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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개 요

상 호 남명건설 주식회사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72, 202호(마천동, 남명프라자)

대 표 이 사 이 병 열, 이 동 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09-81-46379

법 인 등 록 번 호 194211-0046103

회 사 설 립 일 자 2001년 2월 19일

직 원 수 99명

납 입 자 본 금 26억

면 허 사 항

토목건축공사업(제 17-0211호)

조경공사업(제 17-0044호)

전기공사업(제 경남0173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 2016-02-00172호)

주택건설업(경남-주택2015-0036호)

부동산개발업(경남110005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제 17-0050호)

기계설비공사업(창원진해2021-10-01)

시 공 능 력 평 가 액

토 목 건 축 공 사 업 : 101,585백만원

토 목 공 사 업 : 67,990백만원

건 축 공 사 업 : 83,094백만원

조 경 공 사 업 : 30,661백만원

전 기 공 사 업 : 679백만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714백만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28,384백만원

기계환경설비공사업 : 2,303백만원

인 터 넷 홈 페 이 지 www.nmcon.co.kr

전화번호 / FAX 055-312-4007 / 055-312-8815



회 사 연 혁

▶ 2001. 02.  ㈜디엔씨 종합건설 법인설립(자본금3억원)

03.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제 17-0186호)

▶ 2002. 02.  남명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03.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제 17-0403호)

12. 자본금 증자(자본금 20억원) 

▶ 2004. 04.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경남-주택2004-0021호)

▶ 2005. 01.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제 17-0044호)

12.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취득

12.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취득

▶ 2006. 03.  문화재수리업 면허 등록(제 01-17-0008호)

11.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제 17-0211호)

▶ 2010. 07. 본사 이전(경남김해시대청동→ 경남창원시진해구마천동)

▶ 2011. 03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경남110005호)

▶ 2013. 08. 본사 이전(경남창원시진해구마천동→ 경남김해시대청동)

▶ 2015. 02.  대표이사 이병열 취임

▶ 2016. 03.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제 2016-02-007172호)

07.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제 경남01738호)

▶ 2017.03.  자본금 증자(자본금 22억)

▶ 2018. 04. 본사 이전(경남김해시대청동→ 경남창원시진해구마천동)

▶ 2020. 01. 대표이사 이동환 취임

▶ 2020.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제 17-0050호)

▶ 2020. 08. 한국남동발전㈜외 4개 발전사 정비적격기업 인증서 취득(공조설비외 12개 품목)

▶ 2020. 09. 기업부설연구소 개소

▶ 2020. 12. 자본금 증자(자본금 26억)

▶ 2021. 0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창원진해2021-10-01호)

▶ 2021. 04.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



조 직 도

기업부설연구소

비서실

관리총괄

서울지사

민간영업팀

경영기획

대 표 이 사 회 장

대 표 이 사 사 장

영업본부

해외사업팀

현장

토목공무팀

조경팀

현장

영업/공사총괄

건축공무팀

실내건축팀

기계설비팀

전기/소방팀

A/S팀

공사준비팀

주택건축본부 토목조경본부

재무팀기획조정실 안전본부

안전보건관리팀

품질환경관리팀

기획총무팀 문화예술팀

외식사업팀

공공영업팀

개발사업팀분양자산운영팀

문화예술외식사업부

플랜트사업본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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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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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함안군지부 증축공사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01.12~02.06 317

지상2층, 

연면적 530.76m2

금영빌딩 신축공사 자체공사 01.07~02.01 1,600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 2,577m2

한성빌딩 신축공사 태경산업(주) 01.08~02.07 2,431
지상6층,지하1층

연면적 3,853m2

양정초등학교 신축공사 거제교육청 01.09~03.02 2,967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9,130.56m2

남명프라자 신축공사 자체공사 02.05~03.09 4,800
지상10층,지하2층

연면적 7,904.67m2

남명플럼빌리지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남명산업개발(주) 02.06~04.04 19,800

지상18층,지하2층, 

5개동498세대

연면적 52,743.15m2

아모르빌딩 신축공사 (주)디에이스틸 02.06~03.05 2,750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4,917.54m2

진해웅동남명프라자

신축공사
남명산업개발(주) 03.05~04.04 2,156

지상5층,지하2층 연면적

3,831.31m2

남명세비앙 신축공사 남명산업개발(주) 04.01~05.06 8,086

지상15층,지하2층

주상복합아파트64세대

연면적 12,965.61m2

041210시설공사

(3사단 병영개선본공사)
국방시설본부 04.08~05.12 5,788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7,743.09m2

진동농협신축공사 진동농협 04.11~05.08 1,550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3,708.01m2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통영해양경찰서 고현출장소

신축공사
통영해양경찰서 05.09~05.11 63

지상1층,

연면적 65.07m2

굿모닝빌딩 신축공사 조 봉 기 05.03~06.03 2,101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 4.676.32m2

통영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 진주의료원 06.05~07.05 3,418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5,857.46m2

공기 BG COVER 보관장 및

정비창고 CHIP 처리장
두산인프라코어 06.06~06.08 266

진-00사 영선공장 시설공사 해군중앙경리단 06.10~07.12 2,018
지상1층(5개동)

연면적 2,678.93m2

통영 삼성병원 신축공사 박 건 07.02~07.11 6,000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399.5m2

두산중공업담수현장사무실

및 테니스장보수공사
두산중공업(주) 07.06~07.07 324

지상1층

연면적 737.16m2

다사랑병원 신축공사 다사랑병원 07.06~08.01 3,333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26.24㎡

부산 - 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공사(4공구) 
(주)포스코건설 07.08~10.12 7,555

지상2층 연면적 9,462㎡

도서관정거장 외 4EA 

정거장

밀양농협 얼음골지점

신축공사
밀양농업협동조합 07.11~08.01 445

지상2층

연면적 799.77㎡

농협중앙회 문화동지점

신축공사
농협중앙회 08.01~08.08 888

지상4층

연면적 1,630.32㎡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안의농협 08.01~08.05 808

지상1층(3개동)

연면적 2,344.90㎡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진주시 08.05~10.06 13,180
종합경기장 및 부대시설

연면적 41,000㎡

다볕골복지원 신축공사
사회복지법인

다볕골
08.08~08.12 393

지상1층

연면적 379.41㎡

함읍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유소 신축공사
함읍농협 08.09~08.11 367

지상1층

연면적 514.72㎡

단조공장 CD-BAY 증축-

건축공사
두산중공업(주) 08.09~09.03 1,903 층고 45m

감암위판장 건축공사
감암위판장건립추

진위원회
08.10~09.02 434

지상2층

연면적 528.4㎡

2008 수산물

처리저장(냉동.냉장)시설

신축공사

남해군수협 08.12~09.06 1,223
지상2층

연면적 1,241.14㎡

부항다목적댐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10~12.02 5,574
부항다목적댐 건축공사

물문화관 및 부대시설

인천청라 자동 크린넷

설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0.11~11.06 3,104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491㎡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리모델링공사
국토해양부 10.11~10.12 109 지상2층

창원기숙사 2차 신축공사 두산중공업 10.11~11.02 434
Main gate 및 옥외 주차장

천창공사

창원교육지원청사 문서고

증축 및 기타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교육지원청
11.08~11.10 213

문서고증축(197.16㎡)/

창고증축(19.2㎡)/담장및

화단보수/내부환경개선

서면 더큐브 오피스텔

신축공사
(주)스카이 천경주 11.11~13.10 11,550

지하1층 지상21층

연면적 11,335.45㎡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Crimping공장 증축 및 밸런싱공장
자재보관장 신축공사

두산중공업(주) 11.10~12.04 358

김해시 삼계동 1511-5번지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최혜숙 12.01~12.07 550

양정동 씨티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주)한정 12.04~13.09 10,001
지하2층~지상17층
연면적 8,603.78㎡

산청약초시장신축사업(한방휴양
체험특화도시 조성사업)

경상남도 산청군 12.08~13.06 1,181
판매시설 3개동
연면적:1,220㎡

경해여중 교사동 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경해여자중학교

13.01~15.01 5,229
교사 개축 및 증축
연면적:6,569.95㎡

김해중앙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재)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유지재단

13.04~14.12 19,000
종교시설

연면적 : 18,914.9㎡

경남은행 BPR센터 구축공사 (주)경남은행 13.05~13.07 2,350
금융시설

연면적 : 2,914.04

도남사회복지관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부문)

도남사회복지관 13.05~13.09 264
복지시설

연면적 : 21,281.71㎡

휴천보건지소 신축공사 함양군 보건소 13.05~13.11 365
복지시설

연면적 : 323.29㎡

부산대학교 통합기계관
재건축공사

부산대학교 13.09~16.12 13,155
교육시설

연면적 : 22,997.99㎡

김해축협 하나로마트 장유점
신축공사(건축공사)

김해축산업협동조합 14.07~15.10 11,979
상업시설

연면적 : 14,404.52㎡

김해 무계 남명 더라우 아파트
택지조성 및 신축공사(1단지)

남명산업개발(주)
남명디앤씨(주)

14.08~17.02 72,292
지하2층~지상25층

521세대

김해 무계 남명 더라우 아파트
택지조성 및 신축공사(2단지)

남명산업개발(주)
남명디앤씨(주)

14.08~17.02 41,088
지하2층~지상23층

303세대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미주 프라자 신축공사 무결크리에이티브(주) 15.06~16.09 5,754
지하2 ~지상9층

연면적 : 7,033.91㎡

김해제일교회 체육관

신축공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15.07~16.02 1,295

종교시설

연면적 : 1,150.39㎡

대저농협 공항지점

신축공사

(건축,소방공사)

대저농업협동조합 16.10~17.04 1,930
지하1층 ~ 지상 2층

연면적 : 1,998㎡

인제대학교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

인제대학교 17.01~17.10 7,920
지하1 ~ 지상7층

연면적 : 6,931㎡

남원 노암 남명 더라우
아파트

택지조성 및 신축공사
남명산업개발㈜ 17.05~19.12 116,967

지하1층~지상25층
752세대

영산농협 농산물
저장창고

신축공사(건축토목공사)
영산농업협동조합 17.07~17.09 920

영산농협 지상1층 창고2동
연면적:1324.8M2

평택 누림 파이안
신축공사

누림씨앤씨 17.07~19.03 10,230 지하2층~지상18층

김해수학체험센터구축
리모델링 전기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17.08~17.11 56

남해군수협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소방공사

수협중앙회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18.03~19.03 604
수협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828.72m2

야음동 789-
14근린생활시설

㈜뉴욕파이낸셜그룹 18.04~19.09 14,850

울산야음동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15,673.80m2

양산고등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18.04~18.06 128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하북농협 종합청사
본점 및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하북농업협동조합 18.05~19.01 4,080

공항마을 리베르하임
주상복합 신축공사

㈜만풍건설 18.06~21.02 31,662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 25,797.16㎡

거제농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

신축공사

거제농업협동조합 18.11~19.06 3,485

[하나로마트]지상 2층

연면적 : 2,334.00㎡

[경제사업장]지상1층

연면적 : 853.00㎡

마산항 제4부두
운영건물

신축공사(전기)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9.03~19.09 383

남해군 다목적
문화공연장 조성공사

경남 남해군 19.07~19.09 506

부산 서구 부용동
남명더라우 주상복합
신축공사(52세대)

㈜삼우크리에이트 19.09~21.01 6,820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 5,034.49㎡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신축공사

신촌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42,587
지하1층~지상22층(3개동)

연면적 : 36,643.52㎡

울산 신정동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주식회사 엠비케이 19.09~20.12 11,382
지하1층~지상19층

연면적 : 8,552.6978㎡

지리산고등학교 급식소
증축및개축 건축공사

경남 산청군 19.09~20.01 434
지상1층

연면적 : 205.25㎡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축공사
부산항만공사 19.10~22.12 41,826

지하3층~지상2층
연면적 :23,518.99㎡

인산가 숙박시설
증축공사

주식회사 인산가 19.12~21.01 7,666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3,419.09㎡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김해 율하2지구
NSQUARE 신축공사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20.03~20.12 15,000
지하2층~지상9층
연면적 : 4,419.92㎡

진주실내체육관

소방설비 정비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20.04~20.07 191

함안 남명더라우아파트

택지조성 및 신축공사

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20.06~23.02 144,442

지하2층~지상27층
연면적 : 129,053,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동

신대리 복합빌딩

택지조성 및 신축사업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20.09~24.09 341,296
지하5층~지상47층
연면적 :75843.66㎡

서울 용답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게키디엘씨앤씨 20.07~22.07 2,220 연면적 :5,135.52㎡

하동군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사업

소방공사

경상남도 하동군 20.09~21.09 290

하동 광평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22.11 12,138 연면적 : 6,078,74㎡

서울 오금지구 근생시설

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한솔공영 주식회사 20.10~22.01 9,240 연면적 :7,953.88㎡

영종하늘도시 주차타워

신축공사
㈜동오산업개발 20.11~21.10 15,994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공간건축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20.12.~23.06 24,282 연면적 : 21,776.30㎡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둔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에스티네트웍스
주식회사

21.04~22.07 8,653 연면적 :6,844.15㎡

제주시 일도일동 1279-5
주싱복합 신축공사

주식회사 드레임디앤씨 20,779 연면적 :11,787.78㎡

칠서정수장 활성탄

보관창고 신축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21.06~21.09 257

효성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청담에스티건설 16,500 연면적 :23,619.428㎡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토목건축공사

농어촌 공사 22.02~22.11 910 연면적 : 6,844.15㎡

남양주시 다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삼성프라임산부인과의
원

22.02~23.06 10,450 연면적 : 5,927.12㎡

평택시 비전동 833-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비전12 22.01~24.04 13,641 연면적 :9,301,59㎡

서초동 1304-4 
신축공사(총괄)

㈜공간더하기 22.06~24.05 5,823 연면적 :2,573.73㎡

신현농협 장평동지점
신축공사

신현농업협동조합 22.01~22.12 9,410 연면적 : 16,633.49㎡

진주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주식회사 청경 22.01~23.02 15,498 연면적 :16,633.49㎡

창원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택지조성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현대힐스테이트

마크로엔)

대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22.07~25.01 53,600
연면적 : 52,342.70㎡
공동주택 951세대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규 모

부산 해운대
골든튤립호텔 리모델링

사업
나인테일 22.12~23.09 33,000 연면적 :23,740,77㎡

김해대청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대청고등학교

22.12~23.02 870 -

창녕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경상남도교육청
창녕고등학교

22.02~23.03 190 -

고성 남명 더라우
임대주택 신축공사

남명아이씨씨 주식회사 23.03~25.09 105,136

공사실적현황(건축)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갈화어장진입로(어서리끝)공사 남해군 06.01~06.07 170

함안 운곡진입도로개설공사 함안군 06.06~07.01 100

농협경남지역본부보도블럭교체 농협중앙회 06.07~08.30 25

농협경남지역본부정문배수설비 농협중앙회 06.08~09.31 30

칠서지방산업단지신설도로조성공사
칠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07.02~07.06 470

생초도시(체육)공원조성사업 산청군 07.02~08.02 1,127

칠서지방산업단지내 사면정비공사
칠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07.04~07.07 293

통영삼성병원토목공사 박 건 07.02~07.11 258

양산소토리 MOT외 10개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소기업산업연구원 08.01~08.06 1,615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1공구)
한국도로공사 08.11~15.12 9,219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경상남도 08.12~11.12 2,191

신리1도로 굴곡개량공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09.03~10.06 295

광려천 수해복구공사 경상남도 09.11~10.01 117

공사실적현황(토목)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어은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10.04~12.04 2,024

태곡 일반산업단지 택지조성 태곡사업단 08.06~13.03 14,000

가야육종(주)산청GGP농장 토목 및

사무실 신축공사

가야육종(주) 

산청종돈장
10.12~11.06 400

황점도로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11.06~11.12 240

창녕부곡 청암마루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동방개발주식회사 11.08~12.03 1,150

서면 더큐브 오피스텔 신축공사 주식회사 스카이 11.11~13.10 1,586

내서 수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11.10~11.12 36

국도 59호선 홍계17지구

위험지역정비공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11.10~12.04 280

원량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
경상남도교육청

통영교육지원청
12.10~13.02 268

주촌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경남 김해시 13.10~14.01 64

화목3통 용배수로 정비공사 경남 김해시 14.03~14.05 114

거제 궁농 연안 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경남 거제시 14.05~18.04 4,738

부곡온천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경남 창녕군 14.06~15.12 625

당항포관광지 중심지역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경남 고성군 14.08~14.10 260

진동-마산간 국도건설공사(4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12~16.09 11,928

외덕사거리~서희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남명산업개발㈜ 18.02~18.07 420

공사실적현황(토목)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흥동지구 농업용수관로 매설공사 경남 김해시 18.03~18.06 148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2단계)
경상북도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18.11.~21.03 2,721

주진흥등지구

연결도로 개선공사
경남 양산시 19.06~21.06 1,496

사남 우천숲~용소 간 산책로

설치공사
경남 사천시 20.04~21.04 205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경남 거제시 20.07~23.07 12,138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남 고흥군 20.08~23.08 10,964

산양 대항(추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괄 및 1차분)

경남 통영시 20.10~23.09 2,374

용태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경상남고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0.12~23.05 5,057

대가야문화물길(회천) 정비사업(1차) 경상북도 고령군 21.03~24.02 9,342

남해선 33.1K(순천) 등 3개소

방음시설 설치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21.10~21.12 1,109

영흥 연료하역부두 펜더 설치조건부

제작구매
한국남동발전㈜ 21.09~22.02 444

국도3호선 거창 상림지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1.11~22.02 254

양산시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한국환경공단 22.12~25.06 19,107

공사실적현황(토목)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PKGI1 

부지정지 공사
에쓰오일(S-OIL)(주) 23.01~24.06 73,138

공사실적현황(토목)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회성동공한지녹지조성공사 경남 마산시 05.05-05.07 122
지상2층, 

연면적530.76m2

남명세비앙 조경공사 남명산업개발(주) 04.01~05.06 161

진전면거락숲휴양시설조성공사 경남 마산시 06.10~07.01 249

칠서지방산업단지내 사면정비공사
칠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07.04~07.07 576

칠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면 및

도로정비공사

칠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07.06~07.08 97

내이제방도로 보도 설치공사 경남 밀양시 07.12~08.12 211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경남 진주시 08.03~09.03 886

화개 벚꽃길 데크로드 조성사업 경남 하동군 08.04~08.06 23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공원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08.04~08.07 290

합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경공사 경남 합천군 08.12~09.06 368

신어천 어방교 분수 조성공사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09.12~10.07 184

학교 쉼터 녹화사업
창원시

공원사업소
10.10~10.11 40

의병 도시숲 조성사업(2차년도) 경상남도 의령군청 11.03~11.05 430

함안칠원(국임656호)조경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10~12.07 2,122

불모산지구연결고가도로

녹지조성공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12.12~13.02 168

공사실적현황(조경)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궁항마을 조성공사

지리산권관광

개발조합
13.01~14.02 806

하동군 타운투어리즘 존 조성공사
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
14.03~14.08 602

부곡온천 테마산책로 조성사업(2차) 경남 창녕군 15.02~16.04 695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15.02~15.08 139

2015년 명상숲 조성사업(금산초교) 경남 김해시 15.05~15.06 51

거제 궁농 연안 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경남 거제시 15.10~18.04 479

해양플랜트 연구원

환경정비사업(조경 및 소공원 조성)
경남 하동군 16.11~17.02 610

2017년 어방녹지대 꽃무릇 식재 및

관수시설공사
경남 김해시 17.04~17.05 119

2017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17.09.08

~17.11.06
156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정비공사 경남 사천시 18.05~18.11 397

남망산 한려수도 조망 산책로

정비사업
경남 통영시 19.09~19.12 429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목조경)
경남 고성군 19.09~21.03 359

공사실적현황(조경)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 고

특색있는 메기들공원 조성공사 경남 양산시 19.10~19.12 292

공사실적현황(조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남명플럼빌리지 아파트(498세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남명세비앙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인천청라 자동 크린넷 설치공사



경해여중 교사동 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부항다목적댐 건설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김해중앙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서면 더큐브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양정 시티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산대학교 통합기계관 건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김해축협 하나로마트 장유점 신축공사

경남은행 BPR센터 구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김해제일교회 체육관 신축공사

김해 무계 남명 더라우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부산 명지 미주프라자 신축공사

대저농협 공항지점 신축공사(건축, 소방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인제대학교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

남원 남명더라우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서구 부용아파트 재건축 공사

열방교회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하북농협 본점 신축공사

하북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거제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평택 누림파이안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야음동 789-1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항마을 리베르하임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울산 신정동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함안 남명더라우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김해 율하2지구 NSQUARE 신축공사



평택 비전동833-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오금지구 근린생활시설 메디컬상가 신축공사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토목건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대전 둔산동 근린생활시설



영종하늘도시 주차타워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하동광평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용답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공간건축



거제 신현농협 장평동지점 신축공사

진주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남양주시 다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초동 오피스텔

공사실적 조감도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실적 조감도

제주시 일도일동 주상복합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동 신대리 1973번지 복합빌딩 신축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생초도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실적 조감도



거제궁농연안 여가휴양시설조성공사

어은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조성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담양성산간 고속국도109 건설공사

부곡 그린힐(전원주택)

공사실적 조감도



진동-마산간 국도건설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외덕사거리~서희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



흥동지구 농업용수관로 매설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주진흥등지구 연결도로 개선공사



2017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거제궁농연안 휴양시설 조성사업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정비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부곡온천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국임 칠원아파트 조경

공사실적 조감도

생초도시(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어방녹지대 조경공사

공사실적 조감도



기술자보유현황

분 야 기술등급 자격인원 비 고

건 축 분 야

기술사 1

특급기술자 9

고급기술자 5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9

토 목 분 야

기 술 사 1

특급기술자 4

고급기술자 7

중급기술자 5

초급기술자 2

조 경 분 야

특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안 전 분 야

고급기술자 2

중급기술자 0

초급기술자 4

기 계 분 야 초급기술자 0

소 방 분 야
특급기술자 1

보조기술자 4

전 기 분 야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2

계 6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수 상 내 역

 대통령 산업포장(2015.06.30)

 대통령 표창(2012.06.27)

 국무총리 표창(2008.06.27)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22.06.29)

 경남도지사 표창(2021.12.20)

 경남도지사 자랑스러운 건설인상(2011.12.31)

 문화재청장 감사패(2007.11.27)

 국가보훈처장 표창(2004.06.28)

 대한전문건설협회 공로패(2010.12.01)

 김해상공회의소 경영부분 장려상(2005.11.29)

 김해세무서장 표창(2005.03.03)

 건설교통부장관 표창(2회)

(2002.07.19)(2005.06.29)

 대한주택공사 내장부문 표창(3회)

(2004.03.22)(2007.04.03)(2009.03.30)

 경남메세나협회 문화경영상(2019.12.04)



수 상 내 역



수 상 내 역



수 상 내 역



수 상 내 역



수 상 내 역



수 상 내 역



시스템인증서



관리품목 인증품목 유효기간 인증기관

공조설비 HVAC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크레인&호이스트
Overhead

Crane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덕트&댐퍼 Air/Gas Duct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덕트&댐퍼 Damper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열교환기&콘덴서 Deaerator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파이핑 Steel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롤러&아이들러 Pully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취수설비 Travel Screen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전기집진기 Rapper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석탄취급설비 Guide Roller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전기집진기 Hopper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배관지지장치 Brace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공기압축기
Air Resevoir

Tank
2021.07.21~2024.07.21 한국남동발전외 4곳

정비적격기업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