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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원자력/발전분야/기타)
≫ 공사 및 설치(전기 & 계장/원자력 품질등급/기타)
≫ 제작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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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력산업의  Global Leader  대경기술 주식회사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경기술은 전력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기술중시, 경쟁력 확
보라는 사훈아래 전 직원이 대동단결하여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경기술은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초기의 
설계 단계 에서부터 제조 및 설치시공과 시운전 등 일련의 과정을 동
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내유일의 중소기업으로써 다
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원자력,화력등 발전분야를 중
심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기타 산업 플랜트 분
야 등의 사업을 선도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경기술은 설계 전문화를 통한 고품질 엔지니어링 서비스
와 체계적인 품질활동을 통한 완벽한 제조 및 시공, 끊임없는 기술개
발과 인재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에 기여
함은 물론 전력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경기술을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   경   기   술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임  영  하

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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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황

대경기술주식회사

  자본금 17억 7천

  연면적 2,783.72㎡

  공장 면적 889.48㎡

  사무실 면적 1,894.24㎡

  임직원수 90/120 (상근직/현장직)

  소재지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85번길 16

TEL . 82-51-722-0855,  FAX . 82-51-722-1330

E-MAIL . dk@dkenc.kr,  Home page . http://www.dkenc.kr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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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2006
   ~2010

2006. 06. 02

2008. 04. 17

2009. 10. 05

2008. 12. 13

2010. 02. 09

2010. 03. 04

대경기술 사업자등록
 대경일렉트릭 설계팀 대경기술로 합병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업체 등록

≫ ㈜우리기술 시공 및 유지보수 협력업체 등록

≫ 신한기계㈜ 전계장 설계 협력업체 등록

두산중공업(주) 협력업체 등록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공사(안전성 등급 - Q 등급)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신고번호 :2008-06666) 

위생관리용역업 등록(제 2010-6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허가번호 : 2012-654) 

2007. 01. 01

2007. 07. 16

2007. 08. 16

2007. 12. 13

2007. 04. 11

현대엔지니어링(주) 협력업체 등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신고번호 : 2007-06532)

전기공사업등록(제  부산 - 01181호)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전기케이블 및 전기패널 공사(안전성 등급 - A 등급)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분야 추가
전기전자  / 전기응용 분야 (신고번호 : 제05-000190호)

2010. 03. 24

2010. 03. 24

2010. 05. 13

2010. 09. 24

전문설계업 1종 등록(등록번호 : 2010-6260000-85-12-00002)

전문감리업 등록(등록번호 2010-6260000-86-22-00002)

ISO 9001:2008 인증(인증번호. K101542.01)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분야 추가
전기전자  / 공업계측제어 분야 ( 신고번호 : 제05-000190호)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Certification Ma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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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3

2015

2011. 03. 14

2015. 04.16

2015. 04. 05

2015. 04. 20

2015. 04. 22

2011. 07. 01

2011. 10. 18

2011. 11. 07

2012. 09. 19

2012. 10. 19

2012. 12. 18

2013. 01. 11

2013. 04. 12

2013. 07. 08

2013. 07.30

2012. 12. 06

2012. 12. 13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가동원전 전기설비 설계용역(안전성 등급 - A 등급)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
가동원전 전기설비 설계용역(안전성 등급 - Q 등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증서 번호 : 15-30)

벤처기업확인(인증번호 : 제 2015020337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인증번호 : 제150206-00478호)

한전KPS(주) 협력업체 등록
계측제어 Q등급 / 전기공사(전국)

무정전공사 시공업체등록(인증번호 : 제11-17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변경(전기/전기설비 2개분야)

지중배전 전문회사 업체등록(인증번호 : 제5500-2012-123)

대경기술주식회사 법인등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등록번호 : 제510322호)

소방시설업 등록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 : 제2013-01호)

대경기술주식회사 신축 및 이전

공장등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등록번호 : 2013113329)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 (등록번호 : 제 2009-0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신고번호 : 2012-12-012360)

㈜포뉴텍 공급업체 등록
종합설계용역 및 건설 - 전기계장공사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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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

비젼 및 조직도

기업부설
연구소

품질 보증실

Q.A/Q.C

경영
지원실

원자력
사업팀

플랜트
사업팀

해양모듈 
사업팀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조직도

  사훈

  경영 방침

설계 품질
제고

기술
중시

투명 경영
실천

직원 상호
존중

고객 신뢰
확보

경쟁력
확보

자기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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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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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Equipment Description

  Hoist Overhead
  Travelling Crane 5TON X 10M330 X T/L 

  Bead Shaving Machine GTB-2700A

  Welding Machine
  (Tig,Inverter) 500A, 200A

  Air Compressor 2.5 HP

  Drilling Machine 7200RPM

  Magnetic Drilling Machine 750RPM

  Core Drill 
  (Wet / Dry Corrosion) 9100RPM

  Cordless Rotary
  Hammer Drill 36V,3.0Ah,1040rpm

  Conduit Tube Bending 22~54mm

  Electronic Tube
  Numbering Machine 0.75~8 SQ

  Electronic Cable
  Numbering Machine 50~200mm

  Pipe Threading Machine 22~82mm

  Hydraulic Lift 2~3 Ton

  Cut Saw / Jig Saw 2700RPM

  Hydraulic Compression
  Tool & Cutter 14~325 SQmm

Measuring Instrument Description

  High Voltage Insulation
  Tester

500V/200GΩ
10000V/400GΩ

  Temperature Calibrator TC/RTD

  Calibrator DMM, LOOP

  Contact Resistance
  Tester 0.5μΩ~2500Ω

  Low Resistance Tester 3mΩ~30㏀

  Hi-Pot Tester 5kV/10mA

  Insulation Tester 1000V/2000㏁

  Digital Multimeter 1000V

  Clamp Meter AC 1000A

  Cross line laser Vertical /
Horizontal

  Networks Cable 
  Analyzer Kit

Cable Signal 
Detection

  Rebar Detector ∮8 : 5~120mm

  Coating Thickness
  Gauge 0 ~ 3000um

  Laser Range Finder 0.05M~200M

  Torque Wrench 600~4200kgf.

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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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

면허 및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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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벤처기업확인서 INNO-BIZ 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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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배전공사 자격증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증
(전기설비 설계)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전기케이블/전기 패널공사)

면허 및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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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 협력업체 등록증(전기공사)  KPS 협력업체 등록증(적격(계측제어))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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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등록증(기계/전기) 소방시설업등록증(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면허 및 인증현황

전기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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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등록증 감리업등록증

영업신고증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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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Ma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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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발전사업

원자력 발전소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 연구시설
(Multi Purpose 
 Research Reactor)

복합발전소
(Combine Cycle
 Power Plant)

화력발전소
(Thermal Power

Technology)

사업분야     전기/계장 설계(Q등급),시공(Q등급) 설계 및 시공     사업분야

설계 및 시공     사업분야사업분야     설계 및 시공



25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Offshore & 
Plant Module

Product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Oil & Chemical
Plant Module

Drillship Living 
Quarter

플랜트 / 해양모듈 사업

사업분야     설계 및 시공 설계 및 시공     사업분야

설계 및 시공     사업분야사업분야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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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설계, 제작, 설치, 시공

전기 / 계장분야 제작

수배전 분야
(Switch Gear/Power Distribution)

시스템 분야
(Control Panel/Power Distribution)

사업분야     설계, 제작, 설치,  시공

수행영역     특고압/고압/배전반,각종 분전반 등

수행영역     각종 조작 및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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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제작 및 설치

UHV 
PLC PANEL

Air Junction
Box

RCP_Terminal Box 
& Junction Box 
Assembly

Generator Integrate 
Diagonosis &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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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두산중공업(주)

•현장위치 : 한울 1, 2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Main Generator Maintenance)

주발전기 개선공사

•발  주  처 : 현대중공업(주)

•현장위치 : 고리 1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Main Control System in Main Control Room)

주제어실 주제어반 교체 설치 공사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한울 1,2 호기

                        고리 1,2,3,4 호기

                        한빛 1,2 호기

•용역분야 : 설치, 시공, 기술지원                                      

소내 전산기 교체 공사

(Computer System Cabinet & OIS Desk)

(Condensate Polishing Plant switchgear)

고압 배전반 설치 공사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고리 1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설계 및 공사(From 2007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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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발  주  처 : LS 산전(주)

•현장위치 : 고리 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전동기 제어반 교체 공사

(480V Motor Control Center)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한울 1,2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Data Accusation System Cabinet)

소내 전산기 신호취득 설비 교체 공사

(Separation of On-Site Power in Switchyard)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고리 1,2,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기술지원

345kV 스위치 야드 통폐합 공사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신고리원자력

•용역분야 : 통신 ,소방공사 

UAE OSSA용 시뮬레이터 건물 및 사무동 신축 통신공사

(UAE BNPP OSSA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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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한울 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주급수 제어계통 다중화설비 설치 공사

(Main Feed Water Control System Cabinet)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한울 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주급수 펌프 터빈 제어설비 교체 공사

(Main Feed Water Pump Turbine Control Cabinet)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위치 : 고리 1,2,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디지털 방사선 감시 설비 설치 공사

(Digi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Cabinet)

•발  주  처 : 두산중공업(주)

•현장위치 : 고리 1,2 호기 / 한울 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제어봉 제어설비 설치 공사

(Control Rod Control System Cabinet)

설계 및 공사(From 2007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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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두산중공업(주)

•현장위치 : 한빛 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설비 교체 공사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 Cabinet)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Automatic Seismic Trip System)

원자로 자동 지진정지 설비 설치 공사

•발  주  처 : 두산중공업(주)

•현장위치 : 고리 1,2,3,4 호기
                        한빛 1,2,3,4,5,6 호기
                        한울 1,2,3,4,5,6 호기
                        산월성 1,2 호기
                        신고리 1,2,3,4 호기

•용역분야 : 설계, 설치, 시공, 기술지원  

•발  주  처 : GS엔텍

•현장위치 : 태국

•용역분야 :  전기 / 계장 시공                                  

UHV Project

(Upstream Project for Hygiene and Value added Products)

•발  주  처 : GS엔텍

•현장위치 : 태국

•용역분야 : 시공

Steam 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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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용 역 명 분  야 현 장 발 주 처

2015

HDC 3000PPH CCR Module Steam Tracing 설계 계측/배관 설계 현대오일뱅크 UOP LLC
㈜GS엔텍

2015년도 가동원전 일반설계(전기)용역 전기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3,4호기 발전소 경보설비 개선설계 계측분야 
상세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고리3,4 발전소 한국전력기술㈜

수중추배수 22.9kV 배전선로 설치 설계용역 전기설계 신고리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용소초등학교 교사증축 전기,소방공사 설계용역 전기/소방설계 용소초등학교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2014

영광1,2호기 480V 전동기제어반 개선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한빛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한빛5,6호기 유무선 통합 통신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전기/통신설계 한빛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한울 1, 2호기 소내접지계통 낙뢰보호설비 
성능평가 용역 전기설계 한울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1,2 공학적안전설비 
- 기기제어계통 TLSD/ILSD 외주 용역구매 전기/계측설계 신한울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울1발 345KV 스위치야드 GIS 대체 후 
형상관리 기술용역 전기/계측설계 한울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센텀중학교 교사증축 전기,소방공사 설계용역 전기/소방설계 센텀중학교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영락공원 장례식장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전기설계 부산 영락공원 부산시설공단

금명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시설 전기공사 설계용역 전기설계 금명초등학교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대변초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 설계용역 전기설계 대변초등학교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부흥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 설계용역 전기설계 부흥고등학교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개성고등학교 역사체험관 증축 전기, 소방공사 
설계용역 전기/소방설계 개성고등학교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덕포여자중학교 다목적실개수공사에 따른 
전기 소방공사 설계용역 전기/소방설계 덕포여자중학교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2013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 및 부대시설 종합설계용역 
전기/계측분야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기장군 ㈜대우건설

2012년 가동원전설계(종합) 하도급용역
(전기/계측분야) 전기/계측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

토현중 다목적강당 및 기타증축 전기,소방공사 
설계용역 전기/소방설계 토현중학교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2013 서면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전시설-전기공사) 실시 설계용역 전기설계 서면종합시장 부산 진구청

  설계(Engineering & Design Service)
           원자력 / 발전분야 / 기타

1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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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용 역 명 분  야 현 장 발 주 처

2013

154KV 전력설비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기설계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

월성1호기 ASTS 중수로용 IntEC 입력용역 전기설계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재송여자중학교 강당 화장실 개량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전기설계 재송여자중학교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경남공업고등학교등 3교 노후전등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전기설계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

경남공업고등학교 급식실개수 및 기타 전기,
소방공사 설계용역

전기/소방설계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

2012 가동원전종합설계 외부설계기술인력지원
-전기/계측분야(b) 전기/계측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

2012

2012년 전기/계측 외부설계기술인력 지원 전기/계측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

1호선 연장(다대구간)전차선로 설비 실시설계용역 전기설계 부산지하철
다대구간 부산교통공사

고리2호기 복수기관 세정설비 교체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급수가열기 배수계통 수위제어 설비개선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1,2호기 2차측 실시간 성능감시용 계측기 설치 
설계용역 계측설계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2호기 해수전해설비 전기설비 개선 상세설계용
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2011

울진5,6 EQ계통 안전기능분석 케이블목록 작성 전기설계 울진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광일초등학교 냉난방시설 전기공사 설계용역 전기설계 광일초등학교 부산시 교육청

2011년 가동원전 일반설계(전기) 용역 전기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발 신축사옥 전원공급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동삼중 장애편의시설 및 냉난방시설 전기공사 설계용역 전기설계 동삼중학교 부산시 교육청

고리원자력1호기 CWP 교체공사 전기,계측 현장조사용
역 현장조사 고리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영광3,4호기 발전기 정비실 설치 설계용역 전기설계 영광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2호기 RCS 누설률실시간감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전기설계 고리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Jordan Research & Training Reactor (JRTR) 
PJ공사/전기계측제어실시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요르단 ㈜대우건설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설계(Engineering & Design Service)
           원자력 / 발전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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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용 역 명 분  야 현 장 발 주 처

2010

고리#1~4 송수전선로 개선 설계용역/전기계측
상세설계  및  토목기본 / 상세설계 전기설계 고리 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울진1,2호기 발전기 Seal Oil System 소방설계 및 
관련 배관 응력해석 소방설계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2010년도 가동원전 일반설계 기술용역/계측(전기)
분야 설계 전기/계측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2009

울진1,2호기 발전기 및 주전력설비 설계/전력설비 
설계용역 전기설계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월성1호기 1차계통 설비개선 설계용역/
PVC경년열화 케이블 교체 및 현장케이블 실사용역 전기설계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월성1호기 기계설비 개선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2호기 소내차단기반 교체 현장케이블 
실사지원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종합폐수처리장 RMS 및 
시료채취설비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1,2호기 345KV 송전선로 교체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2008년 형상관리 미비점 보완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3,4호기 보조변압기 교체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화학약품주입설비 이설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2009년 가동원전 일반설계 기술용역/전기/계측분야 전기/계측설계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교체 설계용역/
전기분야 인력지원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1,2호기 디지털 방사선 감시설비(DRMS) 
전산기 시공설계 전기/계측설계 고리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2008

고리1호기 화재위험도분석 주기적합성검토 
도면작성 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연구원

울진 5,6호기 종합폐수처리장 전기분해설비
설치 설계용역 전기설계 울진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3,4호기 발전기 여자변압기 
전원공급케이블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5,6호기 정비편의시설 공급설비 설계용역 전기설계 울진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1,2호기 터빈건물 조명설비개선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 1,2호기 소내전산기 계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계측설계 전기/계측설계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3,4호기 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개선 설계용역
/전기(변압기) 전기설계 고리 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설계 및 공사(From 2007 to 2015)

  설계(Engineering & Design Service)
           원자력 / 발전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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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용 역 명 분  야 현 장 Customer

2008
울진3,4호기 주급수펌프터빈 속도제어설비 
다중화설계 기술용역 전기/계측설계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영광2발 고압전동기 On-Line 감시설비 설치 설계용역 전기/계측설계 영광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2007

고리1,2호기 관리구역 조명개선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3,4호기 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개선 설계용역/
전기인력지원 전기설계 고리 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2호기 경보설비 시공설계 및 공사용역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우 리 기 술

고리1호기 154kV 스위치야드 설비개선 설계 전기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2006

영광1,2호기 FHA(화재위험도분석) 용역 
전기분야 분석업무 전기 영광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WEST E-DRILL L/Q  전계장 기본설계 울산 울주군 삼성중공업㈜
신한기계㈜

고리 3,4호기 해수전해 전기설비 개선 전기/계측
/기계 설계 고리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WEST E-DRILL L/Q 전계장 상세 설계 울산 울주군 삼성중공업㈜
신한기계㈜

WEST E-DRILL L/Q 전계장 상세 / 
생산설계도면 울산 울주군 삼성중공업㈜

신한기계㈜

ACG 4.2MW DPP 전계장 설계 전계장설계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고리2,3,4호기 발전기교체 및
주전력계통 분석 설계용역 전기설계 고리 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고리1호기 복수탈염설비 제어반교체 설계용역(CPP)
/전기, 계장 설계지원 전계장설계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2005

고리3,4호기 및 영광1,2호기 주전산기 교체관련 시공설
계 및 원도수정용역

전기/계측
/전산설계

고리 2발전소
영광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우 리 기 술

울진1,2호기 PSA 용역 외 전기회로 분석 전기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평택 LNG TERMINAL #2 7.2MW 비상 D/G 설치 전계장설계 평택 LNG 기지 현대중공업㈜

고리 3,4호기 공급자 제출 도면(QVD) 원도화 용역 전기/계측/기계외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AKPO FPSO L/Q    전계장 상세 설계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AGBAMI FPSO L/Q    전계장 상세설계 울산 울주군 대우조선해양㈜
신한기계㈜

월성2,3,4호기 PSA 용역외 전기회로 분석 전기 월성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AKPO FPSO E&I BLDG  전계장설계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설계(Engineering & Design Service)
           원자력 / 발전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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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DC 3000PPH CCR Module 전기/계장공사 전기/계장공사 서산시 대산 UOP LLC
㈜GS엔텍

Rabigh Skid 전기/계장공사 전기/계장공사 사우디아라비아 ㈜GS엔텍

제1-8호기조명등및전기보조설비경상정비하도급공사 전기공사 태안 발전소 한전KPS㈜

2015년도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지사 고압A 공사 전기공사 부산시 기장군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확장공사 소방공사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2014
 

UHV(Upsteam Project for Hygiene and Value 
added Products) 전기/계장공사 태국 ㈜GS엔텍

UGCC ETHYELENE PLANT PROJECT 전기/계장공사 우즈베키스탄 ㈜GS엔텍

기력2호기 전동기 POWER CABLE 교체공사 전기공사 평택화력발전소 서부발전㈜평택화력
한전KPS㈜ 평택사업소

북항 관제센터 VHF 음성녹음 장치 설치 통신공사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154kV 정관분기 등 2개 T/L 취약철탑 보강공사 
(동부산전력지사) 전기공사 부산시 기장군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산업학교 실습실증축소방 및 기타 소방공사 소방공사 부산산업학교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항VTS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 공사 통신공사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남산동 992-12 /992-13  복합건물신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 남산동 엘리종합건설㈜

2호기 회처리 노후전기설비 및 분전반 교체작업 전기공사 태안화력발전소 남동발전㈜하동화력
한전KPS㈜ 태안사업소

4호기 회처리 노후전기설비 및 분전반 교체작업 전기공사 태안화력발전소 남동발전㈜하동화력
한전KPS㈜ 태안사업소

1호기 탈황설비 저압전동기 정비공사 전기공사 동서화력발전소 동서발전㈜당진화력
한전KPS㈜ 당진사업소

범어사 미륵전 전기보수공사 전기공사 범어사 범어사

범어사 비로전 전기보수공사 전기공사 범어사 범어사

범어사 석탑주변 청풍당 전기공사 전기공사 범어사 홍기종합건설㈜

2013 태안#1 여자기룸 Roof Frame 개선 전기공사 태안화력발전소 서부발전㈜태안화력
두산중공업㈜

 

  공사 및 설치(Construction & Installation Work) 1 of 2

설계 및 공사(From 2007 to 2015)



39

Company
Information

Business 
Performance

Main BusinessCertification

  공사 및 설치(Construction & Installation Work) 2 of 2

년도   공 사 명 분  야 현 장 발 주 처

2013

하동 #3 O/H 저압전동기 정비공사 전기공사 하동화력발전소 남동발전㈜하동화력
한전KPS㈜ 하동사업소

제3호기 전기설비 개선 정비공사 전기공사 삼천포화력발전소 남동발전㈜삼천포화력
한전KPS㈜ 삼천포사업소

동성초등학교 음악동 및 도서관 전기공사 전기공사 동성초등학교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

기장군 정관보건지소 증축공사(통신) 통신공사 정관보건지소 부산시 기장군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건설(전기)소방공사 전기/소방 화명동 산성터널 부산시 건설본부

대경기술㈜ 사옥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기장군 청강리 대경기술㈜

2012
 

보령 1,2호기 여자기 해체 및 설치공사 전기공사 보령 화력발전소 중부발전(주)보령화력
두산중공업㈜

보령 1,2 NSPB Cleaning작업 전기공사 보령 화력발전소 중부발전(주)보령화력
두산중공업㈜

태안 1 여자시스템 해체 및 설치 전기공사 태안 화력발전소 서부발전㈜태안화력
두산중공업㈜

2012년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2구역) 단가계약 전기공사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APR1400 RCP시제품 Cable Routing 외주용역 전기공사 창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신호설비 기타공사(긴급) 전기공사 부산신항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소웰빙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전기공사 용소웰빙공원 부산시 기장군

반송2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4차) 전기공사 전기공사 반송2동시장 부산시 해운대구청

2011
대명저수지 일원 정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대명저수지 부산시 기장군

불광산근린공원애 농수산물판매시설 신축전기공사 전기공사 불광산근린공원내 부산시 기장군

2009

엄궁농산물시장 청과동 전기수전설비 개량공사 전기공사 엄궁동 농산물시장 부산시 엄궁동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국도14호선~교리초등학교간 도로정비공사 전기공사 국도14호선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경부선 구포~사상간 녹현지하도신설 지장 배전선로 
이설공사(2차) 전기공사 경부선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2008 서명초등학교 전기시설 개수공사 전기공사 서명초등학교 부산시 동래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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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울4호기 노내핵계측기(ICI) 교체 공사 전기/계장공사 한울 4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2014

격납건물냉동기 및 전동발전기 케이블 포설보조 전기공사 한울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울5,6호기 주급수펌프 터빈속도제어 다중화 설비 전기/계장공사 한울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인벤시스코리아

고리1호기 여자 Cable 교체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고리2호기 RSP 'B' 및  IC PANEL 설치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인벤시스코리아

[월성#1 발전기 재권선] Generator Diagnosis 
Monitoring System (GDMS) 전기/계장공사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빛 #3,4 Shaft Earthing System 전기/계장공사 한빛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울1,2호기 사용후 연료저장조 (SFP) 안전등급 
계측기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한울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UAE OSSA용 시뮬레이터 건물 및 사무동 신축 
통신공사 통신/소방공사 신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 및 터빈건물 빗물유입통로 
밀봉작업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고리1사업소

고리2호기 여자변압기 고압케이블 3상 긴급교체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고리1사업소

한빛3호기 필수안전정보표시계통 전원보강공사 전기공사 한빛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소내, 비상보조Tr.OLTC용 AVR함 이설공사 전기공사 한울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2013

한울3~6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철거/설치 용역 구매 
(CEDMCS) 전기/계장공사 한울 2,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울1호기 발전기 하부 Thermocouple 교체작업 전기공사 한울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소내, 비상보조Tr.OLTC용 AVR함 이설공사 전기공사 한울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9LKQ전원공급 케이블 외주수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울진1사업소

월성1호기 주급수펌프 전동기 전원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공사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5호기 7차 O/H 노내 계측기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제어봉 위치지시 설비 개선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설계 및 공사(From 2007 to 2015)

  공사 및 설치(Construction & Installation Work)
           원자력 품질등급 분야

1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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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진1,2호기 MSIV 구동용 SOV 이중화 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내환경 검증 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2호기 발전기 TTVMS Cabling 및 
Probe connection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고리1호기 소내주전산기 2단계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경보설비 본케이블 포설용역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보조건물 방화벽 설치관련 전기설비이설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2012 

ASTS 울진 1,2호기 설치/시공 용역 공급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고리1호기 CPP 고압반 교체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LS산전㈜

울진1발 주터빈 조속기 설치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삼 창 기 업㈜

고리2호기 원자력 SAT 보호반 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2차측 계측설비 개선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경보설비 MUX CABINET 시각동기선 
포설용역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1호기 345kV 수전전력량계 설치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345kV 스위치야드 소내전원 분리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전기케이블 난연 성능시험관련 
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공사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주제어반 개선 추가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

신월성1,2호기/신고리1,2,3,4호기 ASTS 설치/
시공용역 공급 전기/계장공사 신월성 1발전소

신고리 1,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고리3,4호기 소내방사선 감시계통 전산설비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이동형 발전차 전원접속점 확보공사 전기공사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3,4호기 480V MCC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LS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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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공 사 명 분  야 현 장 발 주 처

2011 
 

울진3호기 안전주입배관 음향누설 감시설비 전기/계장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영광3,4호기 CEDMCS 철거/설치/시공/조립용역 전기/계장공사 영광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1,2호기 제어봉제어 및 위치지시설비 CRCS 
공급 철거/설치/시공/조립용역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1,2호기 여자기 해체 및 설치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영광1,2호기 노외핵계측(NIS)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영광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Thermo Fisher        

고리4호기 터빈정적 감시설비 개선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 1,2호기 디지털3중화 보호계전기반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 2호기 345kV 수전전력량계 설치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1,2호기 발전기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 1호기 여자시스템 기존 케이블 철거공사 및 
연계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ASTS 표준/비표준 원전설치 및 시공용역 공급 전기/계장공사 전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2010 

영광2호기 1차측 계측설비 개선공사 전기/계장공사 영광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6 RCS HOT/COLD LEG RTD 타입변경 케이블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2호기 고압전동기용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2 소내전산기 신호취득캐비닛 증설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3,4호기 터빈 및 펌프하우스 
주크레인 트롤리바 교체공사 전기공사 월성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4호기 주급수 제어계통 다중화설비 설치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1&2호기 원자력 여자기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영광6호기 여자기 교체공사 Cable 추가공사분 전기공사 영광 3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4호기 안전주입배관 음향누설 감시설비 설치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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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영광1호기 19차 OH계측설비 1차측 개선공사 전기/계장공사 영광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여자시스템 해체 및 설치공사 전기/계장공사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월성1,2호기 배수펌프 제어패널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월성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1,2호기 노외핵계측(NIS)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울진 1발전소 KHNP
THERMO FISHER

고리2호기 RSP Room J3지역 전기설비 개선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가압기전열기 케이블 정비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격납용기 전기관통부 질소주입설비 
개선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2009
 

고리4호기 발전기 교체 연계공사 전기설계/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 4호기 주발전기 종합감시 부대설비 시공 전기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4호기 주급수펌프터빈 제어설비 교체공사 전기설계/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1호기 고압전동기용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2호기 디지탈방사선 감시설비 전산기 교체공사 전기설계/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2호기 CRCS 현장용역 전기설계/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고리3호기 발전기 교체 연계공사 전기설계/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울진3호기 주급수펌프 제어설비 교체공사 전기설계/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3호기 주급수 제어계통 다중화설비 설치공사 전기설계/공사 울진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3,4호기 소내전산기,운전지원전산기 기능통합공사 전기설계/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우 리 기 술

고리원자력1호기 주제어반 및 부속설비 개조공사 전기설계/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   

고리1호기 주증기모관 POT 및 차단밸브신설 
계측설비공사 전기설계/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안전등급 전동기 전원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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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고리2호기 주제어실 경보설비계통 교체공사 
시공설계 및 설치시공

전기/계장 설계,
공사 고리 2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우리기술㈜

울진1,2호기 소내전산기계통
H/W & S/W 일체

전기/계장 설계,
공사 울진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전해염소설비 HYPO TANK 신호선공사 전기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소내주전산기, OACS 기능통합공사 전기/계장 설계,
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삼 창 기 업㈜

고리정수장 수위계 및 유량계 케이블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영광1,2호기 복수탈염설비 공정제어반 설치공사 전기/계장공사 영광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삼 창 기 업㈜

2007

 고리1호기 소내주전산기 교체공사 전기/계장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삼 창 기 업㈜

고리1호기 복수탈염설비 제어반 교체공사 전기/계장 설계,
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 주제어실 경보설비계통 교체공사 
시공설계 및 설치시공

전기/계장 설계,
공사 고리 1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우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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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용 역 명 분  야 현 장 발 주 처

2015

신한울2호기 RCP Terminal Box & Junction Box 
Assembly 공급 및 Cable Routing 용역 전기/계장공사 신한울1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2015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청소용역 위생관리용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 기장소방서 급식시설 취사인부 용역 공고 근로자파견 기장소방서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명장SS 수원DL 부하전환능력 보강공사 감리용역 감리 부산 동래구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2015년 연산도서관 청소인력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위생관리용역 연산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립연산도서관

2014

Tung Hsiao Project Rack용 전계장 설치 전기/계장공사 대만 MHPS 
㈜성광

2014년도 외부기술인력[제도(캐드)] 
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파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

DRPI PANEL 내부 보강재 용접공사 용접 고리 1발전소 ㈜리얼게인

현수교 점검대차 주행모터 정비공사 전기공사 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현수교 점검대차 감속기 오일교체 및 정비공사 전기공사 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BUK-PYEONG THERMAL POWER PLANT AIR 
JUNCTION BOX 제작 북평화력 발전소 Sanko Matcrial Supply 

Co.,Ltd.

2013
UHV PROJECT PLC PANEL 제작 태국 한국폴㈜

신고리 제1발전소 자료실 자료전산화작업 근로자파견 신고리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2012 2012년 국제지하도상가 청소용역(월간단가계약) 위생관리용역 국제지하상가 부산시설공단

2011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 지장전주 이설공사 
감리용역 감리 부산 진구청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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