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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현황 (소방)

발주처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사회복지법인
신일복지재단

신망애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소방공사

62,471,880 2008.05 2008.05 2008.11

고성토건주식회
사

청구로 새마을금고 신축 소방공사 9,680,000 2008.04 2008.04 2008.07

동부교육청
대구만촌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소방공사

21,544,000 2009.08 2009.08 2009.10

북구청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소방공사 136,263,390 2009.08 2009.08 2010.03

이순덕외1명 태화동 00모텔 신축공사(소방) 18,000,000 2010.09 2010.09 2011.03

㈜쌍마기계 ㈜쌍마기계 진량공장 신축공사(소방) 22,000,000 2010.11 2010.11 2011.03

㈜두성 ㈜두성 신축공사(소방) 33,000,000 2011.01 2011.01 2011.05

㈜에스엠무역 ㈜에스엠무역 창고 증축공사(소방) 9,900,000 2011.02 2011.02 2011.03

박명화 신월리 창고시설 신축공사(소방) 18,000,000 2011.07 2011.07 2011.08

북구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소방공사 136,263,000 2009.08 2009.08 2011.02

감천복지재단 갓바위치매센터 증축공사(소방) 10,500,000 2013.07 2013.07 2013.12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지원센터 소
방공사

77,808,290 2014.01 2014.01 2014.06

성부정신수양원
성부정신수양원 생활관 제2동 증축소방
공사

29,848,000 2014.07 2014.07 2014.12

달성군 달성군 보훈회관건립 소방공사 30,381,000 2014.12 2015.01 2015.02

태인건설산업㈜ 불로동공장 건축 소방공사 27,500,000 2015.01 2015.01 2015.03

태인건설산업㈜ 왕보공장 증축 소방공사 55,000,000 2015.01 2015.01 2015.03

태인건설산업㈜ 경산 업무시설 건축 소방공사 16,500,000 2015.01 2015.02 2015.07

태인건설산업㈜ 경산 메디컬타워 신축 소방공사 110,000,000 2015.03 2015.03 2015.10

태인건설산업㈜ 경산 근린생활시설 신축 소방공사 33,000,000 2015.03 2015.04 2015.08

태인건설산업㈜ 성서공장 보수 소방공사 19,800,000 2015.12 2015.12 2015.12

태인건설산업㈜ 대천동공장 보수 전기공사 9,900,000 2015.12 2015.12 2015.12

㈜코디마 ㈜코디마 신축공사중 소방공사 16,500,000 2016.07 2016.07 2016.10

신석수
용강동 신석수 건물 소방공사용역(기계,
전기분야)

3,300,000 2017.02 2017.02 2017.05

우덕정 우덕정 외 3인 건물 신축 소방공사 12,100,000 2017.04 2017.04 2017.08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공사(소방) 10,950,000 2017.07 2017.07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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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현황 (소방)

발주처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달성군 보건소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소방) 52,753,010 2017.08 2017.08 2018.01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한 5동1
층 및 6동1층 개보수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

21,106,308 2017.09 2017.09 2018.06

달성군청 한일우호관 보수정비공사 시행(소방)  10,800,000 2017.12 2017.12 2018.01

달성군청 한일우호관 보수정비공사 시행(기계소화)  3,529,000 2017.12 2017.12 2018.01

달성군청 다사읍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소방공사 8,130,000 2018.03 2018.03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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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현황 (정보통신)

발주처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성경종합건설
동구 신천동 C&P빌딩 신축공사 중 정보
통신공사

16,500,000 2018.03 2018.03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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