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지명원

귀중

공사명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발주하는 상기공사를 도급 받고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지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시공과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식 회 사  미   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40

대 표 이 사   

Absolutely
Outstanding

주
식
회
사
미
산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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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회사소개:
CEO 인사말

CEO
mESSAgE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건설기업   미산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산’ 인사드립니다.

(주)미산은 1994년 창사하여 토목, 건축, 조경 분야에서 특성화된 전문

기업으로 매년 10%이상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관심에 힘입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초심을 잊지 않고자 항상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견적과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활가치를 극대화한 건설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로 각 분야에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기초하여 고객

들의 믿음에 신뢰로 보답하는 ‘(주)미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산 대표이사 

ABSOLuTELy OuTSTANdiNg miSAN

미산의 인사말 입니다.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회사소개:
업체현황

CurrENT SiTuATiON
OF ThE COmpANy 

미산의 현황 입니다.

 주식회사
미산

상 호 주식회사 미산

대 표 이 사 김 동 혁

소 재 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40

연 락 처 tel.  054) 932-4802 / fax.  054) 933-4802 / mail. misan4800@gmail.com

자 본 금 2,410,000,000원

공 제 조 합 좌 수 871  좌

업 체 구 분 법인 (주식회사)

사 업 자 등 록 증 408-81-21343

2016년
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26,379,000,000 원

매 출 액 19,830,049,738 원

수 주 총 액 33,428,430,000 원

부 채 비 율 49%

유 동 비 율 796%

사업면허
보유내용

면허구분 면허번호 발급처

토목건축공사업 제 98-2678호 경상북도지사

조경공사업 16-0092 경상북도지사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137 경상북도지사

문화재수리업(조경) 제 03-16-0006호 경상북도지사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북영양 2010-29-01 성주군수

전기 공사업 경북-01622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 수-62 호 경상북도지사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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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OF
miSAN

미산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16.12.31

16.09.22

15.12.31

15.10.01

15.09.20

14.04.01

14.03.27

14.03.11

14.01.30

11.12.31

10.10.27

10.08.10

10.07.30

09.12.24

98.06.12

98.02.28

97.08.11

97.05.15

94.12.31

16년 공사수주 347억
매출 198억 달성

본점이전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40

15년 공사수주액 300억
매출 207억 달성

대표이사 김동혁 취임
(前 ㈜화신 총괄이사)

2014년 공사 수주액 200억,
매출 100억 달성

문화재수리업(조경업) 면허취득
03-16-0006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경북-01622호)

황토 콘크리트 조성물 특허 취득
(10-1375211호)

자본금증자 (이십사억일천만원)

자본금증자(이십억육천만원)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취득(수-62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경북영양 2010-29-01)

조경공사업 면허( 16-0092) 취득

㈜화신 ㈜미산 인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제98-2678호)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 취득(제137호)

건축공사업 면허(제97-60002호) 취득

자본금 증자(일십억육천만원)

경민건설㈜ 설립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대표이사

회사소개:
조직도

OrgANiZATiON
ChArTS

미산의 조직구성을 소개합니다.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토목건축사업부

조경사업부

문화재사업부

환경사업부
전기사업부

재무팀

업무팀

지원팀

경기지사 

수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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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등록증 / 면허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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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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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관련서류:
면허증 / 등록증

토목건축공사업-경상북도지사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경상북도지사

조경공사업-경상북도지사

문화재수리업(조경업)-경상북도지사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관련서류:
면허증 / 등록증

   전기공사업-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수질)-경상북도지사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경상북도 성주군수



12 13관련서류:
면허증 / 등록증

특허증-전극높낮이조절장치 특허증-황토콘크리트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14관련서류: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03
시공실적

16 시공실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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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rECOrd
pErFOrmANCE LiST

미산의 시공실적 리스트 입니다.

년도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발주처

2017

예천경도병원 증축공사  3,400,000,000 17. 11 ~ 18. 12 예천경도병원

복주병원2병동 리모델링공사  1,500,000,000 17. 11 ~ 18. 02 복주요양병원

포항 환호. 우창 하수관로정비사업  13,416,807,900 17. 09 ~ 20. 09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공사 13,998,102,900 17. 07 ~ 19. 12 대구지방 조달청 

포항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1) 2차 17,380,000,000 17. 06 ~ 20. 04 한국수자원공사

안막동정신과병원 리모델링공사  2,500,000,000 17. 05 ~ 17. 11 복주요양병원

지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조경,건축공사 1,771,309,680 17. 04 ~ 18. 12 한국농어촌공사 
경천지사

복주병원 a동 증축공사 1,760,000,000 17. 03 ~ 17. 10 복주요양병원

경기도 양평군 마룡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3,780,000,000 17. 03 ~ 17. 09 박영희 외 1인

왜관읍 양봉가공처리시설 신축공사 6,440,000,000 17. 01 ~ 17. 03 ㈜안상규벌꿀 

2016

2016 제주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1,477,902,380 16. 12 ~ 17. 12 제주자연유산관리단 

매탄동 407-49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1,707,700,000 16. 12 ~ 17. 03 조 한 욱 

복주병원2병동 식당동 리모델링공사  1,700,000,000 16. 09 ~ 17. 01 복주요양병원

복주요양병원 프리미엄병동 리모델링공사  4,600,000,000 16. 08 ~ 16. 12 복주요양병원

매탄동 407-1 상가주택 신축공사 1,050,000,000 16. 07 ~ 16. 12 김 옥 토 

파주 운정동 하나프라자 신축공사 4,650,000,000 16. 07 ~ 16. 11 하나Hsd 

매탄동 407-39 상가주택 신축공사 1,228,000,000 16. 06 ~ 16. 11 임 학 준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1,014,590,000 16. 06 ~ 16. 12 경상북도 김천시 

시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488,500,000 16. 06 ~ 17. 03 예림건축사사무소 

화성 반정동 612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1,184,000,000 16. 06 ~ 16. 10 장 동 희

수원 매탄동 다가구단지 신축공사  택지 조성공사 5,550,000,000 16. 05 ~ 17. 01 에코시티 

국도 31호선 포항 동해 구룡포외7개소 정비공사 599,500,000 16. 05 ~ 16. 1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수성구 상동 안상규벌꿀 판매사옥 신축공사 1,103,000,000 16. 04 ~ 16. 11 ㈜안상규벌꿀 

시공실적:
시공실적 리스트

년도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발주처

2015

청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2,007,336,640 15. 11 ~ 16. 11 한국수자원공사 

반정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7-2) 1,205,000,000 15. 10 ~ 16. 04 이 병 철

태릉 클레이사격장 능제복원공사 1,398,594,000 15. 09 ~ 15. 12 조선왕릉관리사무소 

부산물 비료생산공장 설치공사 1,550,000,000 15. 08 ~ 16. 03 경상북도 영양군 

포항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4,542,570,000 15. 07 ~ 16. 12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농협 봉화유통센터 증축공사 1,027,317,000 15. 06 ~ 15. 12 대구경북능금농협 

반정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1,710,500,000 15. 05 ~ 15. 10 정 경 제 

국군체육부대 관람석 증축공사 1,852,209,899 15. 04 ~ 15. 09 한국토지주택공사 

봉양면 종합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1,796,974,000 15. 03 ~ 16. 03 경상북도 의성군 

다목적 실습실 증축공사 1,269,400,000 15. 01 ~ 15. 04 구미대학교 

2014

영덕울진축협 영덕경제사업장 및  사료창고 신축공사 1,549,000,000 14. 10 ~ 15. 01 영덕울진축협

세천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1,660,000,000 14. 10 ~ 15. 02 이 여 옥 

생활관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559,800,000 14. 07 ~ 14. 11 대구 한의대학교

안동봉화축협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 1,444,900,000 14. 06 ~ 15. 02 안동봉화축협

경북 김천혁신 ab 8블록 아파트 조경공사 4,157,533,999 14. 05 ~ 17. 04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691,478,999 14. 05 ~ 16. 06 경상북도

2014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748,227,990 14. 04 ~ 15. 02 서울특별시  

서호동 빌딩 신축공사 2,402,000,000 14. 02 ~ 14. 07 정환철 

CONSTruCTiON rECOrd
pErFOrmANCE LiST

미산의 시공실적 리스트 입니다.

시공실적:
시공실적 리스트



18

CONSTruCTiON rECOrd
pErFOrmANCE LiST

미산의 시공실적 리스트 입니다.

년도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발주처

2013

청상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건축공사 1,612,082,990 13. 11 ~ 15. 12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구미농협 원평지점 신축공사 1,444,300,000 13. 10 ~ 14. 08 구미농협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증축공사(건축) 1,371,499,000 13. 09 ~ 14. 08 (재)경북it융합
산업기술원

안동봉화축협 생균제 제조시설 549,700,000 13. 09 ~ 14. 05  안동봉화축협

안동 하회마을 보수 정비사업 1,192,984,000 13. 06 ~ 14. 12 경상북도 안동시 

헬기정비관 실습동 증축공사 1,198,650,000 13. 04 ~ 14. 02 구미대학교 

2012

12-경-해병-13 교훈단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479,288,880 12. 12 ~ 14. 05 국군재정관리단 

(주)화신 중국 소주공장 신축공사 3,554,000,000 12. 05 ~ 13. 06 소주 화신기차
부건유한공사

노원3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754,600,000 12. 03 ~ 13. 01 이화산업 

노원3가 안경 공장 신축공사 2,785,400,000 12. 03 ~ 13. 01 이노옵티칼 

금당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450,838,000 12. 01 ~ 13. 12 농어촌공사예천지사 

2011 파주삼릉지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967,748,090 11. 01 ~ 12. 12 문화재청 

2010 하회남촌댁 복원공사 1,244,155,000 10. 05 ~ 12. 12 경상북도 안동시 

2007

매장문화재 출토유물센터건립공사 6,812,000,000 07. 12 ~ 09. 06  부여문화재연구소

㈜화신 대구공장 신축공사 7,530,000,000 07. 05 ~ 09. 12 ㈜화신

창원fC축구센터 건립공사 9,424,866,030 07. 05 ~ 09. 12 경남 창원시청 

 

CONSTruCTiON rECOrd
pErFOrmANCE LiST

미산의 시공실적 리스트 입니다.

시공실적:
시공실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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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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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AN
LOCATiON

미산의 약도 및 정보 입니다.

미산본사

대구지사

경기지사

수성지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40
tel. 054)932-4802       fax. 054)933-4802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북로 105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 882번길 115-1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d동 203호

intrOduCtiOn Of COmpany fOr bidding
COnstruCtiOn prOjECt

오시는 길:
약도 및 정보

대구지사
성서공단북로105
화신(3층)

진영 R&S

성서공단북로

삼성전자

물류센터

대구은행

SK 주유소
성주로

성주본사

선남면 성주로 4240

대표전화
054)932-4802

이메일
misan4800@gmail.com

팩스번호
054)933-4802

홈페이지
www.misanc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