이터설치 

기계설비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8.17 29,482,292 준지산업개발(주) 신상수 서울

비중선별기 교체(철거 및 설치)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8.18 81,281,971 (주)의림공영 이동규 충북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건축 기계설비 

보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18 68,919,500 (주)진산 김봉상 제주

여수지사 청사 신축공사(기계) 근로복지공단본부 8.18 138,015,409 (주)대상이앤씨 염종열 광주전남

광주교도소 후생동 냉장고 제작 설치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8.18 33,444,830 (주)원스틸산업개발 이원철 광주전남

인천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인천대학교 8.18 210,956,220 대주이엔티(주) 박주봉 인천

대구교육대학교 테니스장 개보수 및 

기타 기계설비 공사
대구교육대학교 8.18 32,097,720 (주)영동설비 박영준 대구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기계) 강원도 양양군 8.19 31,880,000 (주)수이엔씨 김주호 강원

감천1중계펌프장 체크밸브 외 2종 교체공사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8.19 56,387,400 센추리산업기술 황재민 부산

소사노인복지관 이전 설비공사 경기도 부천시 8.19 40,125,000 덕진개발(주) 이덕열 경기

분리발주 낙찰 총금액  41,672,015,558

공고명 실수요기관 종합건설사 회원사 총계약금액
기계설비

시공비율

기계설비

낙찰금액

삼태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산건설(주) 대영이앤디(주) 260,621,000 14.53% 37,868,231 

구립 능동 꿈맞이어린이집 신축

(건축 및 기계) 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희상건설(주) (주)새한에이치테크 595,979,000 13.90% 82,841,081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충청남도 대륙건설산업(주) 피앤라인(주) 300,196,000 38.60% 115,875,656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신축공사

(건축,기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원건영(주) (주)케이이씨암코 1,564,456,800 5.66% 88,548,255 

인천영종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윤창기공(주) 35,369,164,500 15.26% 5,397,334,503 

기계설비 낙찰 총금액     5,722,467,726 

※ 기계설비 낙찰금액은 시공비율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변동 가능함

회원사 주계약자 수주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