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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회사연혁

CEO MESSAGE

HISTORY

안녕하십니까?

㈜대명기술단
대표이사 한동수입니다

㈜대명기술단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건축 분야의 전기·통신·소방·기계에 관한 설계 및

감리업무와 친환경 컨설팅, 건설사업관리(CM), 토목 감리 및 방재업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미래의 가치와 꿈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올바른 기업윤리와 경영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고객사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DAEMYUNG

DAEMYUNG

감사합니다.

03月 사옥 이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15

05月 소방시설 전문설계 및 전문감리업 등록
11月 사옥 이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3 (인계동)

2003년

2004년

06月 주식회사 대명전기기술단 설립
전기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전기 전문 감리업 등록

07月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2005년

04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09月 엔지니어링 신고종목

신고 종목 추가 (설비)

2007년

01月 소방시설업등록 (설계)

추가 (토질·지질)

2008년

2015년

03月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으로 상호 변경

소방시설업등록 (감리)

07月 전기 설계감리자확인증

2017년

02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18년

07月 해외건설업 등록

08月 성능위주설계 등록

2019년

02月 에너지진단기관 등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정보통신)

12月 전기 종합 감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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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조직도

COMPANY OVERVIEW

ORGANIZATION CHART

고객사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환경 본부

CM사업 본부

· 친환경 2팀

· 토목팀

DAEMYUNG

경영지원 본부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신용등급

BBB+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0, 시안프라자 6층

용인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 태중빌딩 301호

TEL 031-223-1943 FAX 031-223-1116
TEL 031-223-1943 FAX 031-223-1116

· 전기종합감리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성능위주설계

대명기술단

· 관리본부

한동수

· 전문설계업(전기)

신재생사업 본부

· 전략기획본부

회사명

사업분야

04

· 건축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정보통신, 설비, 토질지질)
· 친환경(에너지) 컨설팅

기업부설 연구소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설계 본부

· 전기설계 1팀 · 기계설계 1팀
· 전기설계 2팀 · 기계설계 2팀
· 전기설계 3팀
· 전기설계 4팀

· 건설사업관리(CM)

에너지진단 본부

DAEMYUNG

· 친환경 1팀

방재 본부

감리 본부
· 전기감리
· 통신감리

· 소방감리
· 기계감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
· 에너지진단기관

DAEMYUNG CONSULTANT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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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보유현황
보유현황
기술인력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EXPERTS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EXPERTS

02

회사현황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PARTNER
㈜대명기술단

40

60

설계

명

감리 / CM

명

13
친환경

련

서

경영지원

명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

숙련된 기술자와 축적된 기술력!

류

자격현황
기술사

산업
기사

DAEMYUNG CONSULTANTS CO., LTD.

명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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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21

기사

기타

자격현황

※ 단위 : 개

1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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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중급

95
23

고급

초급

※ 단위 : 개

3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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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관련서류

CERTIFICATE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감리업등록증(전기)

설계업등록증(전기)

소방시설업등록증(감리)

DAEMYUNG CONSULTANTS CO., LTD.

Chapter 02. 회사현황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설계감리자확인증(전기)

소방시설업등록증(설계)

DAEMYUNG

사업자등록증

DAEMYUNG

D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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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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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관련서류

CERTIFICATE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공동주택용 수배전 패널 구조

공동주택 지하 매설 전선보호관

공동주택용 매입형배전박스의 밀착구조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유지보수가 용이한 공동주택의 천장전선함

Chapter 02. 회사현황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공동주택용 케이블트레이 포설장치

건물 발코니에 구비된 방화장치

DAEMYUNG

공동주택 가로등절연 구조

DAEMYUNG

D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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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11

관련서류

관련서류

CERTIFICATE

화재 확산 방지 장치를 구비한 건물 배수관 설치 구조

건축용 난방배관 고정클립

건축용 단열재 고정장치

건축용 슬리이딩 행거도어의 완충장치

DAEMYUNG CONSULTANTS CO., LTD.

건축용 석재 고정장치

Chapter 02. 회사현황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건축용 줄눈스트립 지지장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DAEMYUNG

비상 탈출 및 화재 확산 차단용 발코니 구조

DAEMYUNG

D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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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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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MAIN BUSINESS

Chapter

03

주요 업무

CM본부
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

· 건축

· 토목

· 기계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공기단축을 위
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발

주자가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조달,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DAEMYUNG

CM본부 / 감리본부
전기설계본부 / 기계설계본부 / 방재본부
친환경본부 / 신재생에너지본부

DAEMYUNG CONSULTANT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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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주요 업무

MAIN BUSINESS

MAIN BUSINESS

감리본부

전기설계
본부

Supervision

분야

· 전기감리

Electrical
Design

· 정보통신감리

분야

· 소방감리

· 전기설계

· 통신설계

· 전기소방설계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및그 밖

건축물을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시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에너지와 최신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설계

DAEMYUNG

DAEMYUNG

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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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주요 업무

MAIN BUSINESS

MAIN BUSINESS

기계설계
본부

방재본부
Prevention of
Disasters

Machine
Design

분야

· 기계설계

분야

· 기계소방설계

· 소방내진설계
· 종합방재계획

· 성능위주설계

· 위기관리매뉴얼

· 화재·피난시뮬레이션 · 수리계산시스템(Pipenet)

건축물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 재난 및

위한 공조설비 및 위생설비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사회적 재난을 관리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적용하여 효율성 높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

DAEMYUNG

DAEMYUNG

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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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주요 업무

MAIN BUSINESS

MAIN BUSINESS

친환경본부

신재생
에너지본부

Eco-friendly

분야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ECO2-OD)
· 녹색건축인증(G-SEED)

·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설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arrier Free)

· 에너지 저장 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설계

·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CPTED)
· 지능형건축물(IBS)인증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너지성능지표)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2012년 제정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에너지 이용

· 교육환경보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D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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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
·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 신재생에너지발전소구축설계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스마트 그리드 구축 설계

주변환경에 적합한 최적화 설계를 통하여 최대의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DAEMYUNG

분야

Renewable
Energy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컨설팅 및 인증대행 용역 업무를
수행

DAEMYUNG CONSULTANT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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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04

용역실적리스트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2019

●

관공서

하남우체국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

●

APT / 주거시설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C-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천안 두정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블럭 신축공사 감리
동탄2 B13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축공사 감리

●

일반건축물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감리
수원 권선 줌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용역실적리스트

동탄2 체육시설 1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감리

DAEMYUNG

Chapter

동백역 씨엘뷰2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신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

●

산업시설

경기평택 에이스 퍼스트고덕 지산센터 및 근생 신축공사 감리
오산 세교 택지지구 자족 3BL 지산센터 신축공사 감리
동탄 테크노밸리 지산센터 44-2 신축공사 감리
평택고덕 지원 17-1-2블럭 지산센터 신축 감리
안양 호계동 지산센터 신축공사 감리

●

의료시설

힘찬논현병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DAEMYUNG CONSULTANTS CO., LTD.

23

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2018

SERVICE PERFORMANCE LIST

●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전곡2사택 증축공사 감리

양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감리
수원 망포도서관 신축공사 감리

2017

●

관공서

단원고 체육관(다목적실)건립공사 감리

중화 외19역 승강장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감리

평택시 일반방범용 CCTV 성능개선 설치(1차)사업 감리

화성시 시청사 제1보존서고 설치공사 감리

평택시 일반방범(2차) CCTV 구축사업 감리
청당동 518일원 간선공사 감리

청수 CES 청당2지구 간선공사 감리
관양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감리

APT / 주거시설

●

의정부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동탄2 업무복합3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감리

용인 신갈 상미마을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경산사동2지구 2-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화성봉담2 A-1BL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수완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천안두정동 효성해링턴 신축공사 감리

DAEMYUNG

성남 판교대장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

부산 수영구 e편한세상오션테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감리
●

일반건축물

하남미사 근린상업 17-4BL 신축공사 감리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P5BL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 감리

씨에스양산물류센터 신축공사 감리

수원시 광교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

평택 팽성읍 안정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펜타스타 관광호텔 신축공사 감리

김포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군포시 당정동 181-43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
오산시 원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감리
●

산업시설

(주)드림메카텍 공장 신축공사 감리

산업시설

(주)건하대진프론텍 시화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조흥 안산공장 증축공사 감리

대모엔지니어링㈜ 시화MTV공장 신축공사 감리
동탄2 20-2블럭 지산센터 신축공사 감리

평택고덕 지원1-1-1,2 블럭지산 및 근생 신축공사 CM감리

●

오뚜기 포승공장 증축공사 감리

24

일반건축물

동탄신도시 12-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

소나브이피씨 코리아 주차타워 신축공사 감리

●

APT / 주거시설

DAEMYUNG

●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의료시설

원광대 산본병원 본관 전기실 수전용량 증설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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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6

●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공사 감리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
영동시장 안전시설 보수공사 감리

●

2015

●

수원시 보안시스템 구축사업(2차) 감리

생활방범 CCTV (4~5차) 설치공사 감리

●

APT / 주거시설

화성 동탄2차신도시 A64BL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감리
기장내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신축공사 감리

청주 테크노폴리스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인천 가정지구7BL 대성 베르힐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2 A-5BL 신축공사 감리

신정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축공사 감리

동천2지구 A-2BL 공동주택 신축공사감리

금호 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2택지 A47BL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각산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시흥 배곧 신도시 C2BL 호반써밋플레이스 신축공사 감리

동탄2 4차 A-46BL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 A70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경산사동2지구 2-2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DAEMYUNG

화성동탄 A71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 A72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와우2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

용인 동천동 930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성수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감리

광교신도시 우연법전프라자 신축공사 감리

일반건축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C1-9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감리
파주 운정지구 근생 신축공사 감리

천안백석동 719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감리

동탄2테크노벨리 33-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

수원 호매실 상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감리

수원 호매실 상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감리

동탄-2 33-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

동탄신도시 33-2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

성수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감리

일산 식사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감리

화성시 동탄2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감리

미사 중상 9BL 근생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동탄2신도시 업무5-1BL 근생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수원산업단지 (주)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사옥 신축공사 감리

평창 라마다호텔 신축공사 감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창고시설 신축공사 감리

수원광교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동탄택지개발지구 마추프라자 신축공사 감리

이천 JK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감리

동탄택지개발지구 피추프라자 신축공사 감리

산업시설

●

(주)솔레오 평택공장 신축공사 감리

대산전자(주) 3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티디에스팜 오송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엔에스텍 화장품 남동공단 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유림이엔씨 공장 신축공사 감리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산업시설

동탄 싸이맥스 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고이테크공장 신축공사 감리

26

일반건축물

김포시 고촌읍 유통상가 신축공사 감리

수원 망포4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

●

APT / 주거시설

울산 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2차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리

●

관공서

DAEMYUNG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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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4

●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00부대 신축생활관 신축공사 감리(2차)

수원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
연무초 교실증축공사 감리

2013

5기갑여단 군 관사 건립공사 감리

생활방범 CCTV 17차 설치공사 감리
●

●

서신중 급식실현대화 및 다목적실증축공사 감리
수원시 소규모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

●

경남 거제시 옥포동 미르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APT / 주거시설

래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반송동 세인트 캐슬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공사 감리
여수웅천 6-1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화성 사강 애가림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전주.완주 혁신도시 중흥S-클래스아파트 신축공사감리
아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리

이천시 중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감리

●

DAEMYUNG

화성봉담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일반건축물

덕평 로지스벨리 신축공사 감리

천안 성거읍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감리

동탄신도시 석우동 1-9 근생·업무시설 신축공사 감리

오대산 켄싱턴 플로라호텔 대수선 및 리모델링공사 감리
㈜서부화물터미널 자동차시설 신축공사 감리

일반건축물

더본로지스틱스(주) 냉동창고 신축공사 감리
용인 서천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용인 서천지구 근생 3-2,3BL 근생시설 신축공사 감리

초지동 744-6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화성시 반송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감리
광교신도시 업무2-1BL 근생 업무 신축공사 감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CB5-5BL 업무시설 신축공사 감리
세종시 마들렌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감리

●

서울 신사동 652-16 KHK빌딩 신축공사 감리
●

APT / 주거시설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2)A38BL 반도유보라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

관공서

DAEMYUNG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산업시설

㈜코다코 제3공장 신축공사 감리

㈜하나로티앤에스 동탄공장 신축공사 감리
무궁화동산(전자) 공장 증축공사 감리

산업시설

아이원스(주) 공장 신축공사 감리

대일테크 안산공장 신축공사 감리

한립금형강(주) 시화MTV공장 신축공사 감리
성신테크(주) 공장 신축공사 감리

●

대화기전(주) 안산공장 신축공사 감리

의료시설

동대문 힘찬병원 신축공사 감리

인팩일렉스(주) 수원공장 인팩 종합연구소 신축공사 감리
대산공업(주)공장 신축공사 감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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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2

●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11-평 고속단정 정비고 신축공사 감리

경기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감리

중일초 외1교(중일중)임대형민자사업(BTL) 감리

2011

●

구운중 다목적실 증축공사 감리
영동중 소방시설 개선공사 감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감리

지자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감리
●

●

APT / 주거시설

수원 광교 A31BL 울트라참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감리
이시아폴리스 더샾3차아파트 신축공사감리

이시아폴리스 더샾4차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광육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감리

거제 옥포동 미르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단월드 기숙사 증축공사 감리

안산3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감리

영등포동 1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감리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DAEMYUNG

일반건축물

●

SK 네트웍스㈜ 대치동 신사옥 신축공사감리

남양주 별내지구 마들프라자2 신축공사 감리

프로방스라이프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감리

승산 이천 물류센터 증축공사 감리

한민족기념관 신축공사감리

고삼농협 안성맞춤 Food센터 신축공사 감리
도봉구 법조타운(무궁화빌딩) 신축공사 감리
영등포구 당산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감리

산업시설

이너매스 플래티늄 신축공사 감리

㈜이랜드 동탄공장 신축공사 감리
㈜이랜텍 동탄공장 신축공사 감리

당진 동서기공 공장 증축공사 감리

●

(주)동부한농 공장 증축공사 감리

현진제업(주) 시화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동양피엘티 공장 신축공사 감리

(주)삼진LND 동탄공장 신축공사 감리

의료시설

수원 나누리병원 신축공사 감리

의)상원의료재단 창원 힘찬병원 신축공사 감리

30

산업시설

동탄세방테크 공장 신축공사 감리

인지컨트롤스(주) 공장 신축공사 감리
●

일반건축물

대구시 서구 내당동 M프라자 신축공사 감리

SK 아트리움 신축공사감리

●

APT / 주거시설

렉스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리

원주 한라비발디 2차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

관공서

DAEMYUNG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DAEMYUNG CONSULTANTS CO., LTD.

●

의료시설

광주시 경안동 의료시설 신축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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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0

●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보라도서관 신축공사 감리
서울예대 증축공사 감리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감리

2009

●

경기도 문화의전당 개선공사 감리

경기도지방경찰청 전경대 신축공사 감리
부천시 상동도서관 신축공사 감리

청평도서관 신축공사 감리

수원시립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

화산체육공원 타격연습장 리모델링공사 감리
●

신하초 외 4교 체육관 증축공사 감리
화성시 포도문화관 신축공사 감리

안중 중/고등학교 멀티미어관 신축공사 감리

APT / 주거시설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 감리
판교유치원 신축공사 감리

동탄택지개발지구 18-3BL 신축공사 감리

신하초외4교 체육관 증축공사 감리

수원망포 4-1구역 임광그대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

일반건축물

●

DAEMYUNG

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A5BL 신축공사 감리

수원 영통 체육시설 신축공사 감리

연수동 593-3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

용인 상현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산업시설

청학동 499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개선공사 감리

㈜서흥플라즈마 청원공장 신축공사 감리

●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신축공사 감리
●

위너스 타워 빌딩 신축공사 감리

의료시설

신우프라자 신축공사 감리

용인 성복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감리

화성시 남양31BL 가야빌딩 신축공사 감리

부산 동래 힘찬병원 신축공사 감리

테헤란로 업무시설 신축공사 감리

은평구 녹번동 힘찬병원 신축공사 감리

네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감리

한사랑병원 신축공사 감리

세마타워 신축공사 감리

종교시설

선교제일교회 신축공사 감리

●

수원 삼일교회 신축공사 감리

용인 마북동 종교시설(교회) 신축공사 감리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종교시설

용인 중앙교회 신축공사 감리

성루카성당 신축공사 감리

32

일반건축물

오창과학산업단지 시험연구동 신축공사 감리

강서구 등촌동 힘찬병원 리모델링공사 감리

●

APT / 주거시설

김포한강신도시 AC-09BL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남동구 논현택지개발지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신축공사 감리

●

관공서

DAEMYUNG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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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08

●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감리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감리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 신축공사 감리

2019

●

19-전-공-2 항공수리부속창고 등 2건 설계
매탄동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
19-해병-0부대 취사식당 등 설계

구성초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식당 증축공사 감리

구성중 체육관 증축 설계

낙민초 외 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 감리

화성종합경기타운내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조성공사 설계

동탄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설계

부천남초 복합문화공간 신축공사 감리

상동고 체육관 증축 설계

외국인 복지센타 신축공사 감리
●

송죽초 체육관 증축 설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설계

한국마사회 중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APT / 주거시설

광교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광육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감리

●

DAEMYUNG

강릉시 주문리 631-1번지 공동주택 신축 설계

동탄 16-3, 4, 5 동양파라곤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

포천시 군내면 공동주택 설계

동탄 24-3BL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용산 한강로3가 아파트 신축 설계

동탄택지개발지구 18-3BL 신축공사 감리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

수암동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시흥능곡 택지지구 11BL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일반건축물

●

위례 송파 리치안 오피스텔 신축 설계
송파구 잠실새내 업무시설 신축 설계

동탄지구 29-4 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감리

용인 수지 테크노밸리 신축 설계

시흥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

기흥힉스3 지산센터 신축 설계

안성터미널 상업시설 신축공사 감리
화성동탄 신영지웰타워 신축공사 감리
●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형공장 신축

34

●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산업시설

(주)한립 시화MTV 공장 신축 설계

산업시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축

일반건축물

해운대 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설계

동탄지구 27-4 상가 신축공사 감리

이영미술관 신축공사 감리

APT / 주거시설

강릉시 주문리 649-6번지 공동주택 신축 설계

논현동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

●

관공서

DAEMYUNG

감리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

성능위주설계

용인 수지 테크노밸리 신축 소방성능위주설계

35

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8

●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수원 선수촌 시설개선 설계

18-해-00부대 시설사업 설계

노작공원 전기설비 재정비공사 설계

2017

●

박달복합청사 신축 설계

서울 노원구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 설계
인천부평경찰서 청사 신축 설계

매원중 체육관 증축 설계

상촌초 체육관 증축 설계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
●

양명여고 노후냉난방시설 교체공사 설계
권선 중앙체육관 개축 설계

APT / 주거시설

속초시 조양동 1487-2외 3필지 주거복합 신축 설계

●

천안 직산읍 공동주택 설계

세종시 1-5생활권 H6BL 신축 설계

동두천 생연동 공동주택 신축 설계

하남미사 2-1, 2-2BL 근생 업무시설 신축 설계

산본동 공공임대주택 신축 설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주상복합 신축 설계

DAEMYUNG

서산시 석림동 공동주택 신축 설계

동탄2신도시 지원19BL 복합시설 신축 설계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설계

의왕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화성동탄2지구 업무복합2BL 주상복합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죽전 지식산업센터 증축 설계

하남미사 6-3BL 오피스텔 신축 설계

여의도동 23-6 HP빌딩 리모델링 설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VPC코리아 신축 설계

동탄2 지원35블럭 복합시설 신축 설계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자족 4-1BL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군포 송정지구 업무0-1 신축 설계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자족 4-2BL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스마트캐슬 오피스텔 신축 설계

서울시 마곡택지지구 C12-5 업무시설 신축 설계

더스테이 오피스텔 신축 설계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수산물 유통센터 신축 설계

마곡택지지구 업무C12-5복합시설 설계

경남 양산시 어곡동 동부 RDC 신축 설계

반포빌딩 신축 설계
●

산업시설

●

서운산업단지㈜ 상민에스디사옥 설계
●

숙박시설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성능위주설계

세종시 2-4 생활권 주상복합 신축 성능위주 설계
세종시 1-5 생활권 주상복합 신축 성능위주 설계

청주비지니스 관광호텔 설계

36

의료시설

논현 힘찬종합병원 신축 설계

엠아이팜공장 신축 설계

●

일반건축물

동탄신도시 12-1BL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사천시 동금동 주싱복합 신축 설계

●

관공서

DAEMYUNG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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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6

●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신축 설계
동탄(2) 제11중학교 신축 설계
6-경-육-16공구 신축 설계

2015

●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신축 설계
서신중 오케스트라실 증축 설계

00부대 정비고 신축 등 4건 설계

16-충-육-14공구 신축 설계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청사 신축 설계

합동방재센터(여수)청사 신축 설계

영통 국민체육센터 신축 설계

추경사업 8공구 신축 설계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 신축 설계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신축 설계

파주시청 종합민원실 증축 설계

00부대 정비고 신축 설계

용인초 예술관 증축 설계

양주옥정~회천간 신호체계 설계

서울 구립 구의1동 아이터어린이집 신축 설계

고색중 화장실 개축 설계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신축 설계

DAEMYUNG

●

다목적체육관 증축 설계

청계터널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 설계

APT / 주거시설

화성시 기산동 150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 설계

●

해남 해리아파트(1단지) 신축 설계

화성 동탄 A70BL 부영아파트 신축 설계

화성 기안지구 공동주택 신축 설계

화성 동탄 A71BL 부영아파트 신축 설계

중산 메트로폴리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설계

화성 동탄 A72BL 부영아파트 신축 설계

상무마륵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

JK로지스 물류창고 신축 설계

동탄테크노밸리 44-2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동탄 33-2BL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의정부 신곡동 오피스텔 신축 설계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설계

용인 원희캐슬 신축 설계

전남 무안군 남악리 업무시설 신축 설계

동탄 테크노벨리 19BL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봉담 왕림리 프리미엄아울렛

동탄 테크노벨리 8-1,2BL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

APT / 주거시설

용인신갈동 430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 설계

해남 해리아파트(2단지) 신축 설계

●

관공서

DAEMYUNG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의료시설

의)상원의료재단 창원 힘찬병원 신축 설계

●

38

성능위주설계

동탄 19-1BL 오피스텔 신축 성능위주 설계
DAEMYUNG CONSULTANT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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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4

●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00부대 시설공사 19건 설계
14-충-육-6 설계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설계

2013

●

13-충-육-15 신축 설계

경기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청사 신축 설계

경원선 의정부역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전력설비 설계

낙양4초 신축 설계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신축 설계

연천군남우체국 신축 설계

별내1고 교사 신축 설계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설계

세곡2 초등학교 신축 설계

인천적십자병원 외래 및 입원병동, 기숙사 증축 설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미드타운지역 지원시설 Ⅰ·Ⅱ 신축 설계

14-북1-육-02CM 창고신축 등 8건 설계

고달사지 승탑 및 원종대사탑 CCTV설치공사 설계

하남미사 제3중학교 신축 설계

서신생활체육시설 개축 설계

상권활성화구역(육거리)멀티지원센터 신축 설계
●

●

APT / 주거시설

수원 영통구 망포동 43-1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 설계

DAEMYUNG

화성 장짐지구 공동주택 신축 설계

수원호매실 B5BL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 설계

화성반월4지구 공동주택 신축 설계

수원호매실 B9BL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 설계

신내3지구 4,5,6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설계

화성동탄2 A39BL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신축 설계

화성봉담 공동주택 신축 설계

하남미사 A27BL 울트라참누리 아파트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

의료시설

●

성능위주설계

●

산업시설

네프코공장 신축 설계

METSO 공장 신축 설계

네오플램 공장 신축 설계

YDP MTV 공장 신축 설계

노나텍공장 신축 설계

㈜셀랩 아산공장 신축 설계
티엘비 안산공장 신축 설계

40

종교시설

용인 마북동 종교시설(교회) 신축 설계

의)상원의료재단 창원 힘찬병원 신축 설계

●

일반건축물

오대산 켄싱턴플로라호텔 정원큰그림 신축 설계

영통 원희캐슬 법조타운 신축 설계

●

APT / 주거시설

석문국가산단 A-3BL 공동주택 신축 설계

새롬마을 제1권역(경주용강1) 공동주택 신축 설계

●

관공서

DAEMYUNG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DAEMYUNG CONSULTANT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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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2

●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고성소방서 신축 설계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2차) 신축 설계

명성황후 생가 CCTV교체 및 불꽃감지기 설치 설계

2011

●

대한적십자사 지방이전 신축 설계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설계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 신축 설계

산새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신축 설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설계

안동세무서 청사 신축 설계

인재개발원 기술아카데미센터 교육장 개축 설계

운양중학교 신축 설계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신축 설계

화성종합경기타운 개축 설계

시화MTV 배전간선 설치공사(4,5공구) 설계

친환경쌀 제분공장 신축 설계
화성종합경기타운 개축 설계
●

●

APT / 주거시설

화성 기산동 SK VIEW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화성봉담 공동주택 신축 설계

DAEMYUNG

장미동 호텔개발 신축 설계

●

관공서

산업시설

●

일반건축물

동춘 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 설계

인지컨트롤스㈜ 공장 신축 설계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개축 설계

세일전자 ㈜ 신공장 신축 설계
화일약품 증축 설계

이랜텍 동탄공장 신축 설계

●

DAEMYUNG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산업시설

삼전순약 공업㈜제2공장 증축 설계

케이원텍 공장 신축 설계

동양피엘티 신축 설계

포스코에이에스티 신축 설계

삼진LND 동탄공장 신축 설계

코다코 제3공장 신축 설계
아이원스공장 신축 설계

하나로티엔에스 동탄공장 신축 설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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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0

●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관공서

분당선 수서역외 1개역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설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설계
화성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설계

2009

●

광교고등학교 신축 설계
도곡중 교사 신축 설계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신축 설계

이천패션물류단지 배전간선설치공사 설계
●

서천고등학교 교사 신축 설계
예당중 교사 신축 설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 설계

APT / 주거시설

포도문화관 신축 설계

향남읍 교차로 개선 및 신호체계 설계

성남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신축 설계

진동면민 복지타운 신축 설계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 신축 설계

시립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설계

수원 영통구 망포동 466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 설계
●

마도초 다목적실 증축 설계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00지역 GOP격오지생활관 신축 설계
안화중 교실 증축 설계

DAEMYUNG

북경 백작원 골프텔 신축 설계

수원상공회의소 증축/개축공사 설계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

●

서울 양천구 신월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
●

APT / 주거시설

수원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 설계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신축 설계

산업시설

인터플렉스 공장 신축

●

필리핀 옵티스 제1공장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동탄 25-3BL 오피스텔 신축 설계

필리핀 옵티스 제3공장 신축 설계

에이치에스피 라이프 연수원 및 호텔 신축 설계

대유신소재 공장 신축 설계
●

관공서

DAEMYUNG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중국리솜웨이하이 리조트 신축 설계

서울예술전문대학 안산캠퍼스 A, B동 증축 설계

의료시설

용인시 기흥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설계

등촌동 힘찬병원 리모델링 설계

부산 수암동 힘찬병원 신축 설계

●

의료시설

녹번동 힘찬병원 신축 설계
경안동 의료시설 신축 설계

안산 한사랑 병원 신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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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08

●

친환경

관공서

OO부대 신축 설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설계
궁내초 외 2교 개축 설계

도촌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

마산항 제3부두 운영건물 및 제5부두 보안초소 신축 설계
소래고 기숙사 증축 설계
우삼미초 교사 신축 설계

●

APT / 주거시설

DAEMYUNG

수원 장안구 조원동 94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 설계
신부동 주공 2단지 재건축아파트 신축 설계
화성시 반월동 00아파트 신축 설계

일반건축물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유치원 신축 설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물류창고 신축 설계
화성시 남양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
수원시 영통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

화성시 신남동 산74-3 물류창고 신축 설계
용인시 죽전동 업무시설 신축 설계
오산시 청학동 오피스텔 신축 설계

산업시설

인천 원당동 810-10일원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친환경인증

송파구 잠실새내 업무시설 신축 친환경인증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호매실 지산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사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시설 친환경인증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 친환경인증
기흥힉스3 지산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해운대 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친환경인증
오산천 공영주차장 친환경인증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 리노베이션 친환경인증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친환경인증

성남 고등지구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친환경인증
천안 직산읍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수원 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6-5LT 주상복합 친환경인증

동창기계 공장 신축 설계

㈜코프라 공장 신축 설계

김포 양촌읍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친환경인증

넥스탑 공장 신축 설계

46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4 산업시설 친환경인증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인증

동진금속 공장 신축 설계

●

세류3동 유천경로당 신축 친환경인증

국민대학교 예술관 앞 건물 신축 친환경인증

수원 영통구 망포동 310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 설계

●

양수리 주상복합 신축 친환경인증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근생 신축 친환경인증

성남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신축 설계

●

2019

DAEMYUNG

설계

(전기,소방,통신,기계)

SERVICE PERFORMANCE LIST

의료시설

설악 삼성병원 신축 설계
DAEMYUNG CONSULTANTS CO., LTD.

47

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8

친환경
천안 직산읍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 친환경인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사옥 신축 친환경인증

2017

영등포 베니키아 프리미어 여의도호텔 신축 친환경인증
광주 상무 마륵동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오산시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원주특수학교 신축 친환경인증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화성동탄2지구 C3BL 주상복합 신축 친환경인증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주거복합 신축 친환경인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사옥 신축 친환경인증

소리울도서관 신축 친환경인증

서농동주민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서농도서관 신축 친환경인증

평택시 고덕지구 A8BL 신축 친환경인증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화장실) 신축 친환경인증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축 친환경인증

DAEMYUNG

영통구 이의동 1348 복합시설 신축 친환경인증

오산원동도서관 신축 친환경인증

동두천 생연동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화성 동탄(2) A-80BL 반도유보라 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광교 CBD중심상업용지 1-1오피스텔 친환경인증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서산시 석림동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초평동 주민센터 친환경 외 2개 신축 친환경인증

신천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친환경인증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상업 3-6-1 근린생활시설 신축 친환경인증

제부도 아트파크 화장실 신축 친환경인증
반포동 근생 신축 친환경인증

죽미령 알로하 평화관 신축 친환경인증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친환경인증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 신축 친환경인증

성남 고등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동부권 체육시설 신축 친환경인증

화성동탄2 업무시설B3BL 주상복합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8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친환경인증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친환경인증

의왕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화서1동 공영주차장 신축 친환경인증

북대전세무청사 신축 친환경인증

(가칭)의왕특수학교 신축 친환경인증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 친환경인증

송도 바이오단지 D-1 기숙사 신축 친환경인증

48

화성시어린이 복합문화 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DAEMYUNG CONSULTANTS CO., LTD.

DAEMYUNG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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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업무복합B2BL 주상복합 신축 친환경인증

Chapter 04. 용역실적리스트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49

용역실적리스트

용역실적리스트

SERVICE PERFORMANCE LIST

2016

친환경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8BL 신축 친환경인증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축 친환경인증

2015

해남 해리아파트 1BL~2BL 신축 친환경인증

송산 그린시티 EAA1BL 신축 친환경인증
봉담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2신도시 업무5-1BL 근생, 오피스텔 신축 친환경인증

화양동 오피스텔 신축 친환경인증

봉담 와우 2지구 신축 친환경인증

창원 감계지구 4B-15L 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송산그린시티 5BL, 12BL 신축 친환경인증

서산시 읍내동 양우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동원 양산 로얄CC 클럽하우스 신축 친환경인증

화성동탄2신도시 A19BL 금강펜테리움 신축 친환경인증

시흥대야 2지구 신축 친환경인증

송산그린시티 EAA2BL 신축 친환경인증

서귀포 동흥동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DAEMYUNG

진해 남문지구 6BL 신축 친환경인증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B3, B6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2신도시 A46BL 금강펜테리움 4차 신축 친환경인증

제주 애월읍 하귀2리 1437번지 신축 친환경인증

구월동 오피스텔 신축 친환경인증

경기도북부청사 별관증축공사 친환경인증

송산그린시티 EAB7BL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희캐슬 신축 친환경인증

나주 남평지구 B1BL 신축 친환경인증

안성 농신에프디 가공공장 신축 친환경인증

송산그린시티 EAB8BL 신축 친환경인증

아산테크노벨리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목포시 백련지구 B-1BL 신축 친환경인증

양주 옥정지구 A6-1BL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2지구 70~72BL 부영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거제시 상동4지구 3BL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수원시 팔달구 노인복지관 신축 친환경인증

송산그린시티 EAA3BL 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안성 아양지구 B-3-2BL 광신플로그레스 신축 친환경인증

남악신도시 업무+근생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2 지식산업센터 33-2BL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2 79BL, 80BL 신축 친환경인증

선부동 오피스텔 신축 친환경인증

부산세관신항 청사 및 관사 신축 친환경인증

동탄 테크노밸리 44-2BL 신축 친환경인증

50

광교신도시 A6BL 신축 친환경인증

DAEMYUNG CONSULTANTS CO., LTD.

DAEMYUNG

친환경

SERVICE PERFORMANCE LIST

일산 식사동 물류창고 신축 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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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신재생
동탄2지구 A64BL 금강펜테리움 신축 친환경인증

㈜심텍 ESS설비 구축 설계

수원시 호매실지구 B5,B9BL 호반건설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세진중공업 ESS 설비구축 설계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축 친환경인증

화성시 남양뉴타운 B-02BL 양우아파트 신축 친환경인증
별내 1고 신축 친환경인증

영통 1130번지 00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양산 물금 43BL 양우아파트2 신축 친환경인증
망포3지구 신축 친환경인증

선부동 체육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DAEMYUNG

화성 봉담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2013

서울전선㈜음성공장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설계
세진중공업 ESS 설비공사 감리

거창 풍력 연계용 ESS 설비 구축 설계

양주 옥정동 966-5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
경기TP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
경기TP 주차장 태양광 설비설치사업 설계

경기, 강원 지역 신규 수상 태양광 기본계획 설계
청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공사 감리
만년 태양광발전소 77kW 설치공사 감리
적성 태양광발전소 30kW 설치공사 감리

화성시 장짐지구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인증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 친환경인증

국일 태양광발전소 30kW 설치공사 감리

DAEMYUNG

친환경

SERVICE PERFORMANCE LIST

운남 태양광발전소 27kW 설치공사 감리

천광 태양광발전소 96.6kW 설치공사 감리

하늘빛 태양광발전소 96.6kW 설치공사 감리
광명 태양광발전소 96.6kW 설치공사 감리

㈜업스톤해오름 태양광발전소 194.4kW 설치공사 감리
서광 태양광발전소 28kW 설치공사 감리

썬프라자 태양광발전소 28kW 설치공사 감리

노을그린에너지 20MW 연료전지 건설사업관리(CM)
양주 연료전지 기본 및 실시 설계

노을그린에너지 20MW 연료전지 설계
MPC BL3 연료전지 설계

대구 테크노폴리스 60MW 연료전지 설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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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울산 화력 2.8MW 연료전지 설계

서인천발전본부 구내 연료전지 타당성조사
가스공사 삼척 300kW 연료전지 설계

2019

서인천발전본부 구내 연료전지 설계

안양만안경찰서 청서 에너지진단용역

경기 58.8MW 연료전지 건설사업 감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에너지진단용역

일산 2.8MW 연료전지 3단계 설계

00부대 19년 ESCO 사업 에너지진단용역

부산 5.6MW 연료전지 발전소 감리
부산 5.6MW 연료전지 발전소 설계

굴포하수 및 부천 슬러지처리시설 에너지진단용역

DAEMYUNG

서울시 서북병원건물용 100kW 연료전지 설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에너지진단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건물용 100kW 연료전지 설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수소연료전지 설계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에너지진단용역

상암 2.4MW 연료전지 발전소 감리

시흥세무서 청사 에너지진단용역

TCS1 대구 11.2MW 연료전지 발전소 설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에너지진단용역

TCS1 대구 11.2MW 연료전지 발전소 감리
인천발전소 2.4MW 연료전지 설계

2020년 농협목우촌 에너지진단용역

노원연료전지발전소 2.4MW 연료전지 설계

홍성축산물공판장 에너지진단용역

지자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감리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설계(Micro Grid)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옥 건축물에너지 진단용역

u-CITY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재건축 아파트 설계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성남도시개발공사 탄천종합운동장 에너지진단 용역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동회관 에너지진단용역

서인천발전본부 구내 연료전지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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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납취수장 에너지진단용역

DAEMYUNG

신재생

Chapter 04. 용역실적리스트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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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LOCATION

대명기술단

DAEMYUNG CONSULTANTS CO., LTD.

인계
사거리

KBS수원센터

신한은행

동수원우체국

대명기술단

기업은행

수원매탄주공
5단지아파트

뉴코아아울렛

신매탄
사거리

오시는 길

소재지(본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스번호

웹하드

이메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0, 시안프라자 6층
dae-myungeng.co.kr
ID:duns1235 / PW:12345

DAEMYUNG CONSULTANTS CO., LTD.

Chapter 05. 오시는 길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DAEMYUNG

Chapter

오시는 길

031-223-1943
031-223-1116
dun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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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