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주요공사실적현황 - 건축공사

NO 공 사 명 발 주 처 공 종 공 사 기 간

1 용암중학교 급식소증축 및 기타 공사 청주시 교육청 건축 00.10~00.12

2 인평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부대 공사 경상남도 교육청 건축 02.05~02.07

3 이동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교사 연구실 증축공사 경남 남해교육청 건축 02.07~02.10

4 기존변전실 내부개수외 기타 공사 창원대학교 건축 02.08~02.09

5 충신교회 광주기도원 신축공사 충신교회 건축 02.08~02.12

6 임진초교 교사 신축공사 경기도 파주 교육청 건축 03.03~05.02

7 ㈜하미공장 신축공사 ㈜하미 건축 04.03~04.06

8 경상대학교 교육관외 1개동 화장실보수공사 경상대학교 건축 04.06~04.08

9 아주초등학교외 1원 (한아름 유치원) 시설공사 경상남도 거제 교육청 건축 04.07~04.11

10 다성솔파크 신축건축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건축 05.09~06.02

11 거창대성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거창대성중학교 건축 05.12~06.06

12 나주배원예농협 부덕동 선과장개축공사 나주배원예농협 건축 06.07~06.08

13 영광C.C 건설공사 대호관광개발(주) 건축 06.08~08.07

14 목포연산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전남목포교욱청 건축 06.12~07.02

15 영광C.C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대호관광개발(주) 건축 06.12~08.08

16 영광비상대책실 신축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건축 07.04~07.11

17 유달산 야간 경관 조명 전망대 설치공사 목포시청 건축 07.06~07.09

18 동광양중학교 교실 증축공사 전라남도광양교육청 건축 07.08~08.01

19 주경기장 의자교체 및 시설정비공사 순천시 건축 08.05~08.07

20 영광 2발전소 취수구 정비실 신축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축 08.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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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축공사 순천시 건축 09.02~09.12

22 사창유치원 신축공사 전남 장성교육청 건축 09.03~09.09

23 영광C.C 골프텔 신축공사 대호관광개발(주) 건축 09.10~10.05

24 영광군수협 수산물위판장 신축공사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

건축 10.10~11.06

25 영광군수협 수산물 도소매시장 신축공사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

건축 11.02~11.06

26 담양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건축기계
공사)설치사업

담양군 건축 11.03~11.07

27 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복지시설
건립공사

담양군 건축 11.07~12.01

28 노벨평화상 전시관 건립공사 전라남도 목포시 건축 11.08~12.11

29 옥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건축 기계)
설치공사

전라남도 곡성군 건축 11.10~12.01

30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건축 11.12~12.12

31 고양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건축 12.03~13.11

32 영광C.C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대호관광개발㈜ 건축 12.05~12.08

33 영광굴비가공창고신축공사 대호관광개발㈜ 건축 12.09~13.04

34 불갑초 유치원 화장실 증축공사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교육
지원청

건축 12.10~13.01

3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공사(파봉기) 경기도파주시 건축 13.03~13.07

36 영광C.C 보일러 설비공사 대호관광개발㈜ 건축 13.07~13.08

37 금일우체국 신축에 따른 건축공사 전남지방우정청 건축 13.07~13.12

38 한빛사택 정문경비실 신축공사 한빛원자력본부 건축 13.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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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광중 주차장(차고지 등)시설공사 전라남도교육청 건축 14.12~15.02 

40 완도금일수협 수산물(다시마)보관시설 신축
공사(건축)

수협중앙회
금일수산업협동조합

건축 16.06~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