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원칙

정도경영

열린경영

속도경영

확인경영

흑자경영

핵심가치

고객 최우선

소통과 협력

혁신과 변화

도전적 실행

책임과 신뢰

대 호

소통과 혁신 그리고 실행에 집중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호가족의이상을 실현하자.

2030 매출 목표

경 영 이 념

건 설

[4천억]

레 저

[1천억]

신·재생

[2천억]

유 통

[3천억]
시공·개발

관광·레저서비스

Energy

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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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기㈜

상명이엔씨㈜

상명건설㈜

상명개발㈜

상명에코개발㈜

상명디엔씨㈜

DAEHO VIETNAM

대호관광개발㈜

WEST OCEAN C.C

건 설 레 저

대호유통㈜

대호영광굴비

대호쇼핑몰

대호그린에너지㈜

양산나눔에너지㈜

다산그린에너지㈜

기술연구소

유 통 신·재생
에너지

사 업 영 역

레 저건 설

신·재생
에너지

유 통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
을 바탕으로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및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10대 퍼블릭골프
장 영광컨트리클럽 및
Good Stay로 선정된
골프텔을 운영하며, 다
양한 범주의 고객서비
스로 대중골프장의 미
래를 선도해 가고 있습
니다.

지역 특산품 영광굴비 제
조·가공 공장 운영과 온
라인 쇼핑몰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종합 유통회
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구축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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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회 장

총 괄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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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경영관리본부 건설사업본부건설사업본부 신성장사업본부신성장사업본부전기사업본부전기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플랜트사업본부

기획관리팀

경영지원팀

재무지원팀

공사관리팀

공사기획팀

플랜트사업팀

해외사업팀

영업관리팀

개발사업팀

건축기술팀

기술연구소

발전사업팀

토목기술팀



대호유통(주)

대호관광개발(주)

경영목표

1. 안정적 공사수주 및 철저한 현장관리

2. 개발사업 및 발전사업의 적극추진

3. 기술연구소를 기반으로 신사업 발굴

4. 해외시장 개척하여 성장기반 확보

1. 조직안정으로 업무수행능력 극대화

2. 고객만족 실현으로 명품골프장 위상확대

3. 영업망 확충하여 매출 100억 달성

1. 굴비사업 매출확보

2. 부세사업 안정적 도약

3. 영업 역량 극대화

건 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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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토목·산업설비·조경공사

주요실적 및 진행공사 현황(1)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강진군 신마항 건설공사

강진군 월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강진-장흥간 국도10호선 조경공사

거창군 대성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고양시 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고흥군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고흥군 사정천 개선복구사업

곡성기차마을 장미원 및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공공부대 시설공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광양-순천간 고속국도 조경공사

광양시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

광양시 마동 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사업

광양시 중앙공공하수처리장 개량공사

광양-하동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구례 광의지구 농어촌 테마파크조성사업

국도29호선 화순 광대교 시설물보수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공사(토목,조경)

나주시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나주시 한국전력 본관-홍보관 연결통로공사

나주용산 8개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공사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공사

대마초 수배전반 교체

무안군 남악상록아파트 조경공사

무안군 하수관거 정비공사

봉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불갑쌍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회복지법인 무등학원·무등육아원 증개축공사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서울시 다동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섬진강 수중보어도 설치공사

세종시 민마루유치원·초등학교 신축공사

송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수원광교 아파트 조경공사

순천대 산학협력관 신축공사

순천시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순천시 삼오지구 국도13호선 위험도로 개수공사

순천시 서면강청 수변공원 조성공사

순천시 연향육교-구암교간 녹지지대 조성공사

신안군 외간서, 성근여 영구시설 설치공사

안동시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신축공사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조경)

여수시 관기지구 배수개선사업

여수시 화양-적금간 도로건설공사

영광컨트리클럽 건설공사(대중제 18홀)

영암군 삼호 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영암군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완도 금일수협 수산물보관시설 신축공사

완도 생일 테마관광지 조성공사

완도군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월출산 산성대-광암터 구간 정비공사(조경)

장성군 사창유치원 신축공사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조경)

전주 고려병원 신축공사

전주 에코시티 리빛타워 신축공사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진도 고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진도 변서등표 복구공사

진도군 철마광장 조성사업

파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공사

평택시 추팔-미군기지 1차전력구공사

한국말산업고 마사 증축공사

한국수자원공사(주) 영광본부 배수시설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광비상대책실 신축공사

한빛원자력발전소 취수구정비실 신축공사

함평군 대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제방사업

함평군 엄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함평군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기반시설공사

해남군 상마도 해변광장 조성공사

해남군 송지 갈두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화성시 남사-진위간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

화순군 원동-월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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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소방·통신공사

주요실적 및 진행공사 현황(2)

 00항공대대 이전사업 전기설비공사

 154kv 섬진강 분기 T/L 건설공사

 154kv 영덕~청송 T/L 건설공사

 154kv 하양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영광지사 고압B 공사

 2017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영광지사 고압B 공사

 345kv 고령 변전소 건설공사

 KEPCO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LG화학 나주공장

 LG화학 여천공장 YGP 전기공사

 강일2지구 1·2·3단지 아파트 전기공사

 고속국도 제27호선 남원~전주간 전기공사

 공공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중 전기설비공사

 광교 D3블럭 복합시설 일반전기공사(2공구)

 광양 대림아파트 신축 전기, 통신공사

 광양-골약간 도로 전기공사

 광양제철 4냉연 전기계장

 광양제철 제강·냉연공장 전기공사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전기

 광주 고검·지검 신축 전기공사

 광주 롯데백화점 신축 전기공사

 광주 보훈병원 신축 전기공사

 광주 봉선동2차 남양휴튼 전기공사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일반전기공사

 광주 첨단 A6BL 아파트 전기공사

 광주광역시 기독병원 증축 전기공사

 광주광역시 신청사 신축 전기공사

 광주무역회관 신축 전기공사

 군산미장 IPARK신축공사 일반전기

 김해 내외지구 동아아파트 전기, 통신 소방공사

 남악신도시복합쇼핑몰 신축 전기공사

 남해화학 전기·계장공사

 대구 세천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일반전기

 대구 용산동 군인아파트 신축 전기공사

 동부-강동성심병원 증개축공사 전기설비공사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신축 전기공사(다수)

 목포대성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무등산 I PARK 중 일반전기공사

 문정지구 4-4BL 전기 및 소방설비공사

 미군기지 이전사업 의무여단 전기 2공구

 부산 명륜동 공동주택 신축 전기공사

 부산신평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소방

 부산행복(연합)기숙사 건립 전기공사

 서산 현대유화 합성고무공장 전기·계장공사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 일반전기공사

 서울시 수유제일교회 전기공사

 서울역·용산역 구내 개량 통신설비 신설

 서초동오피스텔신축공사(서울) 중 전기(일반)

 성내미주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

 세곡2지구 4단지 아파트 전기공사

 소화기사격장 등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수도권 남부저유소 전기·계장공사

 수원 호매실 C3BL 전기 및 소방공사

 수원호매실어울림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시립 보라매병원 신축 전기공사

 아셈회관 U.E.C 개축 전기공사

 어린이병원 시설 전기 공사

 에코시티자이(전북) 전기(일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전기공사

 영광컨트리클럽 건설 전기공사

 울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전기공사

 원주~강릉 복선전철 둔내~진부간 전력설비 신설공사

 의정부 장안 현대아파트 신축 전기공사

 의정부민락 호반베르디움 신축_전기공사

 자이더익스프레스2차 _ 전기

 전주 송천동 현대아파트 전기공사

 전주 에코시티 자이2차 전기공사

 전주 호성동·송천동 진흥아파트 전기공사

 전주월드컵 경기장 전기공사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확충 전기공사

 중앙고속도로 칠곡-다부간 전기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 전기공사

 춘천NHN도시첨단산업단지 전기

 태백~정선, 속초~간성 및 강릉~평창 주배관 전기공사

 하남 덕풍금호어울림 전기통신공사

 하남미사 A14BL 아파트 전기공사 20공구

 한솔제지 전주공장 PM7호기 초지 및 TMP전기공사

 행복도시 첫마을 A1BL 아파트 전기공사

 현대스포렉스 신축 전기공사

 화순 전남대병원 신축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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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2.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대호전기(주)

 2011. 04.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상명이엔씨(주)

 2015. 12.  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대호전기㈜

 2012. 05.  골프텔 Good Stay 선정 : 영광컨트리클럽

 2012. 08.  한국 10대 퍼블릭 골프장 선정 : 영광컨트리클럽

 2017. 12.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인증서 : 영광컨트리클럽

 2013. 11.  HACCP 적용업소 인증 : 대호유통(주)

 2014. 07.  국립 수산물품질인증 : 대호유통(주)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 대호유통(주)

 2015. 06.  전라남도 남도미향 인증 : 대호유통(주)

 2016. 06.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 대호유통(주)

 2019. 04.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상명이엔씨㈜

■ 발전사업(원자력·화력·태양광·연료전지外 )

■ 인증현황

주요실적 및 진행공사 현황(3)

광양 복합발전설비 3차·4차 전기공사

광주 수완지구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성공사(18.7MW)

군산시폐자원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사업

대호태양광발전소전기공사

새만금 집단에너지시설공사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건설 전기공사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동력설치

영광굴비공장태양광 발전사업

신보령 화력 탈황설비 전기계장공사

신보령1,2호기기전공사(충남)

여천 금호석유화학열병합발전소전기·계장공사

조선대 ESS 구축사업

포천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

하동화력 7·8호기 석탄 취급설비 전기공사

한빛원자력 3·4·5·6호기 건설 전기공사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전기계측제어공사)

■ 발전사업추진현황

고흥 해창만호 95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농어촌공사 수면임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태안 이원호 46MW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영광 봉남리 15MW 육상태양광발전사업

다산그린에너지 39.6MW 연료전지 발전사업

청주 39.6MW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산나눔에너지 30MW 연료전지 발전사업

WTE목포 22MW 자원화 발전사업

■ 특허현황

비트 신호를 이용한 PWM 스위치 제어 장치(특허번호 제10-1912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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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 완료현황

개발사업(Development Project)

대호빌딩

영광컨트리클럽

영광 수산물 가공센터

대호사옥

전주에코시티더샵2차(10BL)공동주택
전주에코시티리빛타워근린생활시설

■ 개발 사업 진행현황

광주광역시 수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전주 인후 더샵 공동주택사업

광주 2단계 민간공원(운암산공원)조성 특례사업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광주 1단계 민간공원(봉산공원)조성 특례사업

전주 ㅇㅇ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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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기 신·재생에너지사업
DAEHO ELECTRIC New Renewable Energy Business

대호전기 베트남 해외사업
DAEHO VIETNAM Overse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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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H(Vehicle to Home)]

√ V2H 기능을 갖는 양방향 PCS 개발

√ 가정용 ESS, PV 및 전기차 등의 에너지 제어

√ 차량 및 가정의 전력시스템 전력 교환 기술

√ 차량용 전력변환기, ESS용 양방향 전력변환기, 

MPPT 컨버터, Hybrid type 인버터

[조선대 캠퍼스 7MWh급 ESS 구축 사업(총 사업비 45억원)]
3.5MWh급 리튬이온 배터리 컨테이너 2동, ESS용 PCS 2MW, LVDC 배전선로
50kW급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2기, 7kW완속 전기충전기 10기 설치

[LVDC 배전망 안정화 시스템 사업]

√ LVDC 배전계통 안정화를 위한 125kWh급 BESS 개발

√ LVDC 배전 부하단의 전압변동 문제 해소

√ 양방향 50kW급 DC/DC 컨버터 개발

√ LoRa 연계를 통한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

[DC배전을 통한 무효전력 보상 시스템 사업]

√ 무효전력 보상이 가능한 양방향 AC/DC PCS 개발

√ 독립형 LVDC 배전 시스템 통합운전 스퀀스 개발

√ 산업용 다중전압 지게차 충전기 개발

√ 실시간 전력제어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및 전력품질 개선

대호그린에너지 사업 분야
DAEHO GREEN ENERGY SI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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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O ELECTRIC CO.,LTD.

▪ 설 립 일 : 1980년 11월 20일

▪ 시공능력평가액 : 118,357백만원(전기공사업)

▪ 신용평가등급 : A, 현금흐름등급 : A (이크레더블 제공) 

▪ 사업종목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지능형전력망사업｜부동산임대업

신재생에너지사업｜전기자재 및 전기기기 제조판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홈페이지 : http://www.dhet.co.kr

DAEHO TOURIST DEVELOPMENT CO.,LTD.

▪ 설 립 일 : 2001년 09월 01일

▪ 사업종목

운동시설(골프장) 운영업｜펜션,리조트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식음료판매업

▪ 그랜드오픈 : 2008년 9월 8일

▪ 정규 18홀 (대중제)- Par 72 (6,410m / 7,010yds)

▪ 클럽하우스,  골프텔,  세미나실,  프로샵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westoceancc.co.kr/ 

DAEHO TRADING & DISTRIBUTION CO.,LTD.

▪ 설 립 일 : 2014년 05월 28일

▪ 사업종목

수산물가공·제조업 ｜ 굴비,  수산물,  식자재 도소매

악기 도소매 ｜ 악기 수리 및 렌탈

무역업·전자 상거래업 ｜ 전기자재 도소매

▪ 공장준공 : 2013년 5월 16일

▪ 홈페이지 : http://dhemall.com

가 족 사(1)

대호전기(주)

대호관광개발(주)

대호유통(주)

▪ 설 립 일 : 2017년 11월 23일

▪ 사업종목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력절감장치 및 자동제어기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에너지 절감 ESS 구축 및 운영(조선대 ESS 7MWh 운영중) 

DAEHO GREEN ENERGY.CO.,LTD.

대호그린에너지(주)

▪ 설 립 일 : 2018년 12월 12일

▪ 설립지역: 베트남 호치민시

▪ 사업종목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수입(자재) 면허

▪ 동나이 OT 자동차 공장 전기공사

DAEHO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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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CONSTRUCTION CO.,LTD.

▪ 설 립 일 : 1994년 10월 08일

▪ 시공능력평가액 : 34,068백만원 (토건)

▪ 신용평가등급 : BBB+ (이크레더블 제공)

▪ 사업종목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부동산 개발업

SANGMYUNG E&C CO.,LTD.

▪ 설 립 일 : 1990년 02월 17일

▪ 시공능력평가액 : 13,118백만원 (전기공사업)

▪ 신용평가등급 : BB+ (이크레더블 제공)

▪ 사업종목

전기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SANGMYUNG DEVELOPMENT CO.,LTD.

▪ 설 립 일 : 2009년 04월 16일

▪ 시공능력평가액 : 1,063백만원 (전기공사업)

▪ 사업종목

전기공사업｜부동산임대업 ｜ 부동산개발 및 공급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SANGMYUNG ECO DEVELOPMENT CO.,LTD.

▪ 설 립 일 : 2015년 06월 09일

▪ 사업종목

주택건설사업｜부동산개발 및 공급, 임대업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전주 에코시티 더 샵 시행

상명건설(주)

상명이엔씨(주)

상명개발(주)

상명에코개발(주)

가 족 사(2)

SANGMYUNG D&C CO.,LTD.

상명디엔씨(주)
▪ 설 립 일 : 2018년 06월 08일

▪ 사업종목

부동산 개발 및 공급 ｜ 주택건설

▪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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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3)

Yangsan Nanum Energy CO.,LTD.

▪ 설 립 일 : 2018년 04월 18일

▪ 사업종목

경북 양산시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산나눔에너지(주)

▪ 설 립 일 : 2018년 06월 12일

▪ 사업종목

경기 남양주시 연료전지 발전사업
Dasan GREEN ENERGY.CO.,LTD.

다산그린에너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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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위 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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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위 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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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기㈜

대호영광굴비

영광컨트리클럽대호관광개발㈜

대호유통㈜ 상명개발㈜

상명이엔씨㈜

상명건설㈜

상명에코개발㈜

대호전기(주)

대호유통(주)

대호관광개발(주)

대호그린에너지(주)

양산나눔에너지(주)

다산그린에너지(주)

DAEHO VIETNAM

상명건설(주)

상명이엔씨(주)

상명개발(주)

상명에코개발(주)

상명디엔씨(주)

WEST OCEAN 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