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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씨앤텍은 (주)한양인더스트리(www.hycne.com)의 석유 화학 플랜트 

및 환경설비 관련 설계 및 시공능력과 (주)한양이앤씨(www.hyenc.com)의 

GMP & CLEAN ROOM  산업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

으로 설립된 종합건설 기업입니다.

저희 한양씨앤텍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건축물을 비롯하여 제약

공장, 바이오연구소, 첨단 플랜트 산업설비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공하고 있는 GMP, HACCP 및 BIO-LAB 관련공사에서 

한양씨앤텍의 전문성과 시공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건설시장 세계화에 발 맞추어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선진 

기업문화를 구축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합니다.

임직원 일동

Greeting
인사말



History
회사개요

1993.12 (주)한양인더스트리 설립

1994.02 무역업 등록

1997.12 유망중소기업 선정(국민은행)

1999.07 경기도 김포시 소재 자가공장완공

2003.05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

2003.12 울산 현지법인 설립

2006.09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신규사옥 이전

2007.01 한양인더스트리 기계설비사업부(클린룸사업부)를

  (주)한양이앤씨로 분사설립(기계설비공사업)

2011.03  한양이앤씨본사 이전(안산시 상록구 이동)

2011.04  전문소방시설업 등록

2012.07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 선정(중소기업청장)

2014.11  HanYang(Thailand) 해외법인 설립

2016.05  (주)한양씨앤텍 법인설립

2016.08  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 등록

2017.08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

2018.01 공기조화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2018.01 공기조화 효율을 향상시킨 공기조화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2018.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04 해외건설업신고(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2018.04 한국무역협회 회원등록

2018.11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B동 1511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본점소재지 이전

2019.0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Organization
조직도 

대표이사

기술위원

경영지원부

관리팀

회계팀

공공업무팀

건축사업부 클린룸사업부

기술팀 엔지니어링팀

공무팀 기전팀

디자인팀 수처리팀

해외사업부

해외사업팀

부사장



Business Area
사업분야 

GMP 
Clean Room

Utility Plant

HVAC SystemArchitecture

PW/W.F.I/PSG
System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법인등기부등본



Business Registration
법인등기부등본



Business Registration
법인인감증명 



Business Registration
벤처기업확인서 



Business Registration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Business Registration
공장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대한건설협회회원증  



Business Registration
건설업등록증(건축공사업)



Business Registration
해외건설업(건축) 신고확인증 



Business Registration
건설업등록수첩(건축공사업)



Business Registration
기계설비협회 회원증 



Business Registration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Business Registration
해외건설업(기계) 신고확인증 



Business Registration
건설업등록수첩(기계설비공사업)



Business Registration
소방시설업등록증(전문소방시설공사업)



Business Registration
소방시설업등록수첩(전문소방시설공사업)



Engineer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번호 성명 직위 자격종목 및 등급 분야 및 기술등급
           

 소방설비기사(기계)
 1 김정열 대표이사

 소방설비기사(전기)

 
2 김연수 부사장

 산업안전기사 

    전기기능사   

 
3 권욱성 기술위원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 특급 

    소방기술자 기계 초급

 
4 박규태 이사  건축설비기사 건축 고급

 5 김태호 부장 건축기사 건축 고급

 6 조재원 부장 건축분야 건축 중급

 
7 이동재 차장

 소방기술자 기계, 전기 초급

    전기기술자 초급

 8 이종준 차장
 건축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9 문영화 과장 건축기사 건축 초급

 10 최진희 과장
 건축기사 

건축 중급
    실내건축기사     

 
11 이진은 대리 건축설비기사

 

안전관리 고급

기계 초급

안전관리 초급

품질관리초급

건축 고급

안전관리 초급

건축 중급

기계 초급



Project History
공사실적  

 NO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부가세 포함)

 
1
 유영제약 진천공장 

(주)녹십자이엠 811,500,000 
2006.01 ~ 

  기계설비공사        2007.04

 
2
 장호원 적십자 혈장분획센타 

(주)녹십자이엠 1,343,000,000 
2006.03 ~ 

  기계설비공사        2006.12

 
3
 녹십자오창 제조지원실 

(주)녹십자이엠
 
1,815,000,000 

2006.04 ~

  기계설비공사        2006.12

 
4
 녹십자 오창공장 생산동 

(주)녹십자이엠 557,000,000 
2006.10 ~ 

  기계설비공사        2006.12

 
5
 녹십자 의료재단연구소 

(주)녹십자이엠 215,000,000 
2006.11 ~ 

  기계설비공사        2007.02

 
6
 녹십자 오창공장 관리동 

(주)녹십자이엠 580,000,000 
2007.03 ~ 

  기계설비공사        2007.12

 
7
 녹십자 오창공장혈액제제관 

(주)녹십자이엠 4,325,000,000 
2007.03 ~ 

  기계설비공사        2008.06

 
8
 녹십자 화순백신공장 

(주)녹십자이엠 3,350,000,000 
2007.06 ~ 

  기계설비공사        2008.08

 
9
 녹십자 의료재단 

(주)녹십자이엠 196,900,000 
2007.08 ~ 

  CPC 연구소        2007.11

 
10

 국제약품 안산공장 세파동  
이엔텍건설(주) 1,397,000,000 

2008.10 ~ 

  기계설비공사        2009.07

 
11

 국제약품 안산공장 세파동  
이화공영(주) 2,470,000,000 

2009.03 ~ 

  기계설비공사        2009.12

 
12

 바이넥스 GMP동물세포  
이화공영(주) 490,017,000 

2010.03 ~ 

  배양라인증설 기계설비공사        2010.05



Project History
공사실적  

 NO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부가세 포함)

 
13

 한국코러스제약 
(주)녹십자이엠 642,000,000 

2010.05 ~ 

  춘천바이오공장 기계설비공사        2011.03

 
14

 녹십자 R/L 연구소 
(주)녹십자이엠 1,200,000,000 

2010.03 ~ 

  보수공사        2011.04

 
15

 영진약품남양공장 
이화공영(주)

 
1,970,000,000 

2010.07 ~

  GMP공사        2011.07

 
16

 Green Cross Laboratory 
의료법인  2011.02 ~

  분자유전학, 세포유전학, 
녹십자의료재단 

266,200,000
      2011.04

  미생물실 개보수공사        

 
17

 한화케미칼 오송공장 
(주)한화건설 2,825,900,000 

2011.06 ~ 

  기계설비공사        2012.09

 
18

 종근당천안공장 세파동 
(주)안성전기 423,500,000 

2011.11 ~ 

  덕트설비공사        2012.06

 
19

 한화케미칼 오송공장 
한화케미칼(주) 761,200,000 

2011.08 ~ 

  공기조화시스템 부속설비공사        2012.03

 
20

 종근당천안공장 바이오동 
(주)안성정기 874,500,000 

2012.08 ~ 

  기계설비공사        2012.10

 
21

 녹십자오창공장 NBP 
(주)녹십자이엠 3,328,600,000 

2012.07 ~ 

  기계설비공사        2013.04

 
22

 일동제약 안성공장 증축 및  
이화공영(주) 8,074,749,500 

2012.03 ~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3.12

 
23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주)녹십자이엠 78,100,000 

2013.05 ~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공사        2013.07

 
24

 녹십자 R&D 센터  
(주)녹십자이엠 1,685,067,942 

2012.08 ~ 

  덕트공사        2013.10



Project History
공사실적  

 NO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부가세 포함)

 
25

 종근당 천안공장 자동화창고 
(주)벨이앤씨 660,000,000 

2013.07 ~ 

  공조개선공사        2013.09

 
26

 일동제약 청주공장 API동 
이화공영(주) 1,640,060,000 

2012.09 ~ 

  기계설비공사(합성공장)        2014.07

 
27

 한국콜마 관정 화장품공장 
이화공영(주)

 
1,816,122,640 

2013.09 ~

  기계설비공사        2014.04

 
28

 녹십자 오창공장 A부지 
(주)녹십자이엠 1,023,000,000 

2014.07 ~ 

  Renovation 기계설비공사        2014.08

 
29

 녹십자 화순공장 FLU관 
(주)녹십자이엠 765,580,000 

2013.12 ~ 

  기계설비공사        2014.10

 30 일동제약 양재동 사옥 
일동제약(주) 456,500,000 

2014.09 ~ 

  공조설비 개선공사        2014.10

 
31

 한국콜마 관정 화장품공장   
2014.09 ~

  신축공사 중 이화공영(주)
 

631,600,000
 

     
2015.02

  기계설비공사(2단계)   

 
32

 대화제약 횡성GMP공장 
(주)녹십자이엠 280,500,000 

2015.06 ~ 

  항암제동 증축공사        2015.10

 
33

 (주)동방 안성 KVGMP 
(주)동방 2,955,700,000 

2014.07 ~ 

  제약공장 기계설비송사        2015.11

 
34

 녹십자R&D센터  
(주)녹십자이엠 804,100,000 

2015.08 ~ 

  리모델링 공사        2015.10

 
35

 농림축산검역 본부 청사  
(주)녹십자이엠 694,100,000 

2015.03 ~ 

  BL3공사        2015.12

  일동제약 청주합성공장   
2015.05 ~

 36 (히알루론산나트륨작업소)  일동제약(주)
 

495,000,000
      2016.05

  기계설비공사        



Project History
공사실적  

 NO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부가세 포함)

  일동제약 청주합성공장   
2015.05 ~

 37 (히알루론산나트늄작업소) 일동제약(주) 550,000,000
      2016.05

  제조용수배관공사        

 
38

 녹십자 오창공장 NFF 
(주)녹십자이엠 3,707,000,000 

2015.06 ~ 

  기계설비공사        2016.05

 
39

 한미약품 팔탄공장 GMP 
삼성엔지니어링(주)

 
2,948,000,000 

2015.09 ~

  UT배관공사        2016.12

 
40

 일동제약 포승공장 
일동제약(주) 2,695,000,000 

2015.10 ~ 

  기계설비공사        2016.06

 
41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동 
(주)녹십자이엠 1,411,300,000 

2016.01 ~ 

  건설공사        2017.02

 
42

 일동제약 안성공장 
일동제약(주) 77,000,000 

2016.08 ~ 

  블리스터라인 건축공사        2017.02

  일동바이오사이언스 

 43 저온창고 신축 및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443,000,000

 
2016.10 ~ 

  시설물 개선공사        2017.03

 
44

 퍼슨 광주수도권 물류센터 
(주)퍼슨 902,000,000 

2016.11 ~ 

  리모델링공사        2017.03

 
45

 성광 GLS 광주 사무동 
성광 GLS 198,000,000 

2016.11 ~ 

  신축공사        2017.03

 
46

 일동제약 안성공장  
일동제약(주) 933,900,000 

2017.01 ~ 

  수축열시스템 개선공사        2017.05

 
47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일동제약(주) 3,421,000,000 

2017.06 ~ 

  리모델링 공사        2017.12

 
48

 강남구 논현동 DMCC  
DMCC 2,579,500,000 

2017.08 ~ 

  대수선 및 증축공사        2018.08



Project History
공사실적  

 NO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부가세 포함)

 
49

 녹십자 셀센터 
(주)녹십자이엠 4,265,272,000 

2017.09 ~ 

  덕트공사 및 소방설비 공사        2018.05

 
50

 여주A부지 근린생활시설 
조프로퍼티(주) 584,100,000 

2017.12 ~ 

  신축공사        2019.03

 
51

 북부청소년문화의집 
평택시청소년재단

 
175,230,000 

2017.12 ~

  리보델링 건축, 기계공사        2018.03

 
52

 일동제약(주) 세파 항암제동 
일동제약(주) 627,000,000 

2018.04 ~ 

  급수&급탕 배관교체        2018.07

 
53

 일동제약(주) 안성공장 
일동제약(주) 770,000,000 

2018.04 ~ 

  폐수처리장 개선공사        2018.10

 
54

 중외제약 시화공장 PW 
JW중외제약(주) 231,000,000 

2018.06 ~ 

  제조 및 분배시스템 공사        2018.08

 
55

 신신제약 세종공장 PW 
(주)성도이엔지 645,700,000 

2018.09 ~ 

  제조 및 분배시스템 공사        2019.02

 
56

 삼양애니팜 포천공장 
(주)삼양애니팜 1,647,800,000 

2018.09 ~ 

  신축공사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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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봉초 장애인 승강기 경기도 화성오산
 116,685,200 

2018.10 ~ 

  증축공사 교육지원청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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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바이오(주) 원주GMP공장  
티엔이엔씨(주) 1,932,700,000 

2018.09 ~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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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오창공장 QM관  
(주)녹십자이엠 1,997,600,000 

2018.10 ~ 

  QC이전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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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426,000,000 

2018.12 ~ 

  (앨리베이터)및 기타공사 경기초등학교       2019.04



Project History
공사실적  

 NO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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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미생물 백신제동 
범일건설(주) 10,450,000,000 

2019.03 ~ 

  GMP공사        2020.12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녹십자	오창공장	혈액제제관	

▼	녹십자	화순공장	플루관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일동제약	안성공장	세파/항암동

▼	녹십자	오창공장	NBP관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영진약품	남양공장

▼	국제약품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코러스제약	춘천공장

▼	종근당	세파동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종근당	바이오동

▼	일동제약	안성공장	일반제동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한국콜마	관정공장

▼	녹십자	오창공장	혈액제제2관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일동제약	청주공장	HA동

▼	동방	KVGMP	안성공장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한미약품	팔탄공단	글로벌고형제

▼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차폐실험동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과학기술원	동물실험동

▼	일동제약	포승공장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	녹십자	셀센터



Project Experience
시공사진 

▲	녹십자	QM관



Map
위치안내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511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TEL : 02-6415-0337(代)   |   FAX : 02-6415-0338    
 www.hycntec.com

화성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80번길	26-52

TEL : 031-8058-0337(代)   |   FAX : 031-8058-0338    



본사: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511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TEL : 02-6415-0337(代)     FAX : 02-6415-0338

화성사무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80번길	26-52
TEL : 031-8058-0337(代)     FAX : 031-8058-0338     www.hycnte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