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273, 275 낙뢰방지 설비공사 전남 흑산도, 안마도 2 3함대사령부(구)목포해역방어사령부 64,9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2 02-소-낙뢰방지 설비공사 인천 소청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4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2 02-백-낙뢰방지설비공사 인천 백령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48,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2 02-덕 낙뢰방지 설비공사 인천 덕적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4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2 02-목 낙뢰방지 설비공사 제주 추자도 1 3함대사령부(구)목포해역방어사령부 41,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3 03-목-거_ 낙뢰 방지 설비공사 여수 거문도 1 3함대사령부(구)목포해역방어사령부 51,3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3 03-대 M/W중계소 접지 시설공사 대 M/W중계소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29,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청주 공군부대 통신접지공사 청주시 1 공군00부대 14,25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4-우-접지시설공사 인천 우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38,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4-어-접지시설공사 군산 어청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52,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4-낙뢰방호시스템(PGS)설치공사 경남 욕지도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43,9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4-4차 낙뢰방호시스템(PGS)설치공사 태종대, 조도 2 해군 제3함대 사령부 5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0지역 안테나 설치공사(접지/피뢰침) 안양시 1 정보사령부 37,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0지역 통합접지공사 00지역 1 해군 제1함대 사령부 48,1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4 04-목-시험실 접지공사 전남 목포시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2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흑산_추자_안마_거문_대청도 접지보강공사 흑산,추자,안마,거문,대청도 5 대한민국 해군 13,2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부산00함대 PGS접지공사 부산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108,56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05-어-PGS(접지)보강공사 군산 어청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9,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05-00기지 낙뢰방호시스템(PGS)공사 제주도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52,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00지역 통합접지(PGS공법) 공사 구룡포 1 해군 제1함대 사령부 68,2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해군부대 기지국 PGS접지보강공사 추자도,안마도,거문도,흑산도 4 대한민국 해군 26,576,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5 00지역 철탑안테나 접지공사 충남 태안 1 대한민국 해군 55,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06-인-팔미도 접지시설공사 인천 팔미도 1 해군인천해역방어 사령부 43,52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06-욕지도 통합막사 신축 접지공사 경남 욕지도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19,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06-사/평택-보링접지 통신공사 경기 평택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52,58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06-B-접지시설보강공사(백령도) 인천 백령도 1 6해병여단 26,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06-000기지 접지시설 통신공사 백령도,소청도,연평도 3 해군 제2함대 사령부 83,35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공사(자재납품) 3함대사령부 1 ㈜화영텔레콤 18,288,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06-00부대 보링접지 통신공사 거진, 울진 2 테라텔레콤㈜ 73,570,2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6 흑산도기계실 PGS접지 보강공사 흑산도 깃대봉 해군 기계실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10,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울릉도 00지역 PGS접지공사 울릉도 1 대한민국 해군 47,3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안마도 기계실 외부 PGS-접지보강공사 목포 안마도 1 대한민국 해군 4,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사(송신소)보링접지통신공사 CCTV(16개소) 경기도 평택 16 해군 제2함대 사령부 35,86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낙뢰방지시설 보강공사 서울 종로 54 대통령 경호실 201,655,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6전단 신축 PGS보링접지공사 포항 1 해군6전단 28,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07-풍-보링접지통신공사 인천 1 대한미국 해군 38,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07-울 00지역 접지시설 보강 통신공사 울릉도 1 해군 제1함대 사령부 35,462,6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07-연-고성능 카메라 PGS접지시설 연평도 1 대한민국 해군 14,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해남해군기지신축 PGS접지공사 전남 해남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24,2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7 낙뢰방호시스템 PGS보강공사 목포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33,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진해 헬기 이착륙장 접지공사 진해 1 대한민국 해군 7,062,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백령도 해병대 PGS 접지공사 백령도 1 해병대 8,8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격납고 접지공사 자재납품 포항 1 포항 6전단 9,9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08-인-보링접지 통신공사 인천 북성동 1 해군인천해역방어 사령부 36,16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구축사업 주자재 납품 우도, 백령도 2 ㈜하니웰 22,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고성능 피뢰접지시스템 PGS자재납품건 육군 계룡대 1 육군 계룡대 48,11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08-B-접지시설 보강공사 백령도 1 해병대 9196부대 8,492,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08-평-보링접지 통신공사 CCTV(33개소) 평택 포승읍 33 해군 제2함대 사령부 140,670,2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8 08-목-도서지역 접지 및 통신공사 전남 흑산도, 욕지도, 조도, 부산태종대 4 해군 제3함대 사령부 42,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접지부싱 등 2종 경기 평택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93,035,2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자재납품(지구시스템-인방사 이작도) 인천 이작도 1 인방사 3,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우도 eca3G 설치납품 우도, 백령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13,2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예천공군 배수지 통신시설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경북 예천 1 예천공군 7,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자재납품 인천 옹진 1 백령도 해병대 16,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251전탐 감시대 경북 포항 1 251전탐 감시대 11,543,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09-목-00부대 접지 보강공사 태종대 외 7개소 8 해군 제3함대 사령부 12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09-Y-접지시설 보강공사 연평도 1 연평도00부대 5,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09-고성능 영상감시체계 구축사업 설치납품 서울 서초 1 ㈜영국전자 24,2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해병1사단 자재발주 경북 포항 1 주영정보통신 1,32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지휘통신참모실 운용용품 자재납품 강원 동해 1 해군 제1함대 사령부 3,725,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09 00지역 감시시스템 자재납품 . 1 ㈜에스앤티씨 6,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3세대 접지장치 4종 강원 동해 1 해군 제1함대 사령부 54,337,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접지부싱등 3종 경기 평택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71,839,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해군전술 C4I 접지공사(4개부대) 울릉도,기사문,백령도,저진전탐 4 해군 45,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10년-매도-접지시설보강공사 인천 중구 1 해군인천해역방어 사령부 136,852,43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10-목-00감시대 접지시스템 보강공사 해군 3함대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59,77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감시장비 접지시스템 보강공사 서울특별시 1 90정보통신단 57,7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00지역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서울특별시 1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단 28,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무상설치(대대본부,1개소초)서울 특별시 1 수도방위사령부  -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제주 국방홍보원 PGS낙뢰방호 시스템 자재납품 제주 서귀포시(국방홍보원1개소) 1 국방홍보원 9,856,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10-덕-통신공사중 시공 인천 옹진 1 해군 30,8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육군과학화 훈련단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육군과학화 훈련단 1 육군과학화 훈련단 32,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고성능 감시체계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덕적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9,825,284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10-작통처 디지털 낙뢰보호장치 설치공사 우면,춘천,벽제,성환작통처 4 공군방공포사령부 26,879,65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0 00지역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 납품 경기 시흥 1 00부대 77,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고성능 감시체계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해군(기사문,풍도) 2 해군 40,038,586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00지역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기사문 1 해군 제1함대 사령부 39,922,04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11-목-유무선 통신시설 보수공사 해군 3함대사령부 1 해군 제3함대 사령부 31,79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11-인-00도서 PGS시스템 납품 설치공사 인천 이작도 , 매도 2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8,591,04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대전 유성 1 국방과학연구소 8,623,64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해군00부대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우도, 백령도 1 해군 25,841,2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공군 방포사 CCTV낙뢰방호장치 설치납품
검단산, 우면산, 군자산, 원주

강릉, 대구, 청주, 충주비행장
8 공군 방공포 사령부 50,567,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PGS 낙뢰방호시스템 용역정비(9개소) 백령도 외 8개소 9 해군 제2함대 사령부 11,979,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11-부-낙뢰방호 시스템 설치공사 부산 남구 1 해군 작전사령부 7,3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00지역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00지역 1 방위사업청 4,353,981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00지역 감시장비 접지공사 자재납품 00지역 1 청와대 14,043,654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육군00부대 종합보급창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육군00부대 1 대한민국 육군 14,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00지역외 2개소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강원 3 대한민국 육군 12,700,204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1 CCTV 13개소 PGS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수도방위사령부 13 수도방위사령부 22,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00지역 PGS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00지역 1 LIG넥스원 11,575,797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12-낙뢰방호설비(PGS) 정비 용역 인천,군산,평택,화성 4 해군 제2함대 사령부 90,62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12-제00사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제주도  1 해군제주방어사령부 59,88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12-인-000-PGS 납품 설치공사 인천 1 인방사 32,972,247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수방사 특정지 낙뢰보호장치 설치공사 서울 금천 1 국방시설본부 93,994,458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해군 이동형 레이더 차량 PGS 낙뢰서지 방호시스템 납품설치서울 1 STX엔진주식회사 12,171,529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백령도) 백령도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57,992,418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PGS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불음도,사금도,말도)불음도, 사금도, 말도 3 해병2사단 9,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월미도 R/S PGS 낙뢰방호시스템 인천 1 주식회사 가드캠 12,8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소청도, 백령도 낙뢰서지방호 시스템 설치납품 소청도, 백령도 2 해군 10,607,642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접적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접지시스템 구축)파주,화천,철원,고성 4 육군15사단 정보통신대대 69,08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2 00기지 보링 접지시스템 구축 인천 옹진 1 해군 84,7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태종대, 조도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부산 태종대 1 해군 9,085,282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인-00지역 피뢰접지장치 설치공사 볼음도 등 5개소 5 해군 인방사 41,112,5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00부대 접지시설 보강공사 부도 등 4개소 4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72,822,75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낙뢰방호설비(PGS) 정비 용역 백령도 등 4개소 4 해군 2함대 37,895,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목-00부대 접지시스템 구축공사 전남 목포 4 해군 3함대 102,831,3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000부대 낙뢰방호시스템 납품설치 제주 3 해군 제방사 47,097,05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00부대 낙뢰방지 설비 보강공사 경북 포항 5 해군 6전단 62,133,5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다중낙뢰방지 접지시설 보강공사 동해, 구룡포, 포항 9 해군 1함대 67,071,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포항 해병대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경북 포항 2 해병대 6,494,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해군 항망감시 체계 장비설치에 대한 낙뢰방호공사부산 작전사 2 해군 12,87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접적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수방사 설치공사 수방사 등 8개소 8 수방사 경비단 123,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13-사-접지시설 보강공사 경기 평택 1 해군 2함대 69,27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및 철탑 접지공사 경남 창원 3 해군 작전사령부 10,510,5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백령,연평도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백령도 등 2개소 2 해병대 6,494,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육군 보급창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충북 청원 10 육군 군수사령부 23,76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백령도 11 공군 백령도 11,394,9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진해기지 감시시스템 기반설비공사 낙뢰방호 진해 1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9,24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공군부대 CCTV 납품 인천 백령 1 공군 백령도 13,394,7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육군레이더차량 1 육군 군수사령부 9,71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자재납품 해군 1함대 - 해군 1함대 35,959,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 공군 북부전투사령부 1 공군 북부전투사령부 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세종시 1 육군 군수사령부 4,283,99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eca3G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납품 부산 3 해군 작전사령부 13,2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3 접적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추가구축사업 접적지역 3 육군 접적지역 30,8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시스템 설치납품 경북 구미 1 LIG넥스원 9,712,5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00경계부대 낙뢰보호장비 설치(5개소) 해병1사단 5 해병1사단 18,938,8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방호장치 자재납품 필리핀 1 필리핀 아라오부대 3,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자재납품 해군 1함대 사령부 11 해군 1함대사령부 110,393,8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자재납품 경기 인천 6 해군 2함대 25,020,6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해군 2함대 2 해군 2함대 4,73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경남 창원 1 창원 국방과학연구소 5,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접적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접지시스템접적지역 10 육군 본부 141,9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 2 LIG넥스원 17,16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 2 LIG넥스원 13,292,4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 2 LIG넥스원 15,982,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경남 창원 1 창원 국방과학연구소 8,8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자재납품 해군 2함대 69 해군 2함대 51,190,15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경기 강화 7 해병대 26,141,5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방호장치 설치납품 해군 1함대 2 해군 1함대 4,416,5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자재납품 전남 목포 1 해군 3함대 4,5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해군 1함대 3 해군 1함대 13,806,1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4 00지역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 3 국군통신지휘사령부 21,7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15-진-00소 낙뢰방호설비 보강공사 낙뢰보호장치 설치경남 진해 4 진해기지사령부 1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경기 안산 1 LIG넥스원 8,516,75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경남 부산 2 해군 3,6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자재납품 동해 3 해군 1함대 27,821,2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15-00부대-접지설비시스템 정비용역 동해 10 해군 1함대 50,543,388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TACAN 전술항법장치 낙뢰보호시스템 전국 9개소 공군비행장 9 공군 128,7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15-평-00도 접지시설보강공사 2함대사령부 등 5개소 5 해군 2함대 63,69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경기 김포 2 해병대 김포 8,316,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고성등 5개소 5 해군1함대 30,93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 1 해군3함대 31,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육군학생군사학교 1 육군학생군사학교 39,0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 1 해군1함대 26,4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백령도 등 4개소 4 해군2함대 96,80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인왕산 1 수방사 75,550,2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eca3G 낙뢰보호장치 설치납품 대전 ADD 1 대전국방과학연구소 4,862,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2015 이설설치기술 현장지도 제주해군기지 1 제주해군기지 2,750,000                  국가특수기관,군부대

계 535 개소 5,799,488,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