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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원건설(종합)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번호 성 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입사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위 가입일

1 이 * 영 00133758 1970.**.** 2006.07.01
건축/초급

기계/초급
건축/초급 특급 대 표 1996.09.30

2 손 * 성 06201080561U 1980.**.** 2015.07.28 건축/고급 건축/중급 초급 상 무 2015.06.16

3 박 * 길 #0269421 1965.**.** 2007.07.18
토목/중급

건축/초급
토목/초급 특급 상 무 2001.12.29

4 김 * 수 98405024349S 1980.**.** 2015.07.28 건축/중급 건축/초급 초급 부 장 2014.05.23

5 김 * 태 16401080615L 1971.**.** 2010.10.01 건축/초급 건축/초급 초급 부 장 2012.01.17

6 오 * 택 #0493301 1982.**.** 2015.07.28 건축/중급 건축/초급 초급 차 장 2006.06.09

7 유 * 국 #0676239 1983.**.** 2015.07.24 건축/초급 건축/초급 초급 차 장 2017.04.24

8 이 * 용 09405080899O 1992.**.** 2017.05.10 건축/초급 건축/초급 초급 대 리 2017.08.08

9 김 * 선 17401100864T 1962.**.** 2017.04.27 건축/초급 건축/초급 초급 팀 장 2007.7.01

10 신 * 출 92405017738C 1974.**.** 2009.04.01 토목/초급 토목/초급 초급 팀 장 2015.05.23

11 김 * 태 #0881449 1989.**.** 2015.04.01 건축/초급 건축/초급 초급 과 장 2018.02.19

12 박 * 현 #0800750 1986.**.** 2015.05.01 건축/초급 건축/초급 초급 과 장 2020.09.23

13 김 * 용 20202121209S 1970.**.** 2019.01.14 안전기사 과 장 2020.09.11







2017년도 공사실적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5라인 FAB내 Clean Room 건축공사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 정문 캐노피 설치공사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SDC 2017년 건축공사 (연간 유지보수공사)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SDC 2017년 건축공사 (연간 유지보수공사) 천안

(주)에스원 삼성화재 유성연수원 환경개선공사 천안

(주)에스원 에스원연수원 숙소 내부보수 건축공사 아산

삼성에스디아이㈜ 전지 극판 공조개선 HEPA 설치관련 건축공사 천안

삼성에스디아이㈜ 천안 SDI 2017년 건축공사 (연간 유지보수공사) 천안

삼성에스디아이㈜ 청주 SDI 2017년 건축공사 (연간 유지보수공사) 청주

동우화인켐㈜ 평택공장 트렌치 설치공사 포승

동우화인켐㈜ 신흥공장 접견실 건축공사 익산

동우화인켐㈜ 2017년 건축공사 (연간 유지보수공사) 포승

㈜효성 옥산공장 옥산공장 OFF LINE 세정실 건축공사 청주

(주)신성엔지니어링 평택 K1 FTSP FFU(Coater&Stocker) 설치공사 포승

한국메티슨 CL2 PIT 보완 건축공사 아산

세메스㈜ 천안사업장 휘트니스센터 건축공사 천안

스테코㈜ 원자재창고 및 Wafer 투입구 건축공사 천안

티아이오토모티브 연구동 DUCT 보완 건축공사 천안

이상 외 다수



2017년도 공사실적2018년도 공사실적

삼성디스플레이㈜ 아산SDC 2018년 건축소보수 공사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천안SDC 2018년 건축소보수 공사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A3옥상 Scrubber 충진재 자동세척장치공사 탕정

삼성에스디아이㈜ 천안 SDI 2018년 건축공사 천안

삼성전자㈜ L5 2층 외벽철거 및 복원공사 천안

삼성물산㈜ A3 A코어 2층 e/v 전실천정 보수공사 탕정

㈜에스원 교육동 및 센타동 보강공사 천안

동우화인켐㈜ 평택공장 PIPE RACK 보강공사 포승

동우화인켐㈜ 평택공장 2018년 건축공사(년간 단가계약) 포승

아산교육지원청 아산도서관 증축공사 아산

온양중앙초등학교 온양중앙초 과학실 및 돌봄교실 바닥공사 아산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사무소 신축공사 아산

㈜신성이엔지 평택공장 infra 조성 외 포승

㈜제이엔비 모멘티브 R&D센터 구축공사 화성

한국메티슨특수가스㈜ DG Warehouse 위험물저장소 건축공사 아산

㈜대성이엔지 공장동 부스설치 외 천안

세메스㈜ 천안사업장 배상대피문 설치 외 공사 천안

스테코㈜ A동 옥상 시설물 보수공사 외 천안

에스와이㈜ 호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아산

신영㈜ 신영빌딩 2~3층 인테리어 공사 아산

지인디자인㈜ 전지동 3층 환경개선공사중 경량공사 천안

이상 외 다수



(2019년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SDC 2019년 건축소보수 공사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천안SDC 2019년 건축소보수 공사 천안

삼성에스디아이㈜ 천안 SDI 2019년 건축공사 천안

삼성물산㈜ 아산 DC 2차 건축공사 아산

㈜에스원 에스원 연수원 본관동 지붕마감재 보수공사 천안

동우화인캠㈜ 평택공장 2019년 건축공사(년간 단가계약) 포승

스테코㈜ A동 증축 Back-lap 건축공사 천안

세메스㈜ 천안사업장 일반 건축공사 천안

㈜신성이엔지 PL5 냉각탑 증설공사 외 포승

금성건설㈜ M동4층 중대형 충방전 평가실 구축공사중 건축공사 천안

한양이엔지㈜ 기타 건축공사 천안

㈜파라다이스 도고 인테리어 공사 충남

한국메티슨특수가스㈜ 한국메티슨특수가스 외부 캐노피 설치공사 아산

르노삼성자동차 권곡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수선 공사 아산

신화인터텍㈜ Mold 보관용 창고 공사 천안

염티초등학교 염티초등학교 도서실 지붕보수공사 아산

아산시청 아산시청 장애인엘리베이터 신축공사 외 아산

당진교육청 유곡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당진

아산교육청 오양온천초 및 용화초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아산

아산시 배방읍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건축/기계) 외 아산

용화중학교 용화중학교 강당 출입구 슬로프 설치공사 아산

이상 외 다수

2019년도 공사실적



(2020년도)

2020년도 공사실적

삼성디스플레이㈜ 아산SDC 2020년 건축보수 공사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천안SDC 2020년 건축보수 공사 천안

삼성에스디아이㈜ M2동 AUDI向 팩샘플샵 조성관련 공사외 다수 천안

삼성전자㈜ 천안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천안

㈜에스원 인재원 숙소동 출입문 및 대리석 계단 개선] 천안

동우화인캠㈜ 평택공장 2020년 건축공사(년간 단가계약) 포승

스테코㈜ UT 자재창고 설치 공사 천안

세메스㈜ 폐기물/폐용기 보관소 증축공사 천안

㈜파라다이스 도고 상,하반기 인테리어 공사 충남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단지내 아스팔트 포장 외 공사 아산

아산교육청 온양고등학교 훈련장 증축공사 아산

아산교육지원청 모산중,배방초,온양초,송남초,염티초 외 다수 공사 아산

보령교육지원청 대천고등학교 화장실수선 및 기타공사 보령

공군제2방공유도탄여단 통합독신자숙소 리모델링 공사 서산

공군제20전투비행단 과학화통제소 리모델링 시설공사 천안

아산시청 장애인단체 건물공사 외 다수 아산

아산시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공사 외 아산

코레일유통㈜ 천안아산역 2층 맞이방 커피직영점 신축 아산

이상 외 다수







복지동 신축공사

위험물 창고 신축공사

경비동 신축공사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외벽 리모델링유곡초등학교 증축 및 신축공사



온양온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온양용화중학교 발명교육센터 구축



배방읍행정복지센터 용화작업장 리모델링



2016년송년회(타악의신공연관람) 2017년송년회(캣츠공연관람)2015년바다낚시(안면도)

2013년가을산행(용봉산) 2013년송년회(노틀담공연관람) 2014년가을산행(광덕산)



2012. 7. 19 감사패 (씨원건설주식회사)
SSLM 주식회사
사업장내공장동및부속건물신축공사

2006. 8. 29. 감사패(씨원건설주식회사)
EK Technology
CLEAN ROOM 조성공사후수령



2016.11.24. 감사패(씨원건설주식회사)
동우화인켐주식회사
동우화인켐 TD2-2 PJT

2019.12.11. 우수협력사(씨원종합건설㈜)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아산/천안단지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