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주요공사 실적현황(전기공사업)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금호시영아파트현장 기구 취부 및 판넬설치공사

대주건설주식회사

1992.09-1993.12

금호시영아파트 현장 배관, 배선공사

대주건설주식회사

1992.09-1993.12

한전전남지사

1993.01-1993.12

대주건설주식회사

1993.07-1994.03

첨단과학산업단지 1-2공구 배선간선공사

한전전남지사

1994.07-1995.11

광주직할시 북구 의료보험조합 청사신축

북구의료보험조합

1994.09-1995.12

광주운남주공아파트 전기공사

대한주택공사

1994.10-1997.02

목포 연산주공아파트 전기공사

대한주택공사

1994.11-1996.06

㈜송산

1995.09-1996.11

광천남화 APT 전기공사

남화토건㈜

1996.05-1997.08

설월빌딩 신축 전기공사

설월빌딩

1996.08-1996.08

동신전문대

1997.04-1998.05

남구청

1997.06-1998.02

한전광양지점

1998.01-2000.01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C동 신축전기공사

목포대학교

1998.03-1998.08

동신대학교 강의동 신축공사중전기공사

동신대학교

1998.03-1999.03

대전합숙소 주거환경 개선아파트

대한주택공사

1998.03-2000.03

부평전화국 병행 통신구 전기공사

한국통신 건설단

1998.07-1999.01

발전1,2기 DCS 설치공사 1식

포스콘

1998.09-2000.12

상반기 노후불량 설비대체공사

신강진전력소

1999.03-1999.07

93년 공량단가 계약

클럽하우스현장 전기공사

삼각동그린타운신축 전기,통신공사

동신전문대 보건관 신축 전기,통신공사

남구청 보건소 신축 전기공사

98년도 일반단가 계약공사(광양지점 2지역)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LPG정압기지 전기계장공사

㈜포스콘

1999.05-1999.12

제1공학관 증축공사(전기)

동신대학교

1999.12-2000.12

한국담배인삼공사

2000.01-2000.07

충북대학교 약학연구동 신축전기공사

충북대학교

2000.03-2000.09

동신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타 증축공사

동신대학교

2001.07-2001.10

광양 화성 BETP 악취제제거설비 설치공사

포스코개발㈜

2001.10-2002.05

동신대학교부속 목포한방병원 신축공사

동신대학교

2002.05-2003.09

강의동 냉,난방설비 및 전기공사

동신대학교

2002.07-2002.09

한국전력공사

2002.09-2002.10

동신대학교 첨단강의동 신축공사

동신대학교

2002.10-2003.08

동신대학교 첨단강의동 신축공사

동신대학교

2002.10-2003.08

동신대학교 부속 서울한방병원 신축 전기공사

동신대학교

2003.02-2004.07

화성설비 PUMP류 교체전기공사

포철기연㈜

2003.03-2003.08

동신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공사(전기,소방)

동신대학교

2003.09-2004.11

한전광양지점

2004.01-2005.12

㈜포스코

2004.10-2005.04

인문관 전기실외 보수공사

동신대학교

2005.06-2005.08

동신대학교 정문광장조성 공사(전기)

동신대학교

2005.06-2005.08

담양 다이어스티C.C 조성공사 옥외 전기공사

대주건설㈜

2005.07-2006.06

목포청호중학교급식실증축전기공사

목포교육청

2005.10-2006.02

전주물류창고 신축 전기공사

신안 자라도1~4호 안전도미달 철탑 보강공사

광양지점 저압단가공사

광)1~고로 정립광 SCREEN 설치 전기공사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1제강 잔류용강 재활용(POS-LEAD)설비 신설공사

(주)포스코

2005.11-2006.01

담양C.C 클럽하우스 전기,통신공사

대주건설㈜

2005.12-2007.02

(광양)통합공정 분석시험실설치 전기(공사)

(주)포스코

2006.03-2006.06

담양다이너스티C.C조성공사 홀내 전기라인 추가공사

대주건설㈜

2006.05-2006.09

2006년 하계방학중 전기시설및조명등보수공사

동신대학교

2006.06-2006.08

국방부 육군본부

2006.07-2007.10

대주건설㈜

2006.07-2009.01

대호관광개발(주)

2006.08-2008.07

한전전남지사

2006.10-2009.04

동신대학교

2007.01-2007.02

2007년도 함평지점 고압 A공사

한전함평지점

2007.01-2008.12

전기설비 보수공사(전기공학과)

동신대학교

2007.02-2007.02

광양S/S중마-골약D/L 부하전환능력 보강공사

한전광양지점

2007.02-2007.06

수완지구 11-2블럭 중흥S클래스 신축 전기공사

중흥건설(주)

2007.02-2009.05

목포시청

2007.03-2009.06

수완지구12-5블럭 대주피오레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대주건설㈜

2007.05-2009.03

수완지구8-2블럭 대주피오레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대주건설㈜

2007.05-2009.12

학생생활관3 신축공사(전기,소방,통신)

동신대학교

2007.07-2008.03

3층 중앙주사실 이전 및 기타 전기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7.12-2008.02

한전함평지점

2007.12-2008.07

31사단 93연대본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

천안 불당동 트윈팰리스 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영광 오션C.C 전기,소방공사(대중18홀)

양산지구 진입도로개설 지장전주이설공사

동계방학중 보수공사(전기)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공사(전기)

학교 월산리 대선제분 3,500kW 신규공사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주)포스코

2008.01-2008.06

병동 및 외래부 공간재배치에 따른 전기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03-2008.06

3층 중앙수술실 증설(1룸)전기 및 기타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05-2008.07

동신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

동신대학교

2008.06-2009.11

본교 시설물 전기 보수공사

동신대학교

2009.01-2009.02

동측배후 3단지 배전케이블 신설공사

한전광양지점

2009.01-2009.02

2009년도 함평지점 저압공사

한전함평지점

2009.01-2010.12

동신대학교

2009.02-2009.0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9.06-2009.11

천운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공사

천운농협협동조합

2009.11-2010.02

낙동강 살리기 36공구(강동분)

경상북도

2009.11-2012.12

전자정보공과대학 1층 증축 전기공사

조선대학교

2009.12-2010.03

교직원 및 학생식당 신축 전기공사

조선대학교

2009.12-2010.08

낙동강 살리기 36공구(예천3, 의성3지구)사업

경상북도

2009.12-2012.1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주차장 증축전기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0.04-2011.0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주차장 증축공사 전력공사

(주)대원

2010.04-2011.08

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 전기설비 보수공사

동신대학교

2010.06-2010.08

(광양)3냉연 1CAL 소둔로 조명설비 개선교체(공사)

동신대학교 문화재관리동 신축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토모치료실 증축 전기공사

2010학년도 하계방학중 보수공사(전기,소방)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신축공사-전기

사내 통합 관제센터 조성

동신대학교

2010.06-2010.08

강원대학교병원

2010.06-2012.12

LG이노텍(주)

2010.07-2010.09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의료장비(PET, CT)도입에 따른 공간재배치 전기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0.08-2010.11

신마항건설공사 임시동력

지에스건설주식회사

2011.04-2011.06

신한벽지(주)송마리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현대비에스앤씨(주)

2011.04-2011.09

전라남도교육청

2011.06-2011.10

조선대학교

2011.07-2011.09

영광원자력본부

2011.08-2011.12

대호관광개발(주)

2011.10-2012.08

전북대학교병원

2011.12-2014.01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2012.06-2012.09

장흥군청

2012.06-2014.10

동신대학교

2012.07-2012.08

영광 굴비가공 창고 신축공사

대호관광개발(주)

2012.09-2013.04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가설건물 전기공사

현대산업개발(주)

2012.10-2012.12

조선대학교병원

2012.10-2013.04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2.12-2013.03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2013.01-2014.12

동신대학교

2013.03-2013.03

영광군청

2013.03-2013.11

현대산업개발(주)

2013.03-2015.02

대진종합건설주식회사

2013.04-2013.10

염산초 교직원 연립사택 개축 전기공사

조선대학교 주변전소 전력용량 증설공사

교육훈련센터 환경개선 전기공사

영광C.C 조명탑 추가설치 전기공사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전기공사

서해안선 몽탄2,3터널 거리유도표시등 설치공사

장흥 석대들 전적 성역화사업 전기공사

2012학년도 여름방학 중 보수공사(전기)

응급환자병동 및 혈관촬영실 증축공사(전기)

산학협력관(바이오매드)개보수 전기 및 기타공사

2013년도 영광지사 고압C공사

본교 체육시설 조명타워 전기공사

백수 주민건강취미생활센터 신축 전기공사

군산 미장지구 A2BL 접지공사

산정동 해바라기 유치원 신축공사

공사명

발주처명

공사기간

영광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공사

전라남도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2013.06-2014.12

한빛본부 사택 정문경비실 신축 전기공사

한빛원자력본부

2013.08-2014.01

대방건설(주)

2013.09-2013.1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3.09-2013.12

서석동420-3, 지산동502-1 외1 상가신축(전기) 공사

조선대학교

2013.10-2014.03

백학학사(여학사) 식당 증축 전기공사

조선대학교

2013.11-2014.03

한빛본부 본관사옥 증축 전기 및 소방공사

한빛원자력본부

2014.07-2014.11

법성고 수전설비 전기공사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2014.11-2015.01

가재울 4구역 접지공사

현대산업개발(주)

2013.05-2015.12

부산명륜2차 I PARK접지공사

현대산업개발(주)

2013.09-2015.11

음암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전기공사)

음암농업협동조합

2015.05-2015.08

중흥토건(주)

2013.07-2016.02

담양농업협동조합

2015.10-2015.12

한국전력공사

2013.01-2014.12

현대산업개발(주)

2015.04-2015.04

1,2,3년차하자종결처리하자보수공사(전기)

영상검사실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7블럭 중흥S클래스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
담양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 창고 신축공사
(전기,소방공사)

2013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영광지사 고압C공사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조발대교 주탑 기초
피뢰접지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