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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온세이엔씨는 2010년 창립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더불

어 모든 산업의 신경과 혈관이 되는 전기, 소방, 통신 및 4차 산업으로 변화하

는 미래에 맞추어 신기술개발과 산업 플랜트 분야의 전문시공업체로서, 시스

템 경영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관리, 안전제일, 친환경 시스템관리를 체계화

하여 철저하게 시행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시하는 경영활동과 책임준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 입니다.

그동안 국내 및 해외의 각종 하수처리설비 , 대형 공동주택 공사

에 참여하여 각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척해 왔으며 이

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영업망 확대 및 신기술, 특

허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배양하여 전문건설업체로써 귀사의 꼭 필요한 파트

너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속성장 가능한 업체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 드

립니다.

대표이사 안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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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0    05    ㈜서왕이앤씨 창립

2010    10    대표이사 이경숙 변경

2011    07    전시사업자 등록 (전기)

2013 03    ㈜온세이엔씨로 상호변경

2013    03    경기도 평택시 죽백2길 186~54

주소 이전

2014 11    소방시설업 등록

2014    1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

2015    04    대표이사 안 영 식 변경

2015 04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18번길 27

사업장 이전

2016 01   해외건설업신고 등록

2017 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4

사업장 이전

2020 0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2020    1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                                  

(고등동) 사업장 이전

5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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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이엔씨는시스템경영을통한질적성장도모와우수한인재양성, 

신기술개발을통해국내외의우수파트너사로힘차게도약하고있습니다.

■ 기업정보

기업명 ㈜온세이엔씨 홈페이지

대표이사 안 영 식 자본금 \460,000,000

설립월 2010년 5월 신용등급 BBB- (나이스 평가정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 820호 (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

연락처
TEL 031-429-1051 / FAX 031-429-1053 /
E-MAIL  onseenc@daum.net

보유면허 전기공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업소개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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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보유현황 (기준월 : 2020년 8월)

분류 기술인력 기능인력 계

상시 13 5 18

임시 8 50 58

계 21 55 76

■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전기 공사업 전문 소방 공사업

3,996 

6,381 

11,004 

15,330 

20,479 

2016 2017 2018 2019 2020

1,493 1,447 

1,832 
1,595 

3,570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순위 409 / 17,676

지역순위 99 / 3,692

전국순위 845 / 5,846

지역순위 178 / 1,226



도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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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핵심가치

고객만족의기반이되는정직한기업경영과미래경영의실천!

(주)온세이엔씨가탁월한기술인프라를바탕으로기업의올바른가치를키우고

있습니다.
MISSION 1

내실 강화

통합관리 시스템
을 통한 빠른 의사
결정으로 경쟁력
확보, 실시간 원가
관리로 지속성장
및 이익 극대화

MISSION 3

미래 역량 강화

현재의 시장에 안
주하지 않고 신시
장 개척으로 100
년 뒤에도 성장가
능한 기업경영 추

구

MISSION 2

글로벌경쟁력

강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만
족 추구, 세계 각
국으로 뻗어나가
는 글로벌 인프라

추구

VISION

■ 경영방침



업,면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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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CERTIFICATION NO DATE OF INSURANCE

사업자 등록증 142-81–28387 2010년 05월 25일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 서울-02940호 2001년 12월 26일

전시사업자 등록증 제 2014-3-0048 호 2014년 03월 21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제 2014-11-013973 호 2014년 11월 24일

소방시설업 등록증 제 2017-02-00358 호 2015년 04월 27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제 1831 호 2016년 01월 11일

한국철도신호협회 회원 제 16-870 호 2016년 06월 15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제311861호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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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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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경영혁신과유기적인관계협력을통한기업혁신역량의강화!

㈜온세이엔씨경영진및임직원의빛나는도전과혁신은오늘도계속되고

있습니다.

CEO

총무부 총무, 계약, 경리, 회계, 인사

공사관리부 현장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부 자재구매, 자재관리

견적부 공사견적, 실행예산

신재생사업부 태양광, 소수력, 풍력, EPC

해외사업부 해외견적, 해외영업, 공사관리



협력업체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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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체명 공종 유효기간

1. ㈜원건설 전기, 소방 공사 2013.03.07 ~ 현재

2. ㈜삼전건설 전기, 소방 공사 2018.05.15 ~ 현재

3. 한일개발㈜ 전기, 통신, 소방 공사 2020.01.01 ~ 현재

4. 현대로템㈜ 전기설비 공사 2020.08.01 ~ 현재

5. ㈜대우건설 전기설비 공사 2020.09.24 ~ 현재

6. ㈜성호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 2020.11.23 ~ 현재

7.
삼성물산㈜
건설부문

일반전기 공사 2021.1.1 ~ 2021.12.31



해외공사

발전소

I C T

주택

산업시설빌딩

39



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합성고무/NCC 공사 02.01-03.12 현대석유화학㈜

No 2NCC공사 02.03-03.12 현대석유화학㈜

양양 양수발전소#1,2,3,4호기건설공사 02.05-06.10 삼환기업㈜

양양 양수발전소#1,2,3,4호기계전공사 02.05-06.09 삼성물산㈜

해운대열원설비 02.05-03.11 삼성물산㈜

T-2 용인석유비축기지공사 02.01-05.07 삼성물산㈜건설부문

핵폐기물판넬개보수공사 02.06-02.08 원자력연구소

당진 화력#1,2 COAL 설비공사 02.07-04.12 동아건설㈜

풍동 연구소개조공사 02.08-03.01 국방과학연구소

INI 포항공장봉강압연공사 02.09-03.06 현대모비스㈜

통영 LNG 인수기지전기계장공사 03.04-04.11 대아건설

부산 명장정수장공사 03.06-06.04 ㈜효성

소수력발전전원인입공사 04.10-05.06 중부발전㈜

스위치야드제어소전기공사 05.03-05.10 중부발전㈜

남제주화력 #3,4호기전기공사 05.06-07.07 포스코건설㈜

현대 자동차 SUN SIMULATION 전기,계장공사 05.07-05.12 현대자동차연구소

스위치야드제어소전기공사 05.03-05.10 중부발전㈜

남제주화력 #3,4호기전기공사 05.06-07.07 포스코건설㈜

현대 자동차 SUN SIMULATION 전기,계장공사 05.07-05.12 현대자동차연구소

플
랜
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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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15훈비공군부대_성남(전기,공압설치) 05.08-05.12 성남공군부대

삼성르노자동차 SUN SIMULATION 전기,계장공사 05.09-05.12 르노삼성자동차연구소

현대자동차염수 CHAMBER 전기,계장공사 05.11-05.12 현대자동차연구소

남제주화력 탈황폐수설비건,계장공사 05.11-07.07 현대중공업

대구공군 KT-1/KO-1 엔진창정비용시운전설비공사 05.11-07.03 공군제81항공정비창

평택인수기지 2차확장공사재액화및 감압설비계전공사 06.12-08.12 한국가스공사

광주 수완집단에너지시설공사중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07.06-09.10 경남기업㈜

남제주화력 TURBINE 계전공사 07.08-07.09 두산중공업㈜

광주 수완집단에너지시설공사중 배전전기공사(하남2지구) 07.09-08.12 경남기업㈜

울진원자력유리화설비소방공사및 히트트레이싱전기공사 07.10-07.11 현대로템

광주 수완집단에너지시설공사중 수배전동전기공사 07.10-08.03 경남기업

스팀터빈발전설비(진주산업신재생에너지발전) 07.11-08.01 ㈜스카이테크

신월성원자력 1,2호기주설비공사 중 조명,소방설비공사 08.04-12.03 ㈜대우건설

신월성원자력 1,2호기주설비공사중 트레이및 케이블공사 08.12-12.04 ㈜대우건설

현대오일뱅크고도화시설공사 (RDS GHT 계장공사) 09.11-11.02 현대건설㈜

신고리원자력 3,4호기 (노출및 EDB 전선관공사) 10.04-14.09 두산중공업㈜

보령 SEC ENERGY 태양광설치공사 18.02~18.12 SEC ENERGY㈜

154kV 북안산분기T/L 건설공사 19.06~20.12 한국전력공사

카타르알디키라하수처리설비전기/계장설치공사 19.07~19.12 ㈜현대로템

플
랜
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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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강남자원회수시설UPS2차전원이중화공사 01.12-02.09 SK건설

카프로폐수처리 R.01공사 02.07-03.10 현대모비스㈜

2007년도강남지점저압단가공사 06.12-08.12 한전강남지점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리화설비건설공사 07.01-07.11 현대로템

동대문환경자원센타민간투자사업전기,소방공사 07.06-09.03 ㈜서희건설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07.07-08.04 ㈜한양

아리수정수장 3약품실약품투입기이설전기공사 07.09-07.1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전기계전공사_은평뉴타운지역난방열배관공사(2공구) 07.10-09.08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계전공사_파주운정지구지역난방열배관공사(1공구) 07.11-10.03 한국지역난방공사

소태재터널케이블복구공사 07.05-07.06 ㈜한양

분당동지역보행자도로휴게 및 녹지공간조성공사(전기) 08.04-08.06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

인천 검단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전기공사 10.02-11.02 코오롱건설㈜

화촌1 소공원조성전기공사 11.02~11.05 평택시청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시험실분전반설치공사 11.02~11.09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군문1수문주변보안등설치공사 12.02~12.07 평택시건설교통사업소

평궁 – 객사간교차로가로등신설공사 13.04~13.08 평택시건설교통사업소

안중출장소가로등연간보수단가공사(청북면) 14.01~14.12 평택시안중출장소

안중출장소가로등연간보수단가공사(포승읍) 14.02~15.02 경기도평택시

신대교차로개선사업교통신호등이설공사 14.09~14.12 평택시청

2014년교통신호등년간단가보수공사(남부) 14.01~15.01 경기도평택시

수질검사실건립공사(전기) 15.12~16.08 경기도수원시

평생학습원~용호사거리조도개선공사 17.05~17.06 군포시청

공
공

및

환
경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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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백족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전기공사 19.01~19.12 의정부시청

탄천종합운동장전광판전력증설전기공사 19.04~19.05 성남시청

2019년송전용전력구운영시스템과학화장비설치공사 19.11~20.02 한국전력공사

공
공

및

환
경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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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대구 칠곡7공구주공아파트전기공사 00.10-02.08 ㈜한양

시화5차아파트전기공사 00.12-02.07 ㈜건영

역삼동근생 및 주택신축전기공사 01.09-01.12  가야건설

서초 연합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중 전기,소방공사 03.02-05.02 대림산업㈜

오창 코아루아파트신축전기공사 04.04-06.06 ㈜원건설 / 한국토지공사

속초 삼성쉐르빌신축전기공사 04.09-06.10 삼성중공업

주공 봉천동다가구신축전기공사 05.07-05.11 대한주택공사

아산 음봉레이크사이드신축전기공사 05.03-07.04 포스코건설㈜

상도동 the# 아파트신축전기공사 05.09-07.08 포스코건설㈜

죽전 힐데스하임모델하우스건립공사중 전기공사 07.05-07.06 ㈜허밍건설

죽전힐데스하임타운하우스신축전기공사 07.11-09.06 ㈜허밍건설

포항양덕E-편한세상아파트신축전기공사(2지구) 08.02-10.10 대림산업㈜

독산동삼승아파트재건축현장한양수자인아파트전기공사 08.09-10.06 ㈜한양

인천청라힐데스하임아파트신축공사중 전기공사 09.03-11.05 ㈜원건설

인천청라힐데스하임아파트신축공사중 소방전기공사 09.04-11.05 ㈜원건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한양수자인전기소방공사 10.03-12.01 ㈜한양

원주 힐데스하임아파트건설공사전기공사-1공구 13.11~15.05 ㈜원건설

대구 힐데스하임아파트건설공사전기공사-2공구 13.12~15.11 ㈜원건설

대전관저5 A-1BL아파트건설공사임시전력공사 14.04~15.08 ㈜원건설

양산 힐데스하임아파트 건설공사전기공사 14.11~16.06 ㈜원건설

청주가마지구힐데스하임아파트건설공사전기공사 (2공구) 15.03~16.12 ㈜원건설

죽전1차힐데스하임공동주택신축전기공사 15.11~16.04 ㈜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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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은평 뉴타운힐데스하임주상복합신축공사(전기,소방) 15.10~16.11 ㈜원건설

세종 L9 힐데스하임아파트건측공사중전기공사 17.03~18.09 ㈜원건설

충주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신축공사중전기공사(1공구) 17.11~19.09 ㈜원건설

오류동솔하임신축공사중전기.소방공사 18.07~20.10 ㈜삼전건설

용답동청년주택전기.소방공사 18.12~20.01 ㈜원건설

청주 동남지구힐데스하임아파트전기공사(1공구) 19.02~20.10 ㈜원건설

용인 죽전동솔하임신축공사중전기.소방공사 19.08~20.12 ㈜삼전건설

용인 상현동솔하임신축공사중전기.소방공사 19.08~21.02 ㈜삼전건설

신내역힐데스하임아파트신축공사중전기, 소방공사 19.12~21.10
㈜원건설

청주 탑동힐데스하임아파트신축공사중전기공사 20.11~22.11 ㈜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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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지하주차장전력설비및 기타전기공사 2010 ㈜삼우종합건설

임시동력케이블포설공사 2010 현대위성네트워크㈜

다린공장증축전기공사 2010 ㈜다린벽장부

단원프라자상가 전기시설보수공사 2010 ㈜호성정보통신

선일프라자개보수전기공사 2010 동우방재시스템㈜

김포장로회성전개보수전기공사 2011 동우방재시스템㈜

성서교육동및 식당 개보수전기공사 2011 동우방재시스템㈜

성서유치원동개보수전기공사 2011 동우방재시스템㈜

김포상가인테리어전기공사 2011 ㈜열린공간디자인

금산세계엑스포전시조성전기공사 2011 ㈜이즈피엠피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전기공사 2011 ㈜금강엑스포

문경 찻사발축제전기공사 2012
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
회

성과전시회외 전기공사 2012 ㈜티제이컴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회의장전기공사 2012 ㈜이즈피엠피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행사장전기공사 2012 ㈜스토리컴즈

럭키상가개보수전기공사 2012 영웅개발㈜

전력절감기설치및 배관공사 2012 인터백스

공장 UV시스템설치공사 2012 인터맥스

코바 전시장전기공사 2012 나인커뮤니케이션

BGF 에코바이오청라공장신축공사중 전기설비공사 2020 한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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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처

양산 힐데스하임아파트 건설공사소방공사 14.11~16.06 ㈜원건설

청주가마지구힐데스하임아파트건설공사소방공사(전기) 15.03~16.12 ㈜원건설

은평 뉴타운힐데스하임주상복합신축공사(전기,소방) 15.10~16.11 ㈜원건설

수원 월드컵경기장주경기장소방시설개선공사 17.01~17.05
(재)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상일동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소방) 17.05~18.03
고덕5단지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충주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신축공사중소방공사 17.11~19.09 ㈜원건설

간부숙소용도변경소방공사 19.12~20.12 육군3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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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전의 지표상위

• 전기, 정보통신, 소방사업 기술력 향상

• 국내 최상의 기술과 서비스

•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

㈜온세이엔씨는 최고의 기술과 무한 고객만족을 경영철학으로 국내 제일의 전문

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O n - S e E n g i n e e r i n 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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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치도

본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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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온세이엔씨

■ 본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 반도아이비밸리 820호 (고등동)

TEL  031-429-1051,2   FAX 031-429-1053 E-mail : onseen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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