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및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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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안양디오밸리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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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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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QULIFICATION

지명원

귀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귀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명을 받고자 관련서류 일체를 포함한 지명원을

제출 하오니 검토하시어 당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객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성실과 책임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신우이엔지

대표이사 하 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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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RECOGNITION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상 호 주식회사 신우이엔지 대 표 전 화 061-383-1081

소 재 지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팩 스 번 호 061-383-1085

대 표 자 하 민 호 사업자등록증 410-81-82440

당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공사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행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음을

서약함.

사용인감계

년 월 일

상 호 :  주식회사 신우이엔지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대 표 자 :  하 민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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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PRESENTATIVE

현장대리인계

수 신 :

계 약 건 명 :

계약 년월일 : 년 월 일

현 장 대 리 인 성 명 :

직 급 ( 직 위 ) :

생 년 월 일 :

현장대리인 사용인감

상기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현장대리인계

년 월 일

상 호 :  주식회사 신우이엔지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대 표 자 :  하 민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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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WOO 
E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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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말

“기술력과품질혁신으로도약하는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청정산업선두기업”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는 급격한 성장과 삶의 편의시설로 인한 전력난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력에너지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새로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기반으로 발전설비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신우이엔지는 2003년 창사 이래 냉/난방기 시공 및 에너지 관리 사업의 노하우와

ESCO사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소 기계설비,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축적 및 신기술개발, 기술인력 확보에 기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리더기업으로써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기업,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청정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신우이엔지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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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SCO

경영방침

“가치창출을 위하여”

가치개발/교육투자

관리체계확립

품질방침

“고객만족을 위하여”

품질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 만족

사훈

우애 友愛

융화 融和

성장 成長

ESCO
전문기업성장

냉동/공조분야 ESCO접목 진출

-기존사업 연계발전 추진-

신재생분야 사업영역 확대

-태양열/지열/풍력-

“초일류 Green ESCO 전문기업으로의도약”

MANAGEMENT IDEOLOGY

경영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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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신우이엔지

대표자 하 민 호

설립일 2003.  03.  20.

사업자번호 410-81-82440

본사 및 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2

TEL. 061-383-1081   FAX. 061-383-1085

안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안양디오밸리 418호

TEL. 031-479-6742   FAX 031-479-6744

업태 제조업, 제조, 건설

종목

냉난방기기, 냉각탑, 냉동기, 열교환장치, 팬코일유닛

기체여과기, 공기조화기, 대형냉장고

항온항습기, 제습기, 송풍기, 해외건설업

전문소방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 엔지니어링설비설계

매출액 2015년 60억, 2016년 65억, 2017년 74억, 2018년 64억, 2019년 65억원

주요사업분야

• 기계설비 및 건축 설비시공

• 냉난방 공조장치 시공업, 자동제어제조업, 냉동공조기기 제조업

• 무대장치제조업, 건축 공사업,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저수조 청소 및 상하수도 관련사업

• 냉동기류, 냉동기(원심식, 흡수식, 왕복동식, 스크류)

• 공조(AIR HANDLING, FAN COIL UNIT)

• 냉각탑, 압축기(원심식, 왕복동식), 송풍기

• 공조기류 및 기타

• 에어컨(패키지, 벽걸이), 시스템에어컨

• 항온 항습기, 기타 냉동공조관련제품

• 공조기기류 판매, 설치 및 종합 시스템 서비스(냉동기류 년간 유지보수 계약운영)

COMPANY HISTORY

회사연혁

2003

03.20 신우이엔지 설립 (위니아만도 주식회사 냉동기 유지 관리 승계 )

04.02 ㈜위니아만도 냉동기 서비스점 지정

06.01 ㈜LG전선 공조제품 서비스점 지정

07.29 주식회사 신우이엔지로 상호변경

09.01 건설업(기계설비 시공업)면허 취득

2004

05.14 난방시공업 면허취득

09.23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냉동기술 심사위원 연3회위촉

11.29 자본금 증자(1.5억 → 2.5억)

2005 12.29 자본금 증자(2.5억 → 3.5억)

2006 11.10 소방시설업 등록 및 면허취득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2007

01.04 자본금 증자(3.5억 → 4.5억)

02.13 자본금 증자(4.5억 → 5.5억)

05.07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2009 12.03 전기공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2010 02.09 본사 및 공장이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

2011

03.0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설비)

03.09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면허취득

04.25 고압가스 제조 신고증명서

08.31 자본금 증자 [5.5억→10억]

2012

06.07 발전사업(태양광) 허가증 취득

06.22 위생관리용역업 등록

06.27 소독업 신고증 취득

2013
02.14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취득

02.19 저수조청소업 등록

2015 02.10 주택관리업 등록

2019 06.26 시설경비업 허가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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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공장등록(냉동기,공기조화기 외)

2006

국가 종합전자 조달구매 제조 등록
-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냉동기,팬코일,송풍기,냉각시스템,지열,GHP 등

특허등록 (스크린 공기 세정기시스템)

2007 ISO 9001:2000 취득

2008

ISO 14001:2004 취득

특허등록 (공기조화기)

특허등록 (폐열이용형 온수저장장치)

특허등록 (흡수액 정제장치를 구비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실용신안등록 2건 - 연료절약형 농수산물 건조장치 외1건

2009

부설연구소 설치 및 인정서 취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중기청)

벤처기업 인증(KIBO)

2010

ISO9001:2008 (공조시스템 설계,제작 및 서비스) 재 인증

ISO14001:2004 (공조시스템 설계,제작 및 서비스) 재 인증

2011 OHSAS18001:2007 인증서 취득

2016 고효율 공냉식 수냉각기 특허출원

2017

ISO9001:2008 (공조시스템 설계,제작 및 서비스) 재 인증

ISO14001:2004 (공조시스템 설계,제작 및 서비스) 재 인증

ISO10002:2014 (공조시스템 설계,제작 및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만족 경영) 취득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

2019 특허등록 (태양광/바이오 연료 복합발전시스템의 전력보상 제어장치)

REGISTRATION AND CERTIFICATE RETENTION STATUS

인증및특허보유현황

• 5개발전사 발전/공기조화설비 물품구매 등록

• 5개발전사 기계설비 정비 적격업체 등록

• 5개발전사 열교환기 및 콘덴서 구매 적격업체 등록

• 한전KPS 기계설비 전국 협력업체 등록

• 한전KPS 전기공사 전국 협력업체 등록

• 한전KPS 외부반출 수리 및 제작 전국 협력업체 등록

• 한전KDN 기계설치, 전기공사, 전문소방 협력업체 등록

• KT estate 시설물 유지관리 협력업체 등록

• KT 시설물 유지관리 협력업체 등록

• NH개발 기계설비 협력업체 등록

• 삼성전자 광주공장 냉동유지,기계설비 협력업체 등록

• 현대 삼호중공업 기계설비 협력업체 등록

• 세방전지 기계설비 협력업체 등록

• 금호타이어 공조설비 협력업체 등록

• KT＆G 공기조화 설비 협력업체 등록

• [주] 만도 공기조화 설비 협력업체 등록

• KCC 여천공장 협력업체 등록

• 호텔현대 기계설비/공기조화 설비 협력업체 등록

• 한전KEPCO 협력업체 등록 (공냉식 냉각기, 항온항습기,기계설비,전기공사 外)

• POSCO 건설 협력업체 등록

• 한진중공업 건설부분 협력업체 등록

• STX건설㈜ 협력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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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QUALIFICATION STATUS

기술자격보유현황

ORGANIZATION 

조직도

총괄이사

감사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지원부

경리/재무팀

관리팀

현장지원부

시공관리팀

C/S 1팀

기술사업부

공무팀

기술팀

외주관리팀

생산/조립팀

생산부

대표이사

구매팀 C/S 2팀영업팀

자격종목 발행처 인원수 비고

가스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가스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건축시공기술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공유압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5

기계정비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기계조립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배관기능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선반기능사2급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설비보전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소방설비기사(전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에너지관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용접기능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특수용접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용접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전기용접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위험물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자동차정비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지게차운전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

전기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전기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기계분야 (특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기계분야 (중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토목분야 (초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

방화관리자 한국소방안전협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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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MEASURING EQUIPMENT

측정장비보유현황

STATUS OF MEASURING EQUIPMENT

측정장비보유현황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전기전열저항계 DC 500V EA 2 대한민국

열연기감지기시험기 AC 200V EA 1 대한민국

조도계 최소눈금 0.1~3000Lux EA 1 TAIWAN

봉인렌치 EA 1

저울 300KG EA 1

질소시험기 3.5MPa EA 1

초음파 두께 측정기 1.2-225mm EA 1

나사게이지 0.3-1mm EA 1

도막측정기 0-1250㎛ EA 1

다이얼압력계
1.5MPa 1급 EA 1

5MPa 1급 EA 1

유량계 1㎥/h EA 1

R.P.M 측정기 2.5-99999 RPM EA 1

진동측정기 3-5000Hz EA 1

연소가스 분석기 -50℃ ~ 1000℃ EA 1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EA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20~600c EA 1

적외선 온도계 -50 ~ 1600℃ EA 1

디지털 풍압계 -35,000 ~ 35,000 Pa EA 1

디지털 풍속계 0 ~ 50m/s EA 1

데이터 기록계 200MB EA 1

디지털 압력계 0~50BAR EA 1

온습도계 -10~60℃ / 0~100% EA 1

전력 분석계 전압 : 0~600v 전류 : 0~3,000A EA 1

교류전력 측정기 전압 : 0~600v 전류 : 0~1,000A EA 1

회전계 1~19,999 rpm EA 1

조도계 0~50,000 LUX EA 1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온도 측정기 EA 5

온도측정기(고온측정) HIOKI-3413 EA 4 JAPAN

다중 센서 온도계(MULIT POINT) 대 1

삼상교류측정기(PHASE DETECTOR) HIOKI-3126 EA 1 JAPAN

클램프 테스터(HOOK METER) HIOKI-3261 EA 5 JAPAN

멀티 테스터 HC-260TR EA 5

마이크로 메터 MITUTOYO EA 2 JAPAN

버니어 캘리퍼스 MITUTOYO EA 3 JAPAN

비중계 SET 12

ELECTROMETIC FLOWMETER 대 1

연소 효율 측정기 대 1

압력시험기 대 5

할로겐 누설 측정기 SUZUKI GIKEN 대 1 JAPAN

초음파 유량계 MICRONICS(MK-2) 대 2 ENGLAND

아네모 마스터 TSI 대 1 U.S.A

소음 측정기 ONO SOKKI 대 2 JAPAN

배기 가스 측정기 KANE MAYE 대 1 JAPAN

용액 정제 장치 대 4

냉매 추출 장치 대 3

사운드 스코프 포터블 청음기 대 2

디지털 진동계 대 4

풍속계 대 2

하론 및 CO₂ 농도측정기 아나로그 EA 1 대한민국

전류전압측정기 300A EA 1 JAPAN

풍압풍속계 1-50mmAq EA 1 U.S.A

음량계
(Lo)35~100DB
(Hi)65~130DB

EA 1 JAPAN

차압계 50PA이상 EA 1 U.S.A

방수압력측정기 100kg/㎠ EA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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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FACILITY STATUS 

제조설비보유현황

장비명 규격 수량 비고

유압 절단기 4M*6T 1

유압 절곡기 3M*9T 1

만능 절곡기 350 1

스폿트 용접기 1

ARC WELDINS M/C 20KAV 外 5

TIG WELDING M/C 1

AIR COMPRESSOR 7.5HP 外 2

고압세척기 5

순환 펌프 HONDA(JAPAN) 5

진공 펌프 5

배관 절단기 NHC-14D 1

배관 나사 가공기 KHC-14D 1

포터블 강력 팬 KTP-203 1

튜브 세척기 4

산소 용접기 2

산도 측정기 1

드릴링 머신 바이스 2

파이프 밴다 3/8" 15

확관기 3/4"~1 1/8" 1

튜브 컷터 6-67mm 6

고속절단기 2300W 4

탁상드릴 13mm 1

전기드릴 2-13mm 3

선반 380mm X 750mm 1

MANUFACTURING FACILITY STATUS 

제조설비보유현황

장비명 규격 수량 비고

임팩트렌치 710W 3

전기 용접기 180A 5

알곤용접기 300A 2

PLASMA용접기 10A 1

복스렌치 10~27mm 4

몽키스패너 10" , 6" 20

파이프렌치 14" , 18" , 36" 15

단자압착기 2, 5.5, 8, 14mm 10

매니폴드게이지 -0.1 - 3.5MPa 5

호이스트 2TON 1

직소기 650W 2

지게차 2.5T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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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공사명

㈜푸드웨어 김제공장 신축공사중 자동제어 및 배관공사

후지필름 냉동 배관공사

순창군 보건의료원 빙축열 축열조/축열량계 설치공사

㈜ 현대사우나 구례 보석사우나 배관공사

정읍 아산병원 휀코일 교체공사

강진 사랑병원 난방 전환공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냉각탑 충진제 교체작업

함평군청 진공펌프 교체공사

롯데쇼핑㈜ 광주점 에어컨 점검, 수리공사

순창군 보건의료원 자동제어 설비 및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화포연구동 난방/급수설비 교체공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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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발주처 공사명

LG 전선㈜ 공조 점검 및 보수공사

㈜센도리 냉동기 납품, 설치공사

정읍시청 300RT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순창군 보건의료원 기계설비공사

사레지오고둥학교 시청각실 전열교환 환기설비 공사

㈜ KT자산관리쎈터 영광지점 실외기 보수공사

㈜ KT자산관리쎈터 나주 연수원사택 보일러 설치공사 외

㈜ 금강고려화학 에어컨 설치공사 외

순창군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냉난방시설 공사

㈜삼포식품 삼포식품 공조공사

목포 중앙병원 휀코일 유니트 설치공사

2005

발주처 공사명

순창군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향토회관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독처리용 항온기 설치공사

한국통신산업개발 인재개발원 기계설비공사

한국의료재단 기계실 보일러 설치공사

대한생명보험㈜ 전주사옥 냉온수기 보수공사

㈜ KT자산개발단 여천 KT 기계설비공사

㈜ KT자산개발단 지리산수련원 기계설비 교체공사

광주고등법원 냉각수배관 교체공사

세방전지㈜ 냉동기 세관 및 정비공사

세방전지㈜ 황산조제장 냉각시스템 공사

㈜ KCC 여천공장 냉동기 세관 및 정비공사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냉각탐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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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발주처 공사명

대산기업 ㈜삼호F&G어묵라인 부대공사 및 HACCP 투자공사

대산기업 삼미식품 공조설비 보완공사

㈜펜믹스 천안지점 공조기 및 제습기 CDU증설과 이동설치

㈜삼포식품 포천공장 증,개축공사-A/B동 공조설비 이설 및 신설

㈜펜믹스 천안지점 쿨링타워 및 부대설비 공사

광주보훈병원 흡수식 냉동기 증설공사

대산기업 ㈜삼호F&G 냉각탑 예냉 급배기공사

㈜펜믹스 천안지점 주사제 공조덕트 변경공사

㈜삼포식품 파주공장 방냉닥트공사

㈜대열보일러 광주기아자동차 연수원 보일러 교체공사

2007

발주처 공사명

㈜삼호F&G 상동1,2층 연도,유증기 덕트 보온공사

㈜에어패스 해남 우리병원 빙축열 배관공사외

목포중앙병원 흡수식 냉온수기 개체공사

세방전지㈜ 1공장 충전수냉조 냉각시스템 보완공사

삼조씨앤씨㈜ 천안 건일제약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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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발주처 공사명

중소기업청 고온재생기 교체공사

세방전지㈜ 냉방용 냉동기 교체공사

현대삼호중공업 호텔현대 정수/폐수처리 여과재 교체공사

㈜ KT 무안지점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 KT 북광주지점 임대상면 환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정북회관 고온재생기 교체공사

㈜ 한화 63시티 전주사옥 흡수식 냉온수기 CPU 교체공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K4공장 냉각탑 충진재 교체공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k4공장 di 플랜트 증설관련 설비공사

㈜ 신세계이마트 목포점 냉온수기 냉각탑 보수공사

육군보병학교 00지역 물탱크 교체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기숙사 냉난방 급수 급탕공사

GS건설 ㈜ 순천 연향빌딩 기계설비 보수공사

주한미군사령부, 오리온건설㈜ 광주, 수원군부대 직팽식 공조기 설치공사

죽산유기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설치공사

2009

발주처 공사명

㈜ KT 목포하당지사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 KT 북광주지사 냉난방시설 보완공사

현대삼호중공업 호텔현대 여과탱크 교체공사

㈜ 한화 63시티 순천사옥 냉온수기 (#1,2) 주변기기 교체공사

㈜ KCC 여천공장 본관 냉방기 세관공사

세방전지㈜ 30RT 냉동기 보수공사

담양교육청 담양남초교 급식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기숙사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농업기술원 시설원예용 유리온실 신출 지열히트펌프 설치공사

장성 육묘영농조합법인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주한미군사령부, 오리온건설㈜ 수원군부대 GHP 설치공사

주한미군사령부, 오리온건설㈜ 대구군부대 직팽식 공조기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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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발주처 공사명

주한미군사령부, 동명건설㈜ 히트펌프, 보일러, 펌프 설치공사

주한미군사령부, 동명건설㈜ 직팽식 공조기 설치공사 (수원, 대구, 광주)

현대삼호중공업 배관 교체공사

㈜ KT 벌교사옥 보일러 교체공사

㈜ KT 지리산수련관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

카톨릴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냉각탑(400RT) 납품, 설치공사

광주 과학기술원 신소재 크린룸 제작, 설치공사

㈜ 한화 63시티 전주사옥 냉온수기 (#2) 고온재생기 교체공사

㈜ KCC 여천공장 본관 냉동기 시설 보수공사

세방전지㈜ 보일러 세관 및 점검공사

롯제쇼핑㈜ 광주점 보일러 세관 및 기타 설비공사

남원교육문화회관 냉난방설비 전기공사

육군 보병학교 93-2대대 전기시설 보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광명역세권 Aa1BL 옥외 기계설비공사

2011

발주처 공사명

동명건설㈜ 공조기제작 납품설치(대구미군부대)

동명건설㈜ 직팽식공조기설치공사(광주군부대)

㈜신행 ROBOT SPRAY SYSTEM 관련부대설비공사

화성시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공기냉각장치)

한국폴리텍 V대학 공기조화실험장치

㈜대명화학 문경공장 공조장비 납품

서울특별시 중구 삼익패션타운 시설현대화 사업공사

(주)케이티앤지원주공장 각초조화(1호)공기조화기 보수공사

(주)케이티앤지영주공장 공조기 보강공사

(주)케이티앤지영주공장 공조기(AWU)응결수회수라인설치(11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체형 청정실

농업회사법인(유)친환경대현그린 정읍시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시범사업

화성 시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공기냉각장치)

한국폴리텍 V대학 공기조화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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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발주처 공사명

케이티앤지 공조기 보강공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배관설비)냉장고동 2층, 3층 냉.난방기 신규 구입 및 이동/폐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배관설비)E/L일 1200대 CAPA UP관련 건축 및 UT 검토

경기도 이천시 쿨러유니트등 구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예술의전당 스크루냉동기 교체공사

전라남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저온저장고 제작설치공사

한국광기술원 시험생산동 PCW 배관공사

2013

발주처 공사명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콤프 스테이타 공정 공조기 1기(500CMM) 설치

현대삼호중공업㈜ 터보냉동기 교체공사

육군상무대 근무 지원단 냉동기 및 냉각탑 제조, 설치공사

포스코걸설㈜ 통합 주 제어동 및 부대건물 건축설비공사

(주)케이티엔지 영주공장 공조기 보강공사

(주)케이티엔지 영주공장 창고증축에 따른 공조설비 공사

㈜케이티 kt덕진빌딩 냉난방배관 교체 및 자동제어 보수 공사

육군상무대 근무 지원단 냉동기(빙축열용) 및 냉각탑 제조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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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발주처 공사명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 가류 공조기 진단 및 Engineering 용역

(재)전남테크노파크 냉각수 공급장치 구매 설치

인천지방조달청 구갈레스피아 증설공사 관급자재(송풍기)구매

대전지방조달청 100Kw 고온도차발전용 판형 열교환기(응축기/증발기) 구매

대전지방조달청 사회복무교육원 건립공사 관급자재(송풍기) 구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저온 냉각 챔버용 냉각기

서울지방조달청 스크루냉동기 제작설치

㈜유림산업 서남물재생센터 요소수탱크, 가스트레인 쿨러 납품

㈜유림산업
서남물재생센터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건설공사 가스전처리설비 납품
(제습용 냉동기 외)

한국시거스㈜ 양천자원회수시설 터빈발전기 점검 및 정비

2015

발주처 공사명

목포중앙병원 목포 중앙병원 냉난방에너지효율화 사업공고

서울역사박물관 냉동기 철거 및 냉온수기 설치 공사

교촌에프앤비㈜ 냉동,냉장창고 시설 및 관련시설 일체(원격프로그램 포함)

대전지방조달청 로컬푸드 소분시설(냉장,냉동고,소분진열대 등) 조달요청

강원도 정선군 신동묵은지 마을조성가공공장 관급자재 냉장설비 제작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MRI냉각기 구매 및 설치

(재)전남테크노파크 냉각수펌프 자동제어 보수공사

㈜호텔현대목포 호텔현대(목포) 난방용 열교환기 설치 공사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화순)동물대체인증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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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발주처 공사명

삼성전자㈜ Date Center영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대주영어조합법인 대주영어조합법인 HACCP설비 지원사업

대주영어조합법인 제수기(컨베이어형) 제작 납품

농업회사법인법섯마루유한회사 (진안버섯마루)2016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법섯마루유한회사 진안버섯마루 냉동기설치공사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의약연구소 세포배양 고도화라인 주사용수 공급용 저장 및 분배시스템

유춘길 취나물(급속)냉동고 제작구매

전라남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발효 저장고 증축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소형냉동냉장 저장고 제작 설치

한국원자력연구원 항온항습기 구매 (설치)

인천교통공사 제습기 구매설치

㈜케이티엔지 영주공장 공조기 보강 및 기타공사

한전KPS㈜원자력정비기술센터 한빛1호기 RCP전동기 인양 및 설치 보조 하도급공사

한전KPS㈜ 보령 재8호기 EP,저압MTR 및 LCP분해정비공사

㈜KT estate 효자빌딩(kte)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2017

발주처 공사명

한국농어촌공사 금안 권역단위사업종합정비사업 대형냉장고 제조 및 설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 목욕탕 냉동기 구매 설치

(재)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차년도 장비 구매(냉각기)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무대장치 교체 및 제작 설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크린룸 설치

전라남도교육청 가칭 신평초 신축공사 관급자재 무대기계장치 구입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1,2호선 냉방설비 유지보수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금천중 이설공사 관급자재 무대 기계장치 구입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16-남-B 제습기9(건식) 제조 설치

한전KPS㈜ 2017년도 9,10호기 터빈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

현대푸드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017년도 김해사업소 열원시설 정기점검보수공사

한국남동발전㈜ 제5,6호기 공조설비 냉방기 계획예방정비공사

한전KPS㈜ 신월성#2 RCP 내장품 정비보조 하도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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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발주처 공사명

한전KPS㈜ 7호기 O/H 순환수 설비점검정비

한국남동발전㈜ 1호기 보일러 운전 및 정비 편의시설 설치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 1,2호선 냉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전남 교육청 전남교육연수원 스팀용방열기 교체공사

전남 교육청 여수초교 외 1교 전동 무대장치 제작 설치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난방설비 기계, 전기 분야 정기점검 보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안 태양광발전소 정기점검 보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 집단 에너지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빙고 가압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보수공사

농업회사 법인 영광군유통㈜ 유통회사 산지유통시설 개보수(기계설비공사)

한전KPS㈜, 위본건설㈜ 원전종합서비스센터 신축 건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의료법인 목포 구암의료재단 목포 중앙병원 목포중앙병원 음압병실(2개소) 설치공사

전남 영광군 영광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 소방공사

전남 담양 교육지원청 담양동초 본관동 보수 전기공사

2019

발주처 공사명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무안공항 저소음 직교류형냉각탑 구매

의료법인 목포 구암의료재단 목포 중앙병원 수술실 크린룸(3개소) 설치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공사(건축) 공기조화기 구입

제2388부대(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19년 레이더 냉각체계 유지보수 용역

의료법인 일곡병원 일곡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 가압장 3.4 판형열교환기 구매설치

목포시 의료원 크린룸 조달물자(물품) 조달 의뢰요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관급자재(GHP)

힌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공랭식 항온항습기 7대 4품목(설치조건부)

한국전력공사 수냉식 스크류 냉동기(150RT)1대 –서울본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 복합7.8.9호기 Vacuum Pump 및 배관설치공사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소방 매립배관 설치공사(cc-05-02)

한전KPS㈜ 삼천포화력터빈 및 보일러보조설비 경상정비하도급공사

한전KPS㈜ 삼천포화력회 처리설비및 미분탄설비 경상정비하도급공사

전라남도교육청 가칭 매성유치원 신축 전기공사

경상대학교병원 2019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개선공사(기계설비)

대전지방조달청장(공주박물관) 빙축열 냉동기 교체공사(관급)

㈜KCC여천 본관동 난방용 순환펌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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